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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빈칸의 앞뒤 문장을 살펴보면 빈칸 뒤 문장에서 앞 문장에 대한 예시

Preview

를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2.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Word • Mini Quiz
1. c
3. d
5. b
7. dictionary
9. pharmacist
11. recent

2. a
4. f
6. e
8.mixture
10. appearance
12. talent

① 식물학자들과 동물학자들은 식물들과 동물들에 라틴 이름을 사용
한다.
② 각국의 과학자들은 식물들과 동물들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사용
한다.
③ 개는 독일어로‘der hund’
로 불린다.
④ 단어‘robin’
은 미국, 영국, 호주 사전에 나온다.
⑤ 과학자들은 라틴어를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
②는 본문내용과 상반된 내용이므로 본문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Grammar • Mini Quiz
1. had
3. will catch → catch

2. had played

글 도입부분 When botanists identify plants and flowers, they
use Latin instead of their native language.와 상단부분
Similarly, zoologists, the experts who study animals and
animal behaviors, use Latin to name animals.에서 나와 있듯이
①은 본문내용과 일치한다. 이 글의 하단부분에 the animal whose
Latin name is Canis Familiaris, is called‘a dog’in English;

Unit 1

...; and‘der hund’in German.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③은 본문
내용과 같다. 이 글 하단부분에 Americans, Englishmen, and

Answers
1. ②

Australians have the word‘robin’in their dictionaries.라고 나

2. ②

와 있으므로 ④ 역시 본문내용과 일치한다. 이 글 중간부분에 If
scientists did not agree to use the Latin language, there

Translation

would be a lot of misunderstanding when scientists from

식물학자들은 식물들과 꽃들을 감정할 때, 그들의 모국어 대신에 라틴어

different countries talk to each other.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⑤도

를 사용한다. 비록 식물들과 꽃들은 여러 가지 언어로 수천 개의 이름을

본문과 일치한다.

가지고 있지만 이 꽃들과 식물들의 라틴 이름이 모든 식물학자들 사이에
쓰이는 유일한 이름이다. 비슷하게, 동물들과 동물 행동을 연구하는 전문

Word

가들인 동물학자들은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데 라틴어를 사용한다. 만약

botanist 식물학자
identify 확인하다, 동일시하다
instead of ~대신에
native language 모국어
similarly 유사하게, 비슷하게
zoologist 동물학자
expert 전문가
behavior 행동
agree to ~에 동의하다
misunderstanding 오해, 분쟁
confuse 혼란시키다
refer to 말하다, 부르다
dictionary 사전
look up 찾아보다

과학자들이 라틴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러 나라 출신
의 과학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오해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라틴 이름이 Canis Familiaris인 동물은 영어로는‘a dog’
, 프랑스어로
는‘le chien’
, 일어로는‘inu’
, 독일어로는‘der hund’
라고 불린다. 때
때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동물이
한 종류 이상일 때는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인들, 영국
인들, 호주인들은 그들의 사전에‘robin’
이라는 단어를 수록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사전을 찾아보면, 그것들은 세 종류의 다른 새들을 나타낸
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Explanations
1.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대조적으로

② 예를 들면

③ 결과적으로

④ 즉, 다시 말해서

⑤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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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ll 1 • Grammar

하거나, 오해나 두려움의 장벽을 깨뜨리거나, 개인적인 관심사를 탐색하

1. 제3세계에서 소비되는 나무의 10분의 9는 취사와 난방용으로 사용된

도록, 또 나아가서 재미를 갖도록 도와줄 수 있다. 덧붙이자면 당신의 자
원봉사는 개인의 만족감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

다.

2. 성공적인 학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학교 공동체에 관련되어

는 데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3. The book borrowed from the library was
uninteresting.

Explanations
1. 이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원봉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좋은 면을 부

Drill 2 • Translation

각시키고 있다. ①, ③은 너무 범위가 넓고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②,

1. 식물학자들은 식물들과 꽃들을 감정할 때, 그들의 모국어 대신에 라틴

④는 관련 없는 말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어를 사용한다.

2.

2. 이 글의 가장 알맞은 주제를 고르시오.

해설 instead of 다음에는 명사나 명사구가 오며 해석은‘~대신에’

① 자원봉사는 고용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로 한다. native language는‘모국어’
로, 같은 표현으로는 mother

② 자원봉사는 마음이 따뜻한 일이고 자기만족을 준다.

tongue가 있다.

③ 자원봉사를 통해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많은 혜택이 있다.

만약 과학자들이 라틴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러 나

④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통해 그들의 재능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기술

라 출신의 과학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오해가 있을 것이다.
해설 여기에서의 If절은 가정법 과거형을 나타내어 현재의 사실에 반

을 배울 수 있다.
⑤ 많은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되는 일을 가정하고 있다. 가정법 과거에서는 조건절에 were 또는

이 글은 자원봉사를 하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이점이나 장점에 대해

과거형이 오고 귀결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동사원형>이 온다.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②는 개인적인 관점

3. 때때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에서의 장점만을 다루고 있어서, 주제로 보기에는 다소 편협하다.

동물이 한 종류 이상일 때는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
어구

be referred to by+명사 (명사)로 일컬어지다, (명사)로 알

려져 있다

4. 하지만 각각의 사전을 찾아보면, 그것들은 세 종류의 다른 새들을 나
타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해설 여기서 if절은 가정법 현재를 나타내며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단

순한 가정을 나타내고 있다.

Unit 2
Answers
1. ⑤

2. ③

Translation
자원봉사란 당신 자신과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세상에 대해서 배
우면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
는 기회를 당신에게 부여해 주는 경험이다. 자원봉사는 봉사자의 입장에
서는 시간이나 임무에 별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도 그 효과는 많은 사람들
이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자원봉사를 통해서) 당신의 특별한 재능을 여
러 가지 명분에 맞게 매우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기회가 많다. 자원봉사

Word
volunteering 자원봉사
provide 제공하다
opportunity 기회
meet 충족시키다
commitment 의무, 책임
on the part of ~의 입장에서
talent 재능
insight 통찰력
career possibility 경험의 가능성
enhance 높이다, 강화하다
be impressed 감명 받다
intangible 무형의
barrier 장벽, 장애
issue 관심사, 문제점
satisfaction 만족감
Drill 1 • Grammar
1.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대하여 글을 썼다.
2. 언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사소통하는 수단이다.
3. There are special classes in which people learn how
to control their fear.

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통찰력을 얻을 수도 있다. 또한 직업의 가
능성도 탐색할 수 있고 이어서 취업의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 많은 고

Drill 2 • Translation

용주들은 자원봉사의 일에 종종 감명을 받기도 한다. 자원봉사에는 다른

1. 자원봉사란 당신 자신과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세상에 대해서

많은 무형의 이익도 있다. 자원봉사는 당신이 (얻었던 것을) 사회에 환원

배우면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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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회를 당신에게 부여해 주는 경험이다.

⑤ 핸드폰은 많은 병을 유발한다.

해설 여기서 in which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 관계대명사>로

A majority of car-related accidents these days are caused by

이루어졌으며 또한 이것은 관계부사 where로 바꾸어 쓸 수 있다.

people who talk on the phone while driving, or crossing a

2. (자원봉사를 통해서) 당신의 특별한 재능을 여러 가지 명분에 맞게 매

busy street.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나머지는 본문

우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기회가 많다.
해설 to use는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명사인 opportunities

를 수식하고 있다. <for a variety of + 복수명사>는‘여러 가지 (복
수명사)로’
라고 해석한다.

에 언급되지 않았다.
2. 한국에서 핸드폰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①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자 하는 끝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

3. 자원봉사는 당신이 (얻었던 것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오해나 두려움

② 사람들은 교통체증이 있을 때 친구들과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의 장벽을 깨뜨리거나, 개인적인 관심사를 탐색하도록, 또 나아가서

③ 핸드폰은 그다지 비싸지 않다.

재미를 갖도록 도와줄 수 있다.

④ 한국에는 공중전화가 거의 없다.

어구

give back 반환하다, 돌려주다 / break down 무너지다,

⑤ 비상시에 요긴하다.
이 글의 결말부문에 핸드폰이 인기가 있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

고장나다

4. 덧붙이자면, 당신의 자원봉사는 개인의 만족감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

다. 정답은 ①이다. 나머지는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라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는 데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해설 not only A but also B는‘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의미로 A와

B에는 같은 형태가 와야 한다. 예를 들면 A가 단어이면 B에도 단어,
A가 구이면 B에도 구가 온다.

Unit 3
Answers
1. ③

2. ①

Translation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10명 중 5명의 한국인들은 핸드폰 사용자이
다. 핸드폰은 분쟁을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최근 정치가들과 검사
들 사이의 정치적 갈등에서 양측은 핸드폰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Word
survey (설문)조사
mobile phone 핸드폰, 휴대전화
conflict 싸움, 분쟁
political 정치(학)의
struggle 싸움, 다툼
politician 정치가
prosecutor 검사, 검찰관
a majority of 대다수의
car-related accident 자동차 관련 사고
noise pollution 소음공해
regardless of ~와 관계없이, ~에 개의치 않고
disturbingly 방해가 되는, 불안하게 하는
disturb 방해하다
reflect ~을 반영하다, ~을 나타내다
endless 끝없는

하지만, 핸드폰은 또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요즘 차와 관련된
사고의 대다수는 운전 중 또는 붐비는 길을 건너는 동안 핸드폰 통화를

Drill 1 • Grammar

하는 사람들에 의해 일어났다. 한국에서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핸드

1. 그 학생은 다리가 짧고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수한 축구 선수가 되는

폰 통화를 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보는 것이 매우 흔한 일이

것은 어렵다. 그 결과, 그는 골프와 탁구를 배우고 있다.

다. 핸드폰 벨소리는 종종 몹시 날카롭고 성가시다. 비록 그것이 음악 벨

2. 로마를 여행하는 동안 우리가 보기를 희망했던 모든 경치를 보는 것은

소리로 설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방해가 될 정도로 시끄럽다. 극장

어려웠다. 다만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는 미래에 다시 가기를

또는 콘서트홀에서 울리면 그 시끄럽게 울리는 소리는 일반 사람들을 방

바란다.

해하고 성가시게 한다. 핸드폰에 의해 야기되는 그러한 문제들은 다른 사

3. It is wrong to give children everything they want.

람들과 연결되고자 하는 한국 사람들의 끝없는 욕구를 반영한다.

Drill 2 • Translation
Explanations
1. 이 글에 따르면, 핸드폰 현상의 단점은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① 아이들은 공부 대신에 핸드폰 통화를 한다.

해설 여기서 전치사 over는‘(전화나 핸드폰 등)에 의해서, 으로’
의

② 핸드폰은 뇌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

의미로 쓰였다.

③ 핸드폰은 차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④ 얼굴을 보지 않고 누군가와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

4

1. 최근 정치가들과 검사들 사이의 정치적 갈등에서 양측은 핸드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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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즘 차와 관련된 사고의 대다수는 운전 중 또는 붐비는 길을 건너는
동안 핸드폰 통화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 일어났다.

해설 a majority of는‘대다수’
의 의미로 뒤에 보통 복수명사가 온다.

여기서 쓰인 while은 접속사로 상태나 동작이 계속되는 시간 또는 기
간을 나타내어‘~동안에’
로 해석한다.

라서 정답은 ③이다.
2. 글 (A)의 밑줄 친 A case에 상응하는 단어를 (B)에서 고른다면, 가장
적절한 것은?

3. 한국에서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핸드폰 통화를 하는 아이들뿐만

① 기회

② 주의

아니라 노인들을 보는 것이 매우 흔한 일이다.

③ 범위

④ 나이

해설 이 문장은 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의미 전달을 확실하게 하도

⑤ 외모

록 가주어(it)와 진주어(to see)가 쓰여 주어를 뒤쪽에 위치하도록 했

글 (A)에서 A case는 한 번의 경험으로 편견을 갖게 되는 경우를 나

다. 원래 문장은 To see the old people ~ is very common.이다.

타내고 있으므로 글 (B)에서 상응하는 단어 역시 편견을 갖게 되는 그

4. 핸드폰에 의해 야기되는 그러한 문제들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자
하는 한국 사람들의 끝없는 욕구를 반영한다.

어떤 것을 나타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3. 글 (A)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해설 Those problems caused by mobile phones 전체가 주어이

① 사람들

② 거지들

며 Those problems와 caused 사이에는 which are가 생략되었다

③ 운전자들

④ 낯선 사람들

고 볼 수 있다. 또한 caused by mobile phones는 앞의 problems

⑤ 술 취한 사람들

를 수식하고 있는 과거분사의 형태이다.

글 (A)의 도입부분에 You drive through a town and see a
drunken man on the sidewalk. A few blocks further on you
see another.라고 나와 있으므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술
취한 사람들’
의 뜻인 drunks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Unit 4

4. 글 (B)의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① 내 편견을 극복하다

Answers
1. ③

② 출세하다

2. ⑤

3. ⑤

4. ①

③ 사람들에게 관대하다
④ 외모가 세련되다

Translation

⑤ 친구를 사귀다

(A) 당신은 도시를 운전하며 지나가다 인도 위의 술 취한 사람을 본다.

글 (B)에서는 전에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에 대한 후회와 외모

몇 블록을 더 가서 또 다른 취객을 보게 된다. 당신이 당신의 동행인에게

보다는 내면의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현재의 자신에 대해 묘사하고

로 몸을 돌린다.“이 도시에는 주정뱅이뿐이로군!”곧 당신은 시속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① overcome my prejudice가 들어가는 것

80km로 달려서 시골로 빠져 나간다. 자동차 한 대가 마치 당신이 주차

이 가장 적당하다.

해 있기나 한 것처럼 추월해 간다. 커브에서 또 다른 차가 씽 지나간다.
당신의 동행인이 당신을 돌아본다.“이 주(州)의 운전자들은 모두 미쳤
군!”여기서 우리는 충분히 적절한 사실적인 수준에서 시작하기는 하지
만 계속 그 수준에 머물지는 않는다. 하나의 경우 혹은 둘의 경우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술 취한 사람들과 속도광들에 대해 지나친 단순화로 나
아간다.
(B) 나는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아주 열심히 노력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
것이 나를 제한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몇 년 전에 나는 한 급우의 이
상한 외모를 보고 그녀를 판단했고, 아마도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외형상 나타난 것에 따라 판단
하지 않고, 대신에 내면에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 내가 원래의 판단
을 유지했더라면 결코 알지 못했을지도 모를 많은 유쾌한 사람들을 포함
할 수 있도록 나의 시야를 넓혀 왔다.

Explanations
1. 글 (A)와 (B)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의 글은 한두 번의 경험으로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것에 대해 지적
을 하고 있으며 (B)의 글에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의 실수
후에 편견을 극복하고 시야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다루고 있다. 이 두
개의 글에서 우리는 판단을 신중하게 하자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따

Word
drunken man 술 취한 사람
sidewalk 인도
companion 동행인
park 주차하다
pass 추월하다, 앞지르다
whizz by 씽하며 날아가다
properly 적절히, 적당히
over-simplification 지나친 단순화
speeder 속도광, 속도위반자
overcome 극복하다
prejudice 편견
limit 제한하다
judge 판단하다
appearance 외모
no longer 더 이상 ~않다
pay attention to ~에 주의를 기울이다
widen ~을 넓히다
horizon 한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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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ghtful 몹시 유쾌한
maintain 유지하다
original judgment 원래(본래)의 판단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두 번째 문단 도입부분 What made today’
s
Coca-Cola company was the original shape of the coca cola
bottle.에 나와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2. 밑줄 친 (a)~(e) 중,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What made today’
s Coca-Cola company (c) is the original

Unit 5

shape of the coca cola bottle.은 과거의 일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현재형이 아닌 과거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is가 아닌 was가
되어야 한다.

Answers
1. ⑤
2. (c) is the original shape of the coca cola bottle
→ was the original shape of the coca cola bottle
3. ①
4. ③

3. 이 글에서 주로 사용한 서술 방식으로 알맞은 것은?
이 글은 코카콜라의 탄생과 인기를 얻은 이유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4. 병 모양의 영감을 준 것은 무엇이었나?
① 콜라 열매의 굴곡
② John Pemberton의 회계사

Translation
코카콜라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청량음료임에 틀림없다. 1886년 5
월에, 조지아 주 애틀랜타 시에 사는 약사인 John Pemberton이 이 음
료를 발명했다. 그는 코카잎과 콜라 열매 추출물을 섞어서 코카인이 포함
된 혼합물을 그의 약국에서 약으로 팔았다. 1905년까지, 코카인은 합법
적으로 두통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다. 약국에서 Pemberton의 회계사

③ 호리병 모양의 꼬투리 그림
④ 여성 몸매의 곡선 모습
⑤ 코카콜라 공장에 대한 아이디어
이 글의 정답은 두 번째 문단의 중간부분 Dean and his team were
inspired by a picture of a ground-shaped cocoa pod.에 나와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였던 Frank M. Robinson이 처음으로‘코카콜라’
라는 이름과 그리고
또한 특이한 서체를 생각해낸 사람이었다.‘코카콜라’
는 오늘날 유명한
로고가 되었다.
오늘날의 코카콜라 회사를 만든 것은 코카콜라병의 독창적인 모양이었
다. 그 병의 모양은 Root Grass Company에서 일했던 디자인팀의 구
성원들인 전문디자이너 Earl R. Dean과 Alexander Samuelson에 의
해서 발명되었다. Dean과 그의 팀은 호리병 모양의 코코아 꼬투리 그림
에서 영감을 받았다. 나중에, 그들이 병들을 대량생산한 후에, 그들은 그
모양이 독특할 뿐만 아니라, 판매실적에도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흥
미롭게도, 그 곡선 모양은 사람들을 갈증 나게 했다!
미군의 도움 없이는, 코카콜라는 그렇게 빠르고 널리 전 세계적으로 범위
가 확산될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 군인들이 가는 곳마다, 코카콜라는 그
들과 함께했다. 코카콜라를 군인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에
공장이 세워졌다. 군인들이 떠나고 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공장이 계
속해서 가동되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초당 5,214캔의 코카콜라가 팔리고 있다. 한때 회
사가 코카콜라의 맛을 바꾸려고 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반대
했다. 그 결과, 코카콜라는 아직도 그 원래의 맛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코카콜라에 익숙해져 있는가를 보여 준다!

Explanations
1. 코카콜라 회사의 놀라운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① 특별한 맛
② 약사
③ 코카콜라 회사
④ Frank M. Robinson
⑤ 병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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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pharmacist 약제사
Atlanta 애틀란타 (조지아 주의 도시)
extract 추출물
coca 코카잎(나무)
cola nut 콜라 열매
mixture 혼합물
contain 함유하다, ~이 들어있다
cocaine 코카인(코카잎에서 뽑아낸 마취제)
pharmacy 약국
legally 합법적으로
treat 치료하다
headache 두통
come up with ~을 생각해내다
distinctive 독특한
script 서체
be inspired by ~에 의해 영감을 받다
gourd-shaped 호리병박 모양의
pod 꼬투리
accountant 회계원(사)
mass-produce 대량 생산하다
unique 독특한, 훌륭한
interestingly 재미있게(도)
spread throughout the world 전 세계에 퍼지다
provide 공급하다, 제공하다
local resident 지역 주민

fight against ~에 반대하여 싸우다
original taste 본래의 맛

11. ~와 관계없이
13. 판단하다
15. 지나친 단순화
17. 회계사
19. 공급하다, 제공하다

12. 성가시게 하다
14. 몹시 유쾌한
16. 적절히, 적당히
18. 치료하다
20. 재미있게(도)

Review
C.
A.

1. ②

1. zoologist
3. misunderstanding
5. volunteering
7. issue
9. at least
11. usefulness
13. companion
15. maintain
17. extract
19. mass-produce

2. native language
4. identify
6. insight
8. enhance
10. recent
12. selfishness
14. overcome
16. whizz by
18. pharmacy
20. local resident

2. ①

3. ④

D.
1. 나는 부상당한 한 여자가 응급실로 옮겨지고 그녀의 가족들이 그 옆에
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2. 나는 그가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을 본 적
이 없다.

3. It is impossible to ask Jim not only to come to pick
us up but also to drive us to the airport.
E.
1. ③

2. ④

3. ①

4. ①

B.
1. 공유하다
3. 말하다, 부르다
5. 기회
7. 무형의
9. 대다수

CHAPTER

2. 식물학자
4. 유사하게, 비슷하게
6. 충족시키다
8. 의무, 책임
10. 싸움, 다툼

F.
1. accept / permit
3. appear / emerge
5. expand / broaden

2. occasion / chance
4. ceaseless /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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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 Mini Quiz
1. e
3. d
5. f
7. mature
9. orbit
11. landed

Answers
2. c
4. a
6. b
8. huge
10. available
12. attentive

1. ④

2. ②

Translation
고래는 바다에 사는 거대한 생물체이다. 흰긴수염고래는 100피트까지
자랄 수 있으며, 새로 태어난 흰긴수염고래는 다 자란 코끼리보다 더 크
다. 향유고래, 혹등고래, 긴수염고래, 대왕고래, 캘리포니아 회색고래 그
리고 그린랜드 참고래와 같은 많은 종류의 고래가 있다. 고래는 항온동물

Grammar • Mini Quiz

이고 새끼가 어미의 자궁에서 태어나고 어미젖을 먹기 때문에 포유동물

1. appear
2. ③ on → at
3. others see you → how others see you

이다. 고래는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호흡을 위해 아가미를 사용하는 물고
기들과 달리 폐를 통해 호흡한다. 그러므로 고래는 공기를 호흡하기 위해
30분마다 바다 표면으로 나와야 한다. 하지만 고래가 다른 포유동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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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에서 살지 않고 물속에서 산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동물학자들

고래는 다 자란 코끼리보다 더 크다.

에 의하면, 고래의 조상은 고대에 육지에서 살았지만 진화하여 물속에서

해설 up to는‘~까지(에), ~에 이르러’
의 의미로 뒤에 명사가 오며

살기 시작한 이후로 물고기 같아졌다고 한다.

특히 숫자가 많이 온다. 한편 full-grown은‘충분히 성장(발육)한, 성
숙한’
이다.

Explanations

2. 고래는 항온동물이고 새끼가 어미의 자궁에서 태어나고 어미젖을 먹

1.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기 때문에 포유동물이다.

① 돌고래 무리는 포유동물에 속하지 않는다.

해설 the young과 같이 <the+형용사>의 형태는 복수명사를 나타낸

② 고래는 아가미로 숨을 쉰다.

다. 따라서 the young은 young whales를 나타낸다.

③ 고래는 매 한 시간 정도마다 공기를 호흡해야 한다.
④ 모든 고래 새끼는 어미 자궁을 통해 태어난다.

3. 고래는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호흡을 위해 아가미를 사용하는
물고기들과 달리 폐를 통해 호흡한다.

⑤ 동물학자들은 고래는 고대에 물고기 같았다고 믿고 있다.
중간부분에 the young are born out of their mother’
s womb이
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①, ②, ③, ⑤는 본문의 내
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해설 전치사 unlike은‘(용모, 성질 등이) ~와 달라서’
의 의미로 해석

한다. for는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로‘~을 위하여’
라고 해석한다.

4.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고래의 조상은 고대에 육지에서 살았지만 진화
하여 물속에서 살기 시작한 이후로 물고기 같아졌다고 한다.

2.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놀랍게도

② 그러므로

④ 게다가

⑤ 우선

해설 used to는‘이전에는 ~이었다, ~하곤 했다’
의 의미로 과거의

③ 대조적으로

상태나 반복적인 습관을 나타낸다.

빈칸 앞 문장은 고래가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폐호흡을 한다는 것을 설
명하고 있고, 빈칸 뒤 문장은 공기 호흡을 위해 30분마다 바다 표면에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뒤 문장은 앞 문장의 사실에 대
한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답은 ② Therefore가 된다.

Unit 2
Answers

Word
huge 거대한
creature 생물, 동물
newborn 새로 태어난, 신생의
full-grown 충분히 성장한
mammal 포유동물
warm-blooded animal 온혈동물
womb (고래의) 자궁
breathe 숨을 쉬다, 호흡하다
gill 아가미
surface 수면
zoologist 동물학자
ancestor 조상
used to do ~하곤 했(었)다
evolve 진화하다, 발전하다
fishlike 물고기 같은

1. ②

2. ①

Translation
어떤 청소년들은 4, 5학년 때 엄청난 변화를 겪지만 어떤 다른 청소년들
은 고등학교 때까지도 성장이 시작되지 않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소녀들
은 소년들보다 일찍 몸이 발달되며 성숙한다. 소녀들에게 성장변화는 사
춘기 초기에 시작되지만 소년들은 사춘기 중반이나 후반기에 시작된다.
성장변화는 차례로 일어난다. 예를 들면 먼저 손과 발이 길어지기 시작하
고 이어 팔과 다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통 자체가 (손, 발, 팔, 다리에
이어) 따라잡는다. 이것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당신의 몸이 너무 늦거나 너무 빨리 변하거나 또는 친구들의 모
습이나 텔레비전이나 잡지 광고에서 보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다고 걱
정할지도 모른다. 기억하자, 당신의 몸은 그 자체의 한계가 있고 그 자체
의 성장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외모에 대해 너무 걱정을 많이 하
기보다는 당신의 에너지를 일상생활에서 친구들과 재미있는 활동에 집중
해라.

Drill 1 • Grammar
1.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교육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역
사를 거의 모른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2. 사람들이 늘 휴일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
3. It is not clear that God created the whole world.

Explanations
1.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사지의 끝부분에서부터 시작되어 몸통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나머지 내용은 본문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2. 이 글의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Drill 2 • Translation
1. 흰긴수염고래는 100피트까지 자랄 수 있으며, 새로 태어난 흰긴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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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케줄

② 회사

④ 촉진

⑤ 특성

③ 호르몬

우리 몸은 발달과정에 관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설 rather than은‘(~이기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의 의미로

앞부분을 읽고 나면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③의 호르몬이나 ⑤

rather가 단독으로 쓰이기도 한다. participate in은‘~에 동참(참

의 특징은 함정이다. 그 표현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and 앞의 its

가)하다’
로 같은 표현은 join, take part in이 있다.

own limits로 보아 ①이 더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의 내
용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신체발달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서 보면 ①이 가장 적절한 답이 된다.

Word
adolescents 사춘기 남녀들
tremendous 엄청난
growth spurts 폭발적인 성장변화
mature 성숙하다
puberty 사춘기
in sequence 차례로
trunk 몸통
awkward 이상한
shape 몸매, 체격
magazine ads 잡지 광고
limit 한계
appearance 외모
focus A on B B에 A를 집중하다

Unit 3
Answers
1. ②

2. ③

Translation
세계적으로 가옥을 건축하는 방법은 대개 건축자재의 이용 가능성에 달
려 있다. 예를 들면 비옥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구하기 쉬운 재료
인 진흙과 찰흙을 사용하는데, 그것들은 열과 태양복사열을 잘 차단한다.
그것들은 또한 열에 대해 훌륭한 단열과 내구성을 제공한다. 반면에 북극
지역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인들은 나무가 없는 눈과 얼음의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두꺼운 얼음 덩어리로 집을 짓는다. 사람들이 쉽게 삼림에
접근할 수 있는 북유럽, 러시아 그리고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서는 집이
보통 나무로 지어진다. 또한, 남태평양의 섬에는, 대나무와 야자나무가
자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집을 짓기 위하여 거칠고 섬유가 많은

Drill 1 • Grammar
1. 문제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다녔던 대학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2. 비록 어렸지만 Franz는 독일이 프랑스와 잔인한 전쟁을 했었다는 것
과 그의 조국 프랑스가 패했었다는 것을 알았다.

3. The fortune teller advised that the couple should not
get married.

식물을 사용한다.

Explanations
1.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크기

② 이용 가능성

④ 수요

⑤ 종류

③ 가격

이 글의 요지는 지역마다 가옥에 쓰이는 건축 재료가 틀리며 그 이유
는 각 지역에 있는 풍부한 재료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

Drill 2 • Translation
1.

어떤 청소년들은 4, 5학년 때 엄청난 변화를 겪지만 어떤 다른 청소년
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도 성장이 시작되지 않기도 한다.

라서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당한 단어는 ② availability이다.
2. 이 글의 내용을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

해설 some은 전체 청소년 중의 일부를 나타내며 뒤에 others를 수반

→ The paragraph shows that people are intelligent enough to

하여 some 이외의 다른 청소년들을 나타낸다.

adapt to their environment because they have been surviving

2. 소녀들에게 성장변화는 사춘기 초기에 시작되지만 소년들은 사춘기
중반이나 후반기에 시작된다.
해설 여기서 while는 접속사로 주절과 대조를 이루어‘그렇지만, 한

편으로는’
의 의미로 해석된다.

3. 당신의 몸이 너무 늦거나 너무 빨리 변하거나 또는 친구들의 모습이나
텔레비전이나 잡지 광고에서 보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다고 걱정할
지도 모른다.
해설 from that of your friends or people의 that은 지시대명사로

in various environments through history. (이 글은 사람들이 역
사에 걸쳐 다양한 환경에서 극복해 왔기 때문에 그들이 환경에 적응할
정도로 똑똑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① 게으른 … 근면한

② 유해한 … 건설하는

③ 지적인 … 극복하는

④ 어리석은 … 창조하는

⑤ 차분한 … 매력 있는
이 글은 환경에 적응하고 극복하는 사람들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쓰였다. 여기서 that은 명사 shape를 대
신한다.

4. 외모에 대해 너무 걱정을 많이 하기보다는 당신의 에너지를 일상생활
에서 친구들과 재미있는 활동에 집중해라.

Word
construct 건설하다, 세우다
material 재료, 원료

CHAPTER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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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tile region 비옥한 지역
available 이용 가능한, 쓸모 있는
block out 막다, 차단하다
solar radiation 태양 복사열
insulation 단열재, 절연체
durability 내구성(력)
Arctic 북극
access to ~에 접근(출입)하다
be made of ~로 구성되다
bamboo 대나무
palm tree 야자나무
fibrous 섬유의, 섬유가 많은

Unit 4
Answers
1. ④

2. ④

3. ③

4. ⑤

Translation
(A)“Paradise 섬으로 이번 여행을 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
라고
Koppe 선장은 엘리베이터 카에서 나와 자기 집 지붕에 덮여져 있는 격
납고로 들어가면서 혼잣말을 했다. 그 여행은 그야말로 유용한 여행이 될
것이었다. 혼자 있으며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었다. 심
지어 개인용 로봇과 신뢰하는 아내로부터 떨어져 홀로 있는 시간 말이다.
(D) Koppe 선장은 이때가 그가 홀로 있어야 할 때라는 것을 느꼈다 —

Drill 1 • Grammar

자기 혼자서 결정을 내려야 할 거라고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것 이외에는

1. 그들은 서로 도와주고,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유쾌한 작업환경 유지

다른 어떠한 이유가 없었을지라도. 그리고 그는 비행이 지속되는 시간을

를 조성하는 직원을 찾는다.

2. 사업이나 직업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부족한 사람
들이다.

3. A person who has faith in himself can be faithful to
others.

혼자서만 누리게 될 것이었다. 그가 비행선의 동력을 올리고 그것이 격납
고 갑판에서 0.5미터 남짓 상승했을 때도 그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
았다.
(B) 바깥쪽 문이 열렸고 비행선은 세차게 내리는 빗속으로 천천히 움직
여 나갔다. 갑자기 비행선은 폭풍우의 한복판에 들어섰고, 비가 엄청난
기세로 창문에 부딪치는 동안 어둠 속에서 위로 튀어 오르며 흔들거렸다.

Drill 2 • Translation
1. 예를 들면 비옥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구하기 쉬운 재료인 진
흙과 찰흙을 사용하는데, 그것들은 열과 태양복사열을 잘 차단한다.

장거리 비행선이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동안 비행선의 밖에
서는 폭풍우가 사납게 불고 있었고 그 (폭풍우가) 부딪치는 소리와 (비행
선이) 덜커덕거리는 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다.
(C)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는 순항을 하여 비행선은 Paradise 섬 유역에

해설 people who live in fertile regions는 주어 구문이며 여기서

도착하였다. Koppe 선장은 창밖으로 섬을 내다보았다. 그는 어린 시절

who는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로‘~한, ~ㄴ’
으로

부터 그곳을 동경해왔었다. 그 순간 비행선 내부에 붙어있던 그의 가족사

해석되며 who 이하 절은 people을 수식하고 있다.

진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갑자기,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

2. 반면에 북극 지역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인들은 나무가 없는 눈과 얼음
의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두꺼운 얼음 덩어리로 집을 짓는다.

을 보러 가고 싶은 억누를 수 없는 충동을 느꼈다. 그는 Paradise 섬에
등을 돌리고 비행선을 집으로 향하게 했다.

해설 living in some parts of the Arctic은 Eskimos와 동격관계인

동시에 Eskimos를 보충설명하고 있다. build A with B는‘B로 A를

Explanations

짓다’
이다.

1.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3. 사람들이 쉽게 삼림에 접근할 수 있는 북유럽, 러시아 그리고 세계의

은?

다른 지역들에서는 집이 보통 나무로 지어진다.

Paradise 섬으로 가던 도중 홀로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인

해설 where는 접속사와 부사의 구실을 하는 관계부사로 where 앞에

주어진 문장에 이어 그러한 생각이 지속되고 있는 (D)가 (A) 바로 뒤

나오는 지역들이 관계부사 where의 선행사들이다.

에 와야 한다. (D)의 후반부에 비행선의 상승에 이어 일어날 수 있는

4.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거칠고 섬유가 많은 식물을 사용하여 그들의
집을 짓는다.
해설 so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등위 접속사로 해석은‘그래서’
로한

다. 같은 표현으로 Therefore가 있다. to build는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하기 위하여’
로 해석한다.

일은 (B)로, 문이 열리면서 비행선이 폭풍우 속에 휘말려 들어가는 위
급한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폭풍우가 끝난 후 가족이 보
고 싶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설명된 (C)가 와야 한다. 따라
서 정답은 ④ (D)-(B)-(C)이다.
2.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C)에서 Koppe 선장은 폭풍우를 겪은 후 비행선 안에 붙어 있던 가
족사진을 보고 가족이 몹시 보고 싶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
은 ④이다.
3. 밑줄 친 (a)~(e)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c)는 Paradise 섬을 지칭하며, 나머지는 aircar를 지칭함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10

|

JUST Reading HR • 3

4. 밑줄 친 (i)~(v) 중에서 어법상 어색한 것은?

수행하고 있는 세부적인 일들이 전체 그림과 조화되는지 끊임없이 자문

(v)에서 should 자체가‘~해야 한다’
의 의미이므로 뒤에 같은 의미

해 보아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일을 중단하고 다른 방법으로 옮겨

인 have to와 같이 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이 문장은 과거의 시점에

가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우주비행사들이 큰 그림을 보지 못했다면, 아

서 미래의 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should 대신 would가 오는 것이 적

폴로 11호의 임무수행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우주선이 지구로

당하다.

돌아올 때, 그것은 진로를 약간 이탈해 있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착륙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우주비행사들이 자신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전체 진로를 바꾸는 것 대

Word

신에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rooftop 지붕위의
of use 쓸모 있는
aircar 비행선
ease 천천히 움직이다
swing 흔들리다
crash 요란한 소리를 내다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boom 울리다
roar 으르렁거리다
long-range 장거리의
altitude 고도
bang 쾅 소리를 내다
clatter 덜커덕거리다
duration 지속
power up 동력을 증가시키다
deck 갑판
orbit 범위, 궤도
long for 동경하다
irresistible 억누를 수 없는
urge 충동

우리 삶에서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는지 아는 것이 우리가 수행하는 모
든 일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Explanations
1. (A), (B)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세세한 일

② 목표

④ 계획

⑤ 지시

③ 결과

문맥상 빈칸이 있는 문장들은 세세한 일에 연연하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details가 들어가는 것이 가
장 적당하다. 정답은 ①이다.
2. 글 (A)와 (B)가 공통으로 시사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우리는 세세한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② 우리는 응급상황에서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
③ 진지한 노력의 결실은 언젠가는 맺어지게 될 것이다.
④ 힘든 작업을 수행할 때 팀워크는 매우 중요하다.
⑤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개의 글은 일을 할 때 세부적인 일에 얽매이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정답
은 ⑤이다.
3. 이 두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A)에서, 모든 의사들은 항상 의학 절차에 있어서 작은 일에도 지

Unit 5

나치게 신경써야 한다.
② (A)에서, 지도자는 상황을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Answers
1. ①

③ (B)에서, 우리는 항상 앞을 내다봐야 한다고 제안되어 있다.

2. ⑤

3. ①

4. ②

④ (B)에서, 아폴로 11호 임무는 성공적이었다.
⑤ (B)에서, 우리의 삶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

Translation

다.

(A) 세세한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늘 중요하다. 특히 병원에서 응급상

(A)의 글에서 team leaders are required not to be overly

황이 생겼을 때, 응급 치료 팀의 책임자는 의료절차에 너무 매달리지 않도

attentive to medical procedures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은 팀의 리더

록 요구되어지지만, 상황을 처리하고 다른 의사들을 감독할 최선의 방법

들은 세부 사항이나 절차보다는 전체 상황을 봐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

을 찾도록 요구된다고 Neal Flomen baum 박사는 말한다. (또한 돌볼

것이지 모든 의사들이 의학 절차에 있어 지나치게 신경써야 한다는 말

수 있는 많은 다른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응급환자들을 무시

은 아니다. 따라서 ①의 내용은 (A)의 글과 일치하지 않는다.

해야 한다.)“누군가가 뒤에 물러서서 전체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

4. (A)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니다.”
라고 그는 말한다.“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사이에 환자가 생명을 잃

(b)의 돌볼 수 있는 다른 많은 의사들이 있어서 다른 응급환자를 무시

게 될 수도 있어요.”Aloha 항공의 조종사이자 나의 친구인 Schorn이 한

해야 한다는 내용은 세부적인 일에 집착하지 말고 큰 그림을 보라는

번은 나에게 말한 적이 있다.“비행기를 착륙시킬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우

이 글의 주제나 전체 흐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②

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거야. 그것은 바로 착륙이지.”

이다.

(B) 때때로, 우리는 보다 큰 목표를 희생하면서까지 작은 일에 버둥거린
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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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19. supervise

stick to ~을 고수하다, 얽매이다
emergency situation 응급상황
overly 과도하게, 지나치게
attentive 세심한, 주의 깊은
procedure 절차, 행위, 조치
supervise 감독하다, 관리하다
under control 지시(감독) 하에
priority 우선 순위
struggle 버둥거리다, 허덕이다
larger objective 커다란 목표
fit (into) ~에 적합하다
route 항로, 진로
land (on) ~에 착륙하다
adjustment 조절, 조정
achieve 달성하다, 성취하다
undertake (일을) 맡다, 책임지다

20. fit (into)

B.
1. 수면, 표면
3. 포유동물
5. 폭발적인 성장
7. 엄청난
9. 단열재, 절연체
11. ~에 접근하다, 출입하다
13. 덜커덕거리다
15. 믿을 수 없는
17. 조절, 조정
19. (~에) 착륙하다

2. ~하곤 했다
4. 아가미
6. 한계
8. 사춘기 남녀들
10. 야자나무
12. 태양 복사열
14. 지속
16. 쓸모 있는
18. 치료하다
20. 절차, 행위, 조치

C.
1. ②

2. ④

3. ③

D.
1. 아무도 나서서 그 할머니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놀라웠다.
2. 그는 2010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이길 것인지도

Review

예언했다.

A.
1. full-grown
3. zoologist
5. mature
7. appearance
9. material
11. fibrous
13. aircar
15. altitude
17. stick to

CHAPTER

2. creature
4. ancestor
6. awkward
8. shape
10. Arctic
12. durability
14. orbit
16. long-range
18. under control

1. ④

2. ①

3. ②

4. ③

F.
1. d / h
4. b / j

2. a / f
5. e / g

9. friendly

3. c / i

1. b
3. a
5. d
7. unreasonable

JUST Reading HR • 3

10. 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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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rule of this game is that people ask questions
and then other people who know the answers
explain them.

2. e
4. c
6. necessary
8. convenient

1. makes

2. myself

3. latest

be willing to 기꺼이 ~하다
receive 받다
affect ~에 영향을 끼치다

Unit 1
Answers
1. ②

2. ④

Drill 1 • Grammar
1. 사실, 연구는 나이가 신체 상태보다는 정신 상태라는 일반적인 지혜를

Translation

확인시켜 준다.

날씨변화가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하
늘이 흐려지면 침울해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기 동안 우울해진다.
비 또는 먹구름은 이유 없이 사람들을 슬프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
인다. 나쁜 날씨 동안 사람들은 실내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내야 하기 때

2. 현재 우리의 많은 곤경과 스트레스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라는 우리의
생각에서 온다.

3. The old man always thanked God for the fact that he
was still alive.

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다. 대조적으로, 화창한 날은 사
람의 기분을 명랑하게 해 준다. 우리 중 대부분은 햇빛이 우리를 활동적
이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날씨가 좋으면, 사람들은
더 친절해지고 서로를 더 도우려고 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조
사는 화창한 날에 웨이터들과 웨이트리스들이 더 많은 팁을 받는다는 것

Drill 2 • Translation
1. 어떤 사람들은 하늘이 흐려지면 침울해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
기 동안 우울해진다.

을 알아냈다. 날씨가 우리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해설 even은 뒤에 오는 말을 강조할 때 쓸 수 있는 단어로‘~조차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밖에 있는지와 그것이 어떤 계절인지 사이의 연관성

라고 해석한다. during은‘~동안’
의 의미로 뒤에는 때를 나타내는

이다. 어떤 사람들은 여름에 낮이 더 길고 햇빛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여

명사가 온다. rainy season은‘우기’
이다.

름의 열렬한 팬이다.

2. 비 또는 먹구름은 이유 없이 사람들을 슬프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Explanations

해설 seem like는‘~인 것처럼 보이다’
의 의미로 뒤에 대개 명사가

1. 빈칸에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①일

② 기분

④ 패션

⑤ 생활방식

온다. for no reason은‘이유 없이’
이다.
③ 건강

3. 나쁜 날씨 동안 사람들은 실내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다.

빈칸 뒤에 있는 문장에서 사람들이 날씨에 따라 기분이 변하는 것에 대

해설 feeling은‘감정, 기분’
의 의미로 감각에 대해서 마음이 받아들

한 예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② mood가 들어가야 맞다.

이는 느낌을 의미한다. stay indoors는‘외출하지 않다’
이다.

2. 이 글에서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모든 사람들이 맑은 날에 더 쾌활하게 느낀다.

4. 날씨가 우리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이 얼
마나 많이 밖에 있는지와 그것이 어떤 계절인지 사이의 연관성이다.

② 많은 사람들의 삶은 날씨에 의존한다.

해설 동격절을 수반하는 that은 앞에 있는 명사(여기에서는 fact)를 수

③ 날씨는 사람들의 정신상태를 치료할 수 있다.

식한다.‘The most ~ our mood’
가 전체적으로 주어 구문을 이룬다.

④ 날씨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준다.
⑤ 어떤 사람들은 우기에 우울해진다.
글쓴이는 이 글에서 날씨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정답은 ④이다.

Word

Unit 2
Answers

~처럼 보이다

seem
influence 영향
gloomy 우울한, 침울한
depress 우울하게 하다
negative feeling 부정적인 감정
indoor 실내의
lighten 기운나게 하다, 기쁘게 하다
energetic 원기(왕성)한
tend to do ~하는 경향이 있다
friendly 친절한

1. ②

2. ④

Translation
나의 요점은 지금 당신이 실패한 것만 들여다보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당신이 자신이 없고 멍청하고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성공을 하고 자신 있는 사람에게조차 상황은
잘못 돌아간다는 점이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벌어진다. 그것은 성공하
는 사람들에게나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벌어진다. 젊은 사람에게
도 노인에게도 일어난다. 그것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
든지, 그리고 얼마나 노력하든지 간에 끊임없이 일어난다. 상황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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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간다. 자신 있는 사람과 자신 없는 사람의 차이는 문제점에 대해 어

necessary 없어서는 안 될

떤 반응을 보이느냐이다. 자신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파고들어 다시 세우
고 전진해나간다. 자신 없는 사람들은 문제들 속에서 뒹굴면서 비참해져

Drill 1 • Grammar

죽고 만다. 그렇게 간단하다. 그래서 당신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

1. 그것이 왜 그녀의 얼굴 전체에 주름이 그렇게 깊은지의 이유이다.
2. 사람들이 산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3. Angela said (the reason) why she was late for that
meeting.

이다. 지금 당신이 미래의 성공에 대한 잠재력을 보지 않고 대신 실패한
것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 없기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 있
는 사람은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성공에 필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당신이 실패해서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Drill 2 • Translation
1. 나의 요점은 지금 당신이 실패한 것만 들여다보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

Explanations

기 때문에 당신이 자신이 없고 멍청하고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1. 이글의 내용을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

해설 point는‘요점, 요지’
로, 같은 표현으로는 point of view,

keynote, main point가 있다. 여기서 them은 명사 failures를 가리

→ All successful people failed on their way up, and the
difference is they learned from their failures and applied the
lessons in positive ways.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으로 향하는
도중에 실패했지만 차이점은 그들은 그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배워서
긍정적인 방식으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① 성공 … 긍정적인

② 실패 … 긍정적인

③ 경험 … 부정적인

④ 경험 … 긍정적인

⑤ 실패 … 활동적인

킨다.

2. 당신이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성공을 하고 자신 있는 사람에게조
차 상황은 잘못 돌아간다는 점이다.
해설 things go wrong은‘일이 잘못 돌아가다(잘못되다)’
이다, 여

기서 that 이하 절은 보어절로 주어 구문(What you are missing)을
보충설명하고 있다.

3. 자신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파고들어 다시 세우고 전진해나간다.
dig through 파고들다, 파나가다 / move on 계속 전진(진

본문의 내용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성공은 바로 이것을

어구

어떻게 살려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느냐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행)하다

실패로부터 배워 그것을 긍정적으로 적용한다는 취지가 본문의 요지
와 가장 알맞다. 그러므로 정답은 ②이다.
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4. 지금 당신이 미래의 성공에 대한 잠재력을 보지 않고 대신 실패한 것
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 없기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해설 rather than과 better than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I like

① 어떻게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tennis rather than soccer.는‘난 축구는 안 좋아하지만 테니스는

② 어떻게 그들이 해야 하는지

좋아한다.’
의 의미이고“I like tennis better than soccer.”
는‘난 축

③ 어떻게 그들이 실패를 찾는지

구도 좋아하지만 테니스를 더 좋아한다.’
는 의미이다. 한편 potential

④ 어떻게 그들이 문제에 반응하는지

은‘잠재력, 가능성’
으로, 비슷한 표현으로 possibility가 있다.

⑤ 어떻게 그들이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는지
빈칸 뒤의 문장에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신 있는 사람들과 자신 없
는 사람들의 대처방법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④
how they react to problems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알맞다.

Unit 3

Word

Answers

point 요점
diffident 자신이 없는
unsuccessful 성공하지 못한
failure 실패
focus on ~에 초점을 맞추다
constantly 계속하여
no mater where ~어디에 있든지 간에
wallow 파묻히다
miserable 비참한
potential 잠재적인
accept 받아들이다

1.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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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④

Translation
콜럼버스는 한번은 책력을 사용한 것으로 자신의 목숨을 구했었다.
1504년에 콜럼버스는 몇 주 동안 자메이카의 무인도에 유배되었다. 원
주민들은 그에게 적대적이었고 그들의 음식을 그와 함께 나누어 먹으려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콜럼버스는 책력에서 배운 것을 기억해냈다. 그것
은 1504년 2월 29일에 개기월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콜럼
버스는 원주민들이 그에게 양식을 주지 않으면 달을 숨겨버리겠다고 위
협했다. 원주민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2월 29일 밤에, 개
기월식 정말로 일어났고 모든 자메이카인들은 겁을 먹었다. 그 불쌍한 사

람들은 자신들이 콜럼버스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달을 숨
겼다고 정말로 믿었다. 그들은 그가 필요로 했던 모든 것을 주었고 그 보

3. The strange letters the novelist Poe was reading
were found in her attic.

답으로 그들에게 달을 돌려달라고 그에게 빌었다.

Drill 2 • Translation
Explanations
1.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
① 콜럼버스는 1504년에 몇 주간 자메이카 무인도에 유배되었다.
② 원주민들은 그에게 음식을 주는 것을 거부했다.
③ 콜럼버스는 한번은 월식이 언제 있을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목숨
을 구했다.
④ 콜럼버스는 중요한 과학적 발견을 했다.
⑤ 원주민들은 콜럼버스에게 필요한 모든 음식을 주고 그들에게 빛을
돌려달라고 빌었다.
이 글의 주제는 도입부분 Once, Columbus saved his own life by
using an almanac.에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2. 어떻게 콜럼버스는 월식이 있을 것을 알았는가?
① 그는 별들을 연구했다.
② 그는 과학자였다.
③ 그는 예언자로부터 그것을 듣게 되었다.
④ 그는 그것을 책에서 읽었다.

1. 1504년에 콜럼버스는 몇 주 동안 자메이카의 무인도에 유배되었다.
해설 여기서 전치사 for는 시간, 때를 나타내며 뒤에는 수사를 동반하

는 명사가 온다. 해석은‘~동안’
이라고 한다.

2. 어느 날, 콜럼버스는 책력에서 배운 것을 기억해냈다. 그것은 1504년
2월 29일에 개기월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해설 (colon)은 설명절, 인용절 앞에 오며 앞의 문장을 설명하거나 인

용할 때 쓰인다.

3. 그래서 콜럼버스는 원주민들이 그에게 양식을 주지 않으면 달을 숨겨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해설 접속사 unless는‘~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한, ~한 경우 외

에는’
의 의미로 조건의 부사절을 수반한다.

4. 하지만 2월 29일 밤에, 개기일식 정말로 일어났고 모든 자메이카인들
은 겁을 먹었다.
해설 on the night of는‘~한 날 밤에’
의 의미로 뒤에 명사가 온다.

of 대신에 that을 쓸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뒤에 절이 온다.

⑤ 그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졌다.
이 글 중간부분에 One day, Columbus remembered what he
learned from an almanac: there would be a total eclipse on
February 29, 1504.라고 나와 있다. 여기서 almanac이 책의 일종

Unit 4

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Answers
Word
almanac 책력(일출 시각·월령·조석 등을 기록), 천문력
maroon (사람을) 무인도에 버리다, 귀향 보내다
native 원주민, 현지인
hostile 적의 있는, 비우호적인
refuse 거절하다
total eclipse (of the moon) 개기월식
threaten 협박하다, 위협하다
hide 감추다, 숨기다
occur 발생하다, 일어나다
be terrified 무서워하다, 겁먹다
feed 음식을 주다
in return 답례로, 그 대신에
prophet 예언자
supernatural 초자연적인

1. ⑤

2. ①

3. ②

4. ③

Translation
(B) 천문학자로서 우리는 우주에 생명체는 매우 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고 있다. 행성은 별의 형성에 따른 부산물로 보이고 그래서 생명체는 조
건만 맞는다면 어느 세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듯이 보인다. 한 번 활동
하게 되면, 생명체는 스스로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얼마
나 (생존에) 적합한 행성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우리 은하계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우주선을 보낼 수 있을까?
(C) 우리 태양계에서 다른 행성들은 지적 생명체가 살 수 없다, 그래서
지구를 방문하는 방문객이라면 다른 별 주변을 회전하는 다른 행성으로
부터 와야 한다. 이점이 UFO 이론에 반대하는 논쟁을 야기시키는 것인
데, 왜냐하면 바로 별들 사이의 거리를 여행하는 어려움 때문이다. 다른
생명체들은 우리와 다르게 생겼을 수도 있지만 그들도 여전히 똑같은 물
리학 법칙에 순응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태양계 구조에서 우리

Drill 1 • Grammar

태양계 구조로 여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별들

1. 부모들은 자녀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행동의 귀감(모델)이 되

은 너무나도 멀고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2.

어야 한다.

(A)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천문학은 UFO 이론은 외계인을 우리가

그녀는 반 찬구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고, 눈물이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방문한 적이 없을 것이라는 의심 때문에 불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합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CHAPTER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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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nations

Translation

1. (A), (B), (C)를 이어 하나의 글로 구성할 때 가장 적절한 순서는?

Person A: 일상생활에서는 현대 기술이 있음으로써 매우 편안할 수 있

글의 흐름을 파악하면 먼저‘다른 은하에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
을언

다. 사람들이 서점에서 책을 찾듯이 컴퓨터에서 원하는 것을 찾아 선택할

급하고, 이어서‘외계인이 지구 방문할 가능성을 따져본’다음, 결론적

수 있다. 여러분은 현대 기술이 세상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켜왔는지 이미

으로‘외계인의 방문은 불가능한 것’
으로 이어져야 맞다. 따라서 정답

알고 있다. 손바닥 크기의 전화상으로 서로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서로에

은 ⑤이다.

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가까운 미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2.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말할 때 글쓴이는‘물리학 법칙(the laws of
physics)’
이 우주 어디서나 동일(same)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암시
하고 있다. 중력의 법칙이나 별들 간의 거리 이동 등에 적용되는 물리
학 법칙에 의하면 외계인의 우주 방문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훨씬 더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사용하기 쉬운 컴퓨터 장비를 착용하고
다닐 것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정
보를 빨리 찾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
이다.
Person B: 최신 장치들은 사이버 공간을 검색하는 것과 같은 수많은 일
을 하는데 사용하기 재미있지만 그것들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
요하다. 컴퓨터, 휴대 전화, 팩스, 스테레오와 가전제품과 같은 전자 장치

3.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 끊임없는 소음들은 아침에 새가 지저귀는 소리나 나무들 사이로 불어

이 글의 주제 부분은 (A)에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나머지는 주

오는 바람 소리, 거친 종이 위로 그어지는 연필 소리들을 잠식시킬 것이

제와는 거리가 있다.

다. 현대 기술은 중독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하루하루를 전자기장으로부

4. (C)의 밑줄 친 their가 가리키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UFO들

② 우주비행사들

④ 행성들

⑤ 별들

③ 생물체들

터 멀리 떨어지도록 계획해라. 자연으로 나가되 휴대전화를 두고 나가라.
또는 모든 것을 꺼 놓고 평온과 고요를 만끽해라.

Explanations

밑줄 친 their는 ③ creatures를 가리킨다.

1. 이 두 글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ord
astronomy 천문학
principle 원리
unreasonable 불합리한, 비이성적인
not because A but because B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이다
alien 외계인
suspect 의심하다
byproduct 부산물
star formation 별의 형성
originate 발생하다
suitable planet 생존에 적합한 행성
admit 인정하다
populate 사람이 ~에 거주하다
spacecraft 우주선
intelligent life 지적 생명체
planetary system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 체계
orbit 궤도를 돌다
laws of physics 물리학의 법칙
far apart 멀리 떨어져

① 현대기술의 사용

② 가전제품을 위한 웹 서핑

③ 기술적인 문제의 증가

④ 기술적인 방법들로 정보 나누기

⑤ 새로운 핸드폰을 구입하기
Person A는 현대기술을 이용함으로써 편안할 수 있다는 점을,
Person B는 현대기술로부터 거리를 두어 평온과 고요를 만끽하라는
점을 주장하여 현대기술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쟁함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use of modern technology(현대기술의 사
용)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2. Person B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컴퓨터 기술 습득하다
② 평화와 고요를 즐기다
③ 어떻게 데이터에 접근하는지를 배우다
④ 대부분의 기술을 만들다
⑤ 현대사회에 연루되다
Person B는 현대기술이 끊임없는 소음을 내기 때문에 거리를 두라고
했다. 따라서 모든 것의 전원을 꺼 놓으라는 것은 소음으로부터 멀어
지라는 뜻이므로 빈칸에는 ② enjoy the peace and quiet(평온과 고
요를 만끽해라)가 들어가야 한다.
3. Person A의 주제는 무엇인가?
① 책을 찾는 것의 개선된 방법들
② 손바닥 크기 전화의 통신
③ 현대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들

Unit 5

④ 현대기술의 편리함
⑤ 통신의 급진적인 변화

Answers
1. ①

16

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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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④

4. ⑤

Person A는 현대기술을 이용함으로써 편안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
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4. Person B의 주제는 무엇인가?
① 전자장치의 중요성

② 자연환경의 보호

③ 현대 기술 탐닉의 가능성

④ 최신 전자제품 사용의 즐거움

⑤ 자연세계와 조화를 잃지 않는 것
Person B는 현대기술로부터 거리를 두어 평온과 고요를 만끽하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9. 개기일식
11. 원주민, 현지인
13. 사람이 ~에 거주하다
15. 의심하다
17. ~을 찾다
19. 최신의

10. 초자연적인
12. 적의 있는, 비우호적인
14. 행성 체계
16. 불합리한, 비이성적인
18. ~와 의사소통을 하다
20. ~을 뒤에 남겨두다

C.

Word
ordinary 일상적인, 보통의
technology (과학)기술
search for ~을 찾다
select 선택하다
palm-sized 손바닥 크기의
user-friendly (시스템이) 사용하기 쉬운
convenient 편리한
communicate with ~와 의사소통을 하다
no matter where 어디에서 ~하더라도
latest 최신의
device 장치, 설비
home appliance 가전제품
drown out 사라지게 하다, 잠식시키다
addictive 중독성이 있는
electromagnetic field 전자기장
leave ~ behind ~을 뒤에 남겨 두다
turn off 끄다

1. ④

2. ②

3. ④

D.
1. 대학입학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다.
2. 숙제를 끝내는 것이 네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
3. Psychologists studied the reasons why video games
are hard to give up.
E.
1. ②

2. ②

3. ③

4. ①

F.
1. b / g
4. c / i

2. e / j
5. f / h

3. a / d

Review
A.
1. seem
3. lighten
5. point
7. constantly
9. occur
11. threaten
13. byproduct
15. orbit
17. ordinary
19. home appliance

2. depress
4. energetic
6. accept
8. wallow
10. in return
12. prophet
14. principle
16. admit
18. device
20. turn off

B.
1. 영향
3. ~에 영향을 끼치다
5. 실패
7. 잠재적인

2. ~하는 경향이 있다
4. 기꺼이 ~하다
6. 어디에서 ~하더라도
8. 자신이 없는

CHAPTER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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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실어서 비교하고 있으나 모두 그 기원을 다룬 것이다. ②, ③의 식당을

Preview

다룬 글이 아니다. ④는 너무 막연하고 ⑤는 <B>의 내용만 다룬 것이
되어 편향되어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Word • Mini Quiz
1. d
3. f
5. c
7. peel
9. evidence
11. armor

2. a
4. b
6. e
8. recipe
10. wealth
12. purpose

2. 이 두 글의 요지와 가장 잘 연결된 문장은?
① 햄버거 고기는 흔히 쇠고기, 지방, 양념으로 만들어진다.
② 햄버거가 그 이름을 갖게 된 방법
③ 뉴욕에서 맨 처음 햄버거를 판 식당
④ 햄버거는 그 안에 햄이 있어야 한다.
⑤ 타타르인들이 없었다면 햄버거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1번 문제의 정답과 관련되어 있다.‘어떻게 햄버거는 그 이름을 얻게
되었는가.’
라는 것은 바로 햄버거라는 말의 기원을 다루는 두 글의 주

Grammar • Mini Quiz
1. does

2. remain

3. misplaced

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①은 만드는 방
법이라서 요지가 아니라 항목에 해당된다. 식당을 다룬 글이 아니므로
③은 정답이 아니다. ④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표현으로 들리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주제와 더 관련되어 있다. ⑤는 (A)의 내용만 다
루고 있고 (B)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좁은 의미라서 요지로

Unit 1

는 부족하다.

Answers
1. ①

Word
2. ②

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쇠고기를 갈아서 대신 사용했었다.

merchant 상인
nomadic 유목민의
Tartars 러시아의 타타르족
soften 부드럽게 하다
saddle 말 안장
pound 빻다
bit 작은 조각
scrape (고기 조각을) 문지르다
season 양념하다
find one’s way 길을 찾아가다
refer to A as B B를 A의 이름으로 부르다
recipe 조리법
broil (불에) 굽다
throne 왕좌
ground beef 갈은 쇠고기

Explanations

Drill 1 • Grammar

1. 이 두 글의 공통된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1. 그는 몇 년 동안 거기에 살았던 것 같다.
2. 풍경을 빨리 지나치는 것은 전혀 여행하지 않은 것과 같다.
3. He is happy to have finished his homework
yesterday.

Translation
1800년 초 아시아로 여행을 하던 어느 독일 상인이 타타르 유목민들이
고기를 말안장 밑에 깔고 앉아서 고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
다. 말이 움직이면 고기가 여러 조각으로 빻아졌다. 타타르인들은 그것을
함께 문지른 다음 양념을 해 먹었다. 잘게 부순 쇠고기 아이디어는 그 상
인의 고향인 함부르크로 건너가 요리사들이 그 고기를 구워 함부르크 고
기라고 이름 지었다. 독일 이주민들이 그 조리법을 미국에 소개시켰다.
‘햄버거’
라는 말은 1834년 뉴욕의 델모니코 식당의 메뉴에 나타났던 것
으로 믿어진다.
(B) 그렇지만 그 왕좌에 대한 또 다른 주장도 있다. 프랭크와 찰스 멘체
스가 뉴욕 주에 있는 햄버거 박람회에 가서 유명한 포크 소시지 샌드위치
를 만들었다는 설명이 있다. 그러나 그 지방의 고기 시장에서 포크 소시

① 햄버거의 기원
② 첫 번째 햄버거 레스토랑
③ 뉴욕에 있는 Delmonico’
s 레스토랑
④ 햄버거에 대한 아이디어
⑤ 포크 소시지와 햄버거

Drill 2 • Translation

이 글은 햄버거의 기원을 다루고 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두 글을

1. 1800년대 초 아시아로 여행을 하던 어느 독일 상인이 타타르 유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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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고기를 말안장 밑에 깔고 앉아서 고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을

③ 편지가 어떻게 삶을 향상시키는가

보게 되었다.

④ 당신 자신에게 글을 쓰는 이유

해설 전치사 by는‘(~함)으로써’
의 의미로 동명사 keeping을 목적

⑤ 편지의 유형과 목적

어로 한다.

이 글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 자신과 편지를 받는 사람의

2. 타타르인들은 그것을 함께 문지른 다음 양념을 해 먹었다.
해설 여기서 then은‘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의 의미로 쓰였다.

season은‘양념하다’
로, 같은 표현으로 spice가 있다.
라는 말은 1834년 뉴욕의 델모니코 식당의 메뉴에 나타났던
3.‘햄버거’
것으로 믿어진다.

마음에 사랑과 감사가 가득해질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편지
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③이다.
2.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 중 나머지 넷과 가리키는 바가
다른 것은?
(d)는‘당신의 주의’
를 가리키며 (d)를 제외한 나머지 넷은‘편지를

해설 to부정사형이 본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동작, 행위를 나타낼 때는

쓰는 행위’
를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to have p.p.를 사용한다. 여기에서는 to have appeared가 본동사
is believed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to have p.p.형이 사용

Word

된 것이다.

4. 그렇지만 그 왕좌에 대한 또 다른 주장도 있다.
해설 another는‘(이것 말고) 또 하나의’
의 의미로 단수명사를 직접

수식한다. 여기서 throne은 햄버거의 기원을 의미한다.

Unit 2
Answers
1. ③

2. ④

Translation
일주일에 한 번 가슴 찡한 편지를 쓰라. 그렇게 하기 위해 매주 몇 분 시
간을 내는 것은 당신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펜을 잡으면 당신 삶 속의 아
름다운 사람들을 기억할 만큼 당신은 느긋해질 것이다. 앉아서 글을 쓰는
행위가 당신 삶을 감사로 가득 채울 것이다. 일단 이런 시도를 하기로 결
정하면,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목록에 올라오는지를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편지의 목적은 아주 단순하다: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
는 것! 편지를 잘 쓰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라. 만약 할 말이 잘 생각나
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짧은 말로 시작하라.“사랑하는 Jasmine, 내 생
애에서 당신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몰라! 나는 정

heartfelt 진정어린, 진심에서 우러난
act 행위
appreciation 감사
be amazed at ~에 놀라다
purpose 목적
express 표현하다
gratitude 감사(하는 마음)
be good at -ing ~하는 것을 잘하다
attention 주의, 주의력
be touched 감동을 받다
grateful 감사하는, 고마워하는
whereby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Drill 1 • Grammar
1.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는 남자들은 그들을 돌볼 가족이 없다.
2. 그 코너에 서 있는 남자는 영어로 된 신문을 읽고 있는 중이었다.
3. The woman holding a knife in her hands is waiting
for the ghost.
Drill 2 • Translation
1. 그렇게 하기 위해 매주 몇 분 시간을 내는 것은 당신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말 축복 받았어. 삶이 가져다주는 온갖 행복과 기쁨을 당신이 누리길 바

해설 Taking a few minutes each week to do는 주어구문을 이

래. Richard가.”이런 짧은 편지를 쓰는 행위는 당신 삶 속에서 무엇이

룬다.

옳은지에 대해 당신의 주의를 집중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는 사람은
감동을 받고 감사할 것이다. 흔히 이런 간단한 행위가 일련의 사랑을 시
작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당신의 편지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또는 아마도 다른 사람에 대해
한층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Explanations
1.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연애편지와 데이트
② 업무용 서신 쓰는 법

2. 일단 이런 시도를 하기로 결정하면,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
신의 목록에 올라오는지를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해설 be amazed at은‘~에 놀라다’
의 의미로 뒤에 대개 명사가 온

다. 여기에서는 명사 대신 명사절(how many people appear on
your list)이 왔다.

3. 이런 짧은 편지를 쓰는 행위는 당신 삶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
당신의 주의를 집중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는 사람은 감동을 받고
감사할 것이다.
해설 receiving은 앞의 명사 person을 수식하고 있는 현재분사로서

앞에 주격 관계사인 who와 동사 is가 생략되어 있다.

CHAPTER • 04

|

19

4. 흔히 이런 간단한 행위가 일련의 사랑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당신의 편지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하고 싶
은 마음이 들 것이다, 또는 아마도 다른 사람에 대해 한층 사랑을 느끼
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해설 a chain of는‘일련의’
라는 의미로, a series of, a succession

of와 같다. 여기서 receiving의 용법은 앞 문장과 같다.

말을 하는

Unit 3

unfaithful

Answers
1. ①

philosophical 철학의
literary 문학의
criticism 비평
in the sense of ~의 의미에서
refuse 거절하다
naive 순진한, 소박한
evidence 증거
overly 너무, 지나치게
honey-mouthed 입에 사탕발림을 한, 그럴싸하게 들리는 아름다운
불충실한, 성실하지 않은

Drill 1 • Grammar
2. ④

1. 벌새는 또한 가장 아름다운 새들 가운데 하나이다. 벌새는 너무도 아
름다워서 날아다니는 꽃이라 불려왔다.

Translation
그리스인들은 굉장한 수다쟁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들도 그렇
겠지만 시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말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2. 그에게는 너무도 사나운 개가 있어서 아무도 감히 그의 집 근처에 가
지 못했다.

3. The stone was so heavy that I could not move it.

말은 지중해의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 버렸다. 플라톤 이전에는 시인들
작품 속에 한두 줄 또는 철학적 저서들 중에서 약간의 단편적인 것들을
제외하면 문학이론이라는 의미에서 진정한 문학비평이라는 것은 존재하
지 않았다. 그래서 문학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으로 출발하려고 한다면 우
리는 플라톤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만) 철학자들 중 가장 시적
인 플라톤은 (사실은) 시의 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차라리 다른 데서
시작하기를 바랄 것이다. 이것은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라서 많은 사람들

Drill 2 • Translation
1. 그리스인들은 굉장한 수다쟁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들도
그렇겠지만 시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말을 많이 했을 것이다.
해설 among other things는‘무엇보다도’
라는 뜻으로 among

others라고 써도 무방하다.

이 믿으려 하지 않았다. 너무 순진한 연인들처럼 스스로의 눈으로 보는

2. 플라톤 이전에는 시인들 작품 속에 한두 줄 또는 철학적 저서들 중에

증거조차 믿기를 거부한 것이다. 달콤한 말로 속삭이는 플라톤이 결코 배

서 약간의 단편적인 것들을 제외하면 문학이론이라는 의미에서 진정

반할리 없었기 때문이다.

한 문학비평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3. 그래서 문학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으로 출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플
Explanations
1. 이 글의 뒤에 올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맥으로 보아 다음에 플라톤이 시를 나쁘다고 공격한 사례들이 나와
야 옳다. 글의 연결성을 생각해야 한다. 앞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에 귀

라톤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해설 여기서 쓰인 관계의 전치사 on은‘(학문적인 내용)에 대해서(관

한)’
의 의미로 해석된다.

4. 너무 순진한 연인들처럼 스스로의 눈으로 보는 증거조차 믿기를 거부

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한두 문장 다음에 연결될 것을 따

한 것이다.

져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해설 글쓴이는 이 글에서 플라톤이 시적인 철학자이기에 시에는 적대

2.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 글에서 보면 플라톤은 사실은 문학비평을 시작했고 시적이었던 것

적이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는 것을 서로의 결점을 보지
못하는 눈에 콩깍지가 쓰인 연인들에 비유했다.

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플라톤이 시에 적대적이었을망정 문학
을 적대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Unit 4

Word
great talker 수다쟁이, 잘 지껄이는 사람
poetry 시
word 말
be carried away 날아가다
Mediterranean 지중해
fragment 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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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s
1. ③
2. ⑤
3. ①
4. The use of detergent to clean the fruit can also
cause additional water pollution.

Translation

찾아 한 문장으로 쓰시오.

<Person A>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일이 아주 값지고 건강에 좋은 식품이

a cleaner environment의 반대되는 견해는 과일을 씻기 위해 세제

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통 과일에서 아주 영

를 사용하는 것은 또한 부가적인 수질 오염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

양가 높은 부분, 바로 껍질을 버려버린다. 사실, 과일 껍질은 필수 비타민

러므로 The use of detergent to clean the fruit can also cause

을 함유하고 있고, 식이섬유의 보고이다.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혈당

additional water pollution.라는 문장을 쓰면 된다.

수치를 낮춰 주는데, 이는 심장병과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감소시킨다.
섬유는 또한 조금만 먹어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칼로리 섭취를

Word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과일 껍질을 먹는 것은 또한 환경오염을 일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역시
nutritious 영양분이 많은
peel 껍질, 껍질을 벗기다
essential 없어서는 안 될
dietary fiber 식이섬유
blood sugar 혈당
diabetes 당뇨병
organic 유기체의, 유기 농법의
pesticide 살충제, 농약
contribute to ~에 공헌하다
roughness 거칠음
detergent 세제

으키는 하나의 원인인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나는 과일 껍질을 먹는 사람들은 유기농 식품을 선호하고,
이것은 농부들이 농약을 덜 사용하게 하여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도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Person B> 개인적으로, 나는 과일 껍질이 영양가도 있고 식이섬유도 들
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것의 쓴맛과 까칠함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과일을 먹는 것은 현명하
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아마도 과일을 씻으면서 그것에 있는 농
약을 모두 제거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일부 화학물질들이 껍
질 표면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과일을 씻기 위해 세제를 사용하는 것
은 또한 부가적인 수질 오염을 일으킨다. 과일을 먹기 전에 껍질을 제거
하는 또 따른 이유는 사과, 배, 포도와 같은 일부 과일들은 질긴 껍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씹어서 소화시키기가 더 힘들다.

Explanations

Unit 5

1. 두 글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농약의 사용

② 세제의 사용

Answers

③ 과일 껍질을 먹는 것

④ 과일 껍질에 있는 영양가

1. ⑤

2. ④

3. ③

4. ③

⑤ 음식 쓰레기 재활용
Person A는 과일 껍질에 몸에 좋은 영양분이 많고, 그것을 먹음으로
써 쓰레기양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하므로 과일 껍
질을 먹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고, Person B는 과일 껍질이 질겨서
소화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껍질 표면에 농약이 남아 있고, 그것을 씻
는 과정에서 세제를 사용하여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껍질
을 먹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두 글의 핵심 쟁
점은 ③“the eating of fruit peel(과일 껍질을 먹는 것)”
이다.
2. 두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Translation
고대 로마에서는 두 명의 투사들이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서로 싸우는 인
기 있는 경기가 있었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잔인한 스포츠였다. 그 경기
의 투사들을‘글래디에이터’
라고 불렀다.
하지만, 로마인들이 이 경기의 창안자는 아니었다. 로마 건설 전에 이탈리
아에 살았던 사람들인 에트루리아인들은 강제로 노예들을 서로 싸우게 했
고 그 싸움을 보는 것을 즐겼다. 로마인들은 기원전 264년에 이 스포츠를
채택했다. 처음에는 그것은 장례식의 일부였다. 후에, 그것은 로마인들 사

some fruits such as apples, pears, and grapes have a tough

이에 가장 인기 있는 오락이 되었다. 그것은 거대한 경기장에서 열렸다.

skin, which can be harder to chew and to digest에서 Person

한 황제가 그 경기에 흥미를 가질 때까지 투사들은 대부분 노예들 또는

B는 과일 껍질을 씹어서 소화시키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⑤

범죄자들이었다. 그 황제는 글래디에이터들을 훈련시키는 수많은 학교를

‘B는 과일 껍질이 소화를 촉진시킨다고 생각한다.’
는 이 글의 내용과

세웠다. 더 많은 경기를 열기 위해 극장들과 경기장들이 세워졌다. 곧, 글

일치하지 않는다.
3. 글의 흐름으로 보아 (a)~(e) 중,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
한 곳은?
주어진 문장은‘사실, 과일 껍질은 필수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고 식이
섬유의 보고이다.’
이다. 과일 껍질을 먹자는 의견이므로 Person A의
말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중에서 (a) 뒤 문장을 보면 식이 섬유의 좋은
점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a)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4. 밑줄 친 a cleaner environment의 반대되는 견해를 Person B에서

래디에이터가 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영광으로 여겨졌다. 그것은 부와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다.
일단 경기가 시작되면,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갑옷을 입은 두 명의 글래디
에이터들은 모의 전투를 벌인다. 그러고 나서 트럼펫 소리에 이어 진짜 싸
움이 시작된다. 그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한 글
래디에이터가 부상당하거나 넘어지게 되면, 싸움은 멈춘다. 그러고 나면
관중이 패자의 운명을 결정했다. 사람들은 그들의 몸짓으로 그들의 결정을
통보했다. 만약 그들이 손수건을 올리면, 패자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만약 그들이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내리면, 패자는 죽임을 당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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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윽고, 로마인들은 이 싸움에 싫증을 냈다. 그들은 경기 규칙을 바꿨다;
글래디에이터들은 더 이상 서로 싸우지 않았지만 사자들, 호랑이들 그리
고 다른 맹수들과 싸웠다.

Explanations
1.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골라 짝지은 것
은?
(A)에는 주격 관계사가 들어가야 하므로 who, which 둘 다 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선행사가 사람이므로 who가 들어가야 한다. which
는 선행사가 동물, 사물일 경우 쓸 수 있다. (B) 뒤에는 단수동사가 있

funeral ceremony 장례식
entertainment 오락, 즐거움
arena 원형 투기장
wealth 부
fame 명성
armor 갑옷
have a mock fight 싸우는 척하다
a variety of 여러 가지의
fate 운명
after a while 얼마 후에, 이윽고

으므로 (B)에는 it이 들어가야 한다. 여기서 it은 this sport를 가리킨
다. (C)의 held는 hold(들다, 잡다, 유지하다)의 과거, 과거분사형으
로 뒤의 목적어 their thumbs으로 보아, 이 문장에는 능동형이 들어
가야 하므로 과거형 held가 답이 된다.
2. 이 글은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① 옛날에 있었던 글래디에이터들의 싸움에 대한 묘사
② 투사들의 일상생활
③ 고대 로마의 장례식에 대한 설명
④ 글래디에이터들과 그들 스포츠의 기원
⑤ 로마 황제들 간에 가장 인기 있던 오락
이 글은 주로 투사였던 글래디에이터와 그들의 경기의 시초와 발전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① 글래디에이터들은 로마인들을 인계 받았다.
② 사람들은 글래디에이터들을 동정하였다.

Review
A.
1. merchant
3. bit
5. act
7. heartfelt
9. great talker
11. criticism
13. nonetheless
15. detergent
17. gladiator
19. arena

2. saddle
4. recipe
6. be touched
8. purpose
10. unfaithful
12. naive
14. essential
16. organic
18. wealth
20. adopt

③ 로마인들은 이 경기에 싫증을 냈다.
④ 글래디에이터들은 상으로 보물을 받았다.

B.

⑤ 새로운 무기들이 만들어졌다.

1. 유목민의
3. 양념하다
5. 주의, 주의력
7. 감사
9. 입에 사탕발림을 한
11. 철학의
13. 영양분이 많은
15. 식이 섬유
17. 운명
19. ~에 앞서, 먼저

빈칸 뒤의 문장에 경기규칙을 바꿔 글래디에이터끼리 싸우지 않고 그
들과 맹수들이 싸우게 했다고 되어 있다. 문맥상 로마인들은 이 경기
에 싫증이 나서 경기규칙을 바꿨다는 것이 가장 알맞다. 따라서 정답
은 ③이다. 글래디에이터들을 동정하였다면, 맹수들과의 싸움도 시키
지 않았어야 하므로, ②는 옳지 않다.
4.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세 번째 단락 하단부분에 Then the audience decided the loser’
s
fate.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Word

C.

combatant (격)투사, 싸우는 사람
brutal 잔인한
gladiator (고대 로마의) 검투사
Etruscan 에트루리아의(인)
prior to ~에 앞서, 먼저
foundation 건설
force 강요하다
adopt 채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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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에) 굽다
4. 왕좌
6. 감사하는, 고마워하는
8. 표현하다
10. 거절하다
12. 문학의
14. 당뇨병
16. 혈당
18. 싸우는 척하다
20. 건설, 설립

JUST Reading HR • 3

1. ①

2. ④

3. ④

D.
1. 돌에 새겨진 글씨는 날씨에 의해 닳아진 듯 보인다.
2.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 소프트웨어는 최신이다.
3. The musical was so terrible that we walked out in
the middle.

E.

F.

1. ②

2. ②

CHAPTER

3. ③

4. ④

1. b / d
4. h / j

2. f / i
5. c / g

3. a / e

05
Explanations

Preview

1. 이 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Word • Mini Quiz
1. d
3. e
5. f
7. detergent
9. regretted
11. expression

① 쇠뿔도 당김에 빼라.

2. b
4. a
6. c
8. pretend
10. vocabulary.
12. nausea

② 산에 가야 범을 잡는다.
③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④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⑤ 우물 가서 숭늉 찾지 마라.
이 글은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세제를 먹어 복통을 일으킨 사건
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맞는 교훈이 담은 격언은 ③이다.
2. 이 글의 주인공 Jason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Grammar • Mini Quiz
③

1.
3. which

2. would have seen

① 즐거운 → 후회하는

② 불행한 → 흥분된

③ 뜻밖의 → 황홀한

④ 호기심이 많은 → 침착한

⑤ 놀라운 → 만족스러운
Jason은 처음에는 레몬드레싱 샘플을 받게 되어 즐거웠다가 그것을
먹고 나서는 복통을 일으켰기 때문에 화가 나거나 후회스러웠을 것이
다. 그러므로 ①이 정답이다.

Unit 1
Word
Answers
1. ③

2. ①

Translation
어느 날, Jason은 우편함에서 작은 노란색 병을 발견했다. 병의 라벨에
“신선한 레몬 쥬스 함유”
라는 말과 함께 2개의 레몬 그림이 있었다.“좋
았어!”Jason이 말했다.“이건 레몬 드레싱 무료 샘플이야! 저녁에 샐러
드를 먹어야겠다. 샐러드가 이 레몬 드레싱과 곁들어져 맛이 좋았으면 좋
겠다.”Jason은 샐러드에 노란색 병에 있는 내용물을 넣었다. 그날 밤,

mailbox (개인의) 우편함
label 꼬리표, 라벨
awesome 굉장한, 아주 멋진
content 내용(물)
stomachache 복통, 위통
as a matter of fact 사실은, 실제로
detergent 세정제, 세제
advertise 광고하다, 선전하다
get over ~에서 회복하다

그는 복통을 일으켰다. 사실, 그 병은 세제회사에서 보낸 무료 샘플이었
다. 그 세제회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신제품 액체 주방세제를 우송
했다. 라벨에“신선한 레몬 쥬스 함유”
라고 되어 있었던 것은 그 회사에
서 세제가 좋은 냄새가 난다고 선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라
벨을 잘못 읽은 사람은 Jason 혼자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레몬 드레싱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세제를 요리나 샐러드에

Drill 1 • Grammar
1.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가 무언가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믿는다.
2. 그녀는 다시는 이와 같은 기회가 다시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3. Most college students know good jobs are hard to
find.

넣었다. 후에 그들도 몸이 아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통을 일으켰지만
몇 시간 후에 회복이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그 세제를 먹고 죽은 사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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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ll 2 • Translation

⑤ 우리가 자라는 방식에 의해 직업도 선택한다.

라는 말과 함께 2개의 레몬 그림
1. 병의 라벨에“신선한 레몬 쥬스 함유”

①은 부모와 사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달린 것이라는 의미이므로 이 문제의 정답이다. ②는 정답

이 있었다.
해설 전치사구 On the label of the bottle은 부사역할을 하여 동사

was를 수식하고 있다. 이 전치사구는 문장 맨 뒤로 가도 무방하다.

2. 사실, 그 병은 세제회사에서 보낸 무료 샘플이었다.
해설 as a matter of fact와 같은 표현으로 the truth is, actually, in

fact가 있으며 의미는‘사실’
이다. soap company는 직역하면 비누
회사이지만 여기에서는 문맥상 세제회사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다.
라고 되어 있었던 것은 그 회사에서는
3. 라벨에“신선한 레몬 쥬스 함유”
세제가 좋은 냄새가 난다고 광고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해설 It said(또는 It says)는 매체의 내용이나 남의 말을 인용할 때 쓸

수 있다. 해석은‘~라고 한다’
라고 하면 된다. a good smell은‘좋
은 냄새’
의 뜻으로 good smell 앞에 a가 붙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4.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통을 일으켰지만 몇 시간 후에 회복이 되었다.
해설 most of 다음에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가 모두 올 수 있으며

가산명사인 경우에는 복수명사가 와야 한다. 여기서 전치사 in은 시간
을 나타내어‘~후에’
의 의미를 갖는다.

Unit 2
Answers
1. ①

2. ②

Translation
우리의 가치관은 부모에 의해 결정되며 더 큰 의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일부 지방에서는 우유를 마시
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억지로 한 잔의 우유를 마
시게 한다면, 그들은 실제 탈이 날 수도 있다. 그에 반해 미국인들은 자신
들만의 금기사항이 많은 데도, 우유를 먹고 잘 자란다.
몇 년 전에 나는 닭고기 비슷한 맛이 나는 고기를 가득 채운 맛 좋은 전채
를 저녁 파티에 대접을 했었다. 손님들은 어떤 고기인지 궁금해했지만 배
가 부르게 먹을 때까지 나는 말해 주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금방 잡은 방
울뱀 고기를 먹은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다. 그 반응은 메스꺼움이었고

과 거리가 있다. ③은 본문의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다. 금기는 어느 한 나
라에서 수용되긴 하지만 반드시 다른 나라에서도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④는 ① 다음으로 좋은 답이지만, ①이 더 분명하게 글쓴이의 함축적 의도
를 드러낸다.‘상속’
의 표현도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함정이 된다.
⑤ 또한 가능성 있는 말이지만, 여러 개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거나, 유
추할 수 있는 가능성의 하나일 뿐이다.
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① 사실은

② 반면에

④ 게다가

⑤ 그래서

③ 예를 들어

빈칸 앞과 뒤는 우유에 대한 예는 서로 상반된 내용이므로 ② on the
other hand가 와야 한다.

Word
value 가치관, 가치기준
determine 결정하다
forbid 금하다
force 억지로 시키다
beverage 음료
thrive 자라다
taboo 금지, 금제
refuse to ~하기를 거부하다
eat one’s fill 실컷 먹다
rattlesnake 방울뱀
nausea 구역질, 혐오
vomit 구토
helping 음식 한 그릇
delicacy 진미, 별미
Drill 1 • Grammar
1. 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진 것을 제공한다 - 상상의 즐거
움의 경험을.

2. 경찰은 누군가를 체포할 때 용의자에게 그 사람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말해야 한다.

3. Nobody knows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심한 경우 격렬한 구토도 있었다. 내가 방울뱀을 중국인에게 대접했다면,
틀림없이 한 접시 더 요구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그 요리가 진미로 평

Drill 2 • Translation

가되기 때문이다.

1. 우리의 가치관은 부모에 의해 결정되며 더 큰 의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 의해 결정된다.

Explanations

해설 in a sense는‘어떤 의미로는’
의 의미로 larger가 들어가‘더 큰

1. 이 글이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미로는’
의 의미로 쓰였다. sense는 여기서‘의미, 뜻’
으로 쓰였으

① 우리는 모두 우리가 자라는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며 비슷한 말로는 meaning이 있다. in which는 <전치사+관계사>의

② 모든 문화적 가치는 동일하다.

구조인데, 관계부사 where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③ 한 문화의 금기는 다른 문화에서 또한 금기이다.
④ 부모로부터 가치관을 상속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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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를 들어, 중국의 일부 지방에서는 우유를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해설 forbid는‘금하다’
의 의미로 뒤에 목적어를 수반하는 타동사이

떤 소리도 생략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⑤는 서로 뒤바뀐 것을 알 수

다. 수동태로 사용이 되어‘금지되다’
의 뜻이 된다.

있다.

3. 손님들은 어떤 고기인지 궁금해했지만 배가 부르게 먹을 때까지 나는
말해 주지 않았다.

Word

해설 refuse는‘거절하다’
라는 뜻의 타동사로 to부정사를 목적어로

difference 차이점
seem like ~처럼 보이다
pronunciation 발음
tend to ~하는 경향이 있다
consonant 자음
articulate 똑똑히(또렷하게) 발음하다
drop 탈락되다, 없어지다
bonnet 덮개, 커버

취한다. fill은‘(그릇에) 가득 찬 양, 배부를 만큼의 양’
이다.

4. 내가 방울뱀을 중국인에게 대접했다면, 틀림없이 한 접시 더 요구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그 요리가 진미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해설 a second helping은‘한 번 더 담는 음식, 두 그릇째’
이다. 접

속사 for는 앞 문장의 부가적 설명, 이유를 나타내며‘왜냐하면 ~이
니까’
,‘그 까닭은 ~이므로’
의 뜻으로 해석한다. 접속사 for 앞에는
보통 comma(,)가 온다.

Drill 1 • Grammar
1. 풍력은 미래에 사람들이 의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2. 오직 64명만을 태우는 Sea Cloud호를 타고 여행하는 것은 특별한

Unit 3

경험이다.

3. My girlfriend always bought me presents which were
cheap.

Answers
1. ⑤

2. ⑤
Drill 2 • Translation

Translation
알다시피, 미국 사람들과 영국 사람들은 둘 다 영어를 쓴다. 하지만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서 때때로 그들은 완전

1. 하지만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서 때때
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언어인 것처럼 보인다.
해설 difference between A and B는‘A와 B의 차이점’
이다.

히 다른 언어인 것처럼 보인다. 첫째로, 발음이 매우 다르다. 종종 미국

sometimes는‘때때로’
라는 의미이며, 같은 표현으로 occasionally,

사람들은 /t/, /th/, /d/ 등의 발음을 내는 일정한 자음 바로 뒤에 오는 자

at times, from time to time, once in a while이 있다.

음을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이“I don’
t know”
라고 말할 때‘I dunno.’
처럼 들린다. 반대로 영국 사람들은 대개 어떤
소리도 생략하지 않고 모든 글자를 똑똑히 발음한다. 둘째로, 영국과 미
국 영어는 종종 같은 의미에 다른 어휘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차와 도로
에 대한 어휘가 매우 다르다. 미국 사람들은 특정한 종류의 길을 명명하
는 데 highway를 사용하지만 영국 사람들은 같은 길을 motorway라고

2. 둘째로, 영국과 미국 영어는 종종 같은 의미에 다른 어휘를 사용한다.
해설 여기서 Second는 부사로 쓰여‘둘째로’
의 의미를 갖는다. 같은

표현으로 Secondly가 있다.

3. 미국 사람들은 특정한 종류의 길을 명명하는 데 highway를 사용하
지만 영국 사람들은 같은 길을 motorway라고 부른다.

부른다. 미국 사람들이 truck들을 운전하는 반면에 영국 사람들은 lorry

해설 to name은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명명하기 위해서’
라

들을 운전한다. 미국 사람들은 차 앞부분을 hood라고 부르지만 영국 사

고 해석된다. the British는‘영국인, 영국 국민(군인)’
이다.

람들은 bonnet이라고 부른다.

4. 미국 사람들은 차 앞부분을 hood라고 부르지만 영국 사람들은
bonnet이라고 부른다.

Explanations
1. 이 글에 가장 알맞은 주제를 고르시오.

해설 여기서 call은‘~라고 부르다’
로 해석되며 목적어와 목적격보어

를 수반하는 5형식 동사로 쓰였다.

① 영어의 역사
② 두 개의 대표적인 영어 사투리
③ 영어의 음 체계
④ 영어의 여러 가지 음과 의미
⑤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의 차이점
이 글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며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Unit 4
Answers
1. ②

2. ①

3. ①

4. ⑤

2. American English 와 British English의 구분이 잘못된 것은?
미국 사람들은 자음을 생략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영국 사람들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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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⑤ 자네는 네 결정을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미술학도였다. 누구나 나에게 그림에 소질이 있다고 말했다. 이름을

교수님은 예술과 인생에 관해서는 더 많이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날리고 싶은 욕심에 빠져서, 나는 미술 교수님에게 대학을 그만두고 많은

했고 글쓴이는 그 조언을 무시하고 스스로의 생각을 따르기로 했다.

유명한 화가들의 본거지인 파리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또한, 나는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교수님의 말은 ⑤ you’
ll regret your

대학교수님에게 인정받는 학생이었다.)

decision가 가장 알맞다. 나머지는 문맥상 맞지 않다.

Turner 교수님은,“Jim, 자네가 그림의 기본 기술은 다 익혔다고 생각하
지만, 예술과 인생에 관해서는 더 많이 배워야 할 필요가 있네. 대학에서

Word

공부를 마친다면, 나는 자네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가르쳐 줄 것이네.”
라

talent 재능
painting 그림
tempt 마음을 끌다
fame 평판, 명성
well-known 잘 알려진
acknowledge 인정하다
possibility 가능성
be sure 확신하다
overconfident 지나치게 자신을 가지는
frequently 자주, 여러 번
penniless 빈털터리의, 무일푼의
regret 후회하다

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대신에 이름을 떨칠 가능성을
택했다. Turner 교수님은“Jim, 자네는 지금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라
서 언젠가는 자네 결정을 후회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어쨌든 파리로 갔다. 나는 내가 곧 유명한 화가가 되리라고 확신했
다. 내 솜씨에 대해 너무 자신만만해서, 나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고 친
구들과 함께 파티나 영화관에 가는 일이 너무나 잦았다. 그 중에 한 친구
는, 예술만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나에게 보다 더 열심히 공
부해야 하고 돈을 벌기 위한 그림 그리기는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충고를 무시하고 나는 시간을 낭비하였으며 인기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계속 그렸다. 그러나 점차 사람들은 내 그림에 흥미를 잃어버렸다. 나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마침내 그림 그리기를 중단했다. 지금 나는 사무실에
서 일하지만 나는 아직도 내 예술에 대해서 생각한다. 평생토록 나는 선생
님께서 해 주신 충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후회할 것이다.

Explanations
1. Jim에 관한 설명 중,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그는 한때 유명한 화가가 될 거라는 기대를 받았다.

Unit 5
Answers
1. ②

2. ③

3. ④

4. ③

② 그는 대학학위를 취득한 후에 파리에 갔다.
③ 그는 그림 그리는 그의 능력에 지나치게 자신을 가졌다.
④ 파리에서 그는 예술을 위하기보다는 돈을 위해 그림을 그렸다.
⑤ 지금 그는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글쓴이는 명예 욕심에 대학을 그만두었고 만류하는 교
수님의 조언도 무시하고 파리를 갔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글쓴이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파리를 간 것을 알 수 있다. 정답은 ②이다. 나
머지는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2. 밑줄 친 my teacher’
s advice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ranslation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본 후에 Kelly는 다음 날 학교에서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또한 숙제를 다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다. 벌
써 자정이어서 Kelly는 숙제를 하고 시험공부를 하기에는 너무 졸렸다.
하지만, 그녀는 시험을 망치고 숙제를 안 해 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생각했다,“내일 차라리 학교를 가지 않는 게 낫겠다.”하지만, 그
녀는 부모님이 타당한 이유 없이 학교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꾀병을 부리기로 결정했다.

교수님은 글쓴이에게 예술과 인생에 관해서는 더 많이 배워야 할 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Kelly의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녀를 깨웠다.

가 있다고 충고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나머지는 교수님의 조언

Kelly는 눈을 뜨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엄마, 몸이 좋지 않아요. 오

과 거리가 있다.

늘 학교 못갈 것 같아요. 배가 아파요.”그러고 나서 Kelly는 위경련이 있

3. (a)~(e) 중, 이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a) 문장은 그 위치에 들어가기에는 문맥상 상당히 어색하므로 생략하
는 것이 낫다. 굳이 들어가자면 Everybody told me I had a talent
for painting.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4. 빈칸에 들어가 가장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는 것처럼 얼굴을 찡그렸다.
“오 맙소사, 위 바이러스가 있나 보구나! 아버지 모셔올게.”어머니가 걱
정스럽게 말했다. Kelly의 아버지는 들어왔을 때 그는 Kelly의 표정에 전
혀 속지 않았다.“걱정 마. 내가 너에게 약을 줄게.”아버지가 말했다.“그
건 정말 맛이 없어서 적어도 3일 동안 식욕을 잃게 될 거야. 하지만 정말
효과가 좋아서 학교에 빠질 필요가 없어. 하지만 만약 네가 약을 먹은 후

① 자네는 유명한 예술가가 될 거야

에도 아프면, 내가 의사를 불러서 너에게 주사 몇 대를 놓아 주라고 부탁

② 자네는 나보다 더 나을 거야

하마.”

③ 자네는 친구들을 많이 그리워할 거야

그것을 듣고, Kelly는 바로 침대에서 뛰어오르면서 얘기했다,“오 신경

④ 자네는 집을 그리워할 거야

쓰지 마세요, 나 이제 좋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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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nations

never mind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1. 이 글의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무관심한

② 유머러스한

④ 지친

⑤ 논리적인

③ 심각한

이 글은 꾀병을 부리려다 혼쭐이 난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유머러스하

Review

게 그리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나머지는 이 글의 분위기와 어
울리지 않는다.
2. 이 글의 교훈은 무엇인가?
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곤란하다.
② 어떤 상황에서도 학교에 출석하라.
③ 항상 솔직해라.
④ 더 똑똑해져라.
⑤ 텔레비전을 보지 마라.
이 글은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해지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3.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골라 짝지은 것

A.
1. label
3. detergent
5. value
7. taboo
9. difference
11. beverage
13. well-known
15. regret
17. screw up
19. awful

2. advertise
4. get over
6. force
8. nausea
10. consonant
12. vomit
14. acknowledge
16. fame
18. concern
20. appetite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에는 두 문장 Kelly remembered.와 she was going to have a
test at school the next day.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접속사 that이 필
요하다. would rather는‘~하는 편이 낫다’
의 의미로 (B)에는
would가 들어가야 한다. (C)에는 문맥상‘효과적인’
의 의미인
effective가 들어가야 한다. effecting이라고는 쓰지 않는다.
4.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Kelly는 학교에 빠지기 위해 그럴싸한 이유가 필요했다.
② Kelly는 주사를 좋아하지 않는다.
③ Kelly의 엄마는 Kelly의 표정에 속지 않았다.
④ Kelly의 생각은 성공적이지 않았다.
⑤ Kelly는 시험과 처벌이 두려웠다.

B.
1. 굉장한, 아주 멋진
3. 복통, 위통
5. 금하다
7. 진미, 별미
9. ~처럼 보이다
11. 탈락되다, 없어지다
13. 발음, 발음법
15. 가능성
17. 속이다
19. 두서너 대의 주사

2. 내용물
4. 사실은, 실제로
6. 결정하다
8. 자라다
10. 똑똑히 발음하다
12. ~하는 경향이 있다
14. 지나치게 자신감 있는
16. 무일푼의, 빈 털털이의
18.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20. 위경련

“Oh dear, you must have a stomach virus! I’
ll get your
father,”said her mother with concern.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C.
1. ①

2. ②

3. ①

Word

D.

screw up 망치다
be punished 벌 받다
miss (학교, 수업 등을) 빠지다
pretend ~인 체하다
as usual 평상시대로
wry 얼굴을 찡그린
stomach cramp 위경련
concern 걱정
deceive 속이다
expression 말, (얼굴의) 안색
awful 몹시 나쁜
appetite 식욕
a couple of shots 두서너 대의 주사
immediately 즉시, 바로

1. 아이들은 수영장에 근무하고 있는 응급 구조대가 없는 것을 걱정했다.
2. 그들은 크리스마스 전에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지를 알
고 싶어 했다.

3. The shape of Korean kites are based on scientific
principles which enable them to make good use of
the wind.
E.
1. ②

2. ③

3. ③

4. ①

F.
1. b / g
4. h / j

2. d / i
5. c / f

3. a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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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6
이 글은 공자의 삶과 가르침을 소개한 전기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

Preview

이다.
2. 공자의 신조는 무엇이 되겠는가?

Word • Mini Quiz
1. b
3. f
5. c
7. satisfaction
9. intend
11. ruler

2. d
4. a
6. e
8. immediately
10. courageous

① 결정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기
② 사람들과 행동을 연구하기
③ 부모님과 통치자에게 순종하기
④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⑤ 신중하고 사려 깊고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article of faith는‘신앙 교의’
, 즉‘표준적 교의’
를 말한다. 본문 뒷부
분에 He though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one’
s life was to
obey his or her parents and rulers.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답

Grammar • Mini Quiz
1. speaking
3. than → of

은 ③이다. ①, ②, ⑤는 공자 자신에 대해 말한 것이고 ④는 본문에 나

2. doesn’t

와 있지 않다.

Word

Unit 1
Answers
1. ③

2. ③

Translation
“Confucius”
는 중국 이름“kung-fu-tse”
의 라틴형태이다. 공자는 위대
한 사상가인데, 그는 기원전 557년에 태어났다. 그의 시대에 중국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약했고 곳곳에 범죄가 발생했다. 사람들은
가난에 허덕였다. 공자의 아버지는 그가 겨우 3살이었을 때 돌아가셨다.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 성실하고 순종했다. 공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는 신중하고 사려 깊고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사람들과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을 좋아했다. 공자는 그가 다른 사람

Confucius 공자
thinker 사상가, 사색가
in one’s time ~의 시대에
suffer from ~로부터 고통을 겪다
poverty 빈곤, 가난
dutiful 성실한, 충실한
obedient 순종하는
prudent 신중한, 분별 있는
thoughtful 사려 깊은
studious 학문을 좋아하는
obey 따르다, 응하다, 복종하다
ruler 통치자, 지배자
mature 분별 있는, 성숙한
be similar to ~와 비슷하다
Confucianism 유교

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족을 떠났다. 그
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사려 깊도록 가르쳤다. 그는 사람의 삶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부모님과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다
가, 그는 성인은 화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의 가르침의 대부분
은“네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도록 하지 마라.”
라고 한 예
수 그리스도의 그것과 매우 비슷하다. 후에, 많은 사람들은 공자를 따랐
고 그의 사상과 믿음은 유교라고 불리는 공자학파가 되었다. 공자는 기원
전 479년에 죽었다.

해서 그녀의 고등학교 무대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

2. 이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웃는 Susan의 미소는 항상 큰데, 그녀의 치
아는 여전히 상태가 좋다.

3. The girl liked the ghost, who played with her.

1. 공자는 위대한 사상가인데, 그는 기원전 557년에 태어났다.

1. 이 글은 어떤 종류의 글인가?
① 보고서

② 자서전

④ 서사문

⑤시

|

1. Vicky는, 두꺼운 겨울 외투를 입고 있는데, 내일의 연극 발표회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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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기

해설 who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로 앞의 내용을 보충설명을 해

준다.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앞에는 comma(,)가 오며 해석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한다.

2. 공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는 신중하고 사려 깊고 학문을 좋아하는
어구

오 광고가 텔레비전 광고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으로는 ③이 가장 적당하다.

사람이 되었다.

grow up 어른이 되다, 자라다, 다 자라다

3. 공자는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

2.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텔레비전에서 광고하는 것은 비싸다.
② TV 광고를 통해 충분한 소비자들을 모으는 것은 가능하다.

서 가족을 떠났다.
해설 여기서 others는 other people을 가리킨다. leave one’
s

③ 광고주들은 텔레비전에서 광고를 한다면 광고를 선택적으로 보낼
수 없다.

family는‘가족을 떠나다’
이다.

4. 후에, 많은 사람들은 공자를 따랐고 그의 사상과 믿음은 유교라고 불
리는 공자학파가 되었다.
해설 school은‘(학문, 예술 등의) 파, 학파, 학풍’
의 의미로 the

school of는‘~학파’
의 의미이다. 여기서의 which도 역시 관계대명
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다.

④ 1분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
⑤ 비디오 광고는 잠재적인 구매자를 접촉할 수 있게 한다.
TV 광고에 대한 설명, they have no guarantee that enough
customers will see the advertisements로 보아, ②가 일치하지 않
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의 도입부분에 it is very expensive to
advertise on television이라고 되어있으므로 ①은 본문내용과 일치
한다. 본문 중간부분에 In addition, it is impossible to send the
ads exclusively to the people who are likely to buy their
products.라고 되어있으므로 ③ 역시 본문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하

Unit 2

단부분에 It is hard to make people buy a product in less than
a minute.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④ 역시 일치한다. 마지막 부분에

Answers
1. ③

manufacturers can send the video advertisement to people

2. ②

who really intend to buy their product.라고 되어 있으므로 ⑤ 역
시 일치한다.

Translation
텔레비전 광고는 비디오 광고만큼 효과적이지 않다. 첫 번째로 텔레비전
에 광고를 하는 것은 매우 비싸다. 게다가, 설령 회사가 텔레비전에 광고
하는 데 많은 돈을 쓴다 할지라도, 그들은 충분한 고객들이 광고를 볼거
라는 보증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사람들의 눈을 광고에 고정시
킬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텔레비전은 많은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더욱이,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사
실상, 광고주들은 누구든지 실제로 그 광고를 보는지 안보는지 알지 못한
다. 게다가, 제품을 구매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독점적으로 광고를 보내
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텔레비전 광고는 상대적으로 비디오 광고보다
짧다. 1분 미만에 사람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만들기는 어렵다. 대조적
으로, 비디오 광고는 광고주가 원하는 만큼 길게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Word
advertise 광고하다
advertiser 광고주
exclusively 오로지, 독점적으로
be likely to ~할 것 같다
product 제품, 상품
relatively 비교적, 상대적으로
inform (~에 관하여) 알리다
cost-effective 비용 효율이 높은
manufacturer 제조업자
intend to ~하려고 생각하다

대개 7분보다 길지는 않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텔레비전에서보다 비디
오 광고를 볼 때 제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광고

Drill 1 • Grammar

를 하기 위해 비디오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1. 우리 선생님은 그것을 5번씩 다시 쓰게 하셨다.
2. 여전히 다른 뱃노래들은 선원들이 그들의 고된 일을 불평하도록 허락

데, 왜냐하면 제조업자들이 정말로 그들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
게 비디오 광고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다.

3. I will have Mark fix my bicycle.
Explanations
1. 이 글에 가장 알맞은 제목은 무엇인가?
① 광고: 현재와 미래

Drill 2 • Translation
1. 게다가, 설령 회사가 텔레비전에 광고하는 데 많은 돈을 쓴다 할지라

② 텔레비전: 현재와 미래

도, 그들은 충분한 고객들이 광고를 볼거라는 보증이 없다는 것이다.

③ 광고: 비디오 아니면 텔레비전?

해설 even if는‘비록,‘설령’
의 의미로 같은 표현으로 though,

④ 비디오: 문제와 해결책

even though, although가 있다. to advertise는 to부정사의 부사

⑤ 제품: 사느냐 파느냐?

적 용법으로 목적을 나타내어‘광고하기 위하여’
의 의미이다.

이 글은 비디오와 텔레비전 광고를 비교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비디

2. 문제는 그들이 사람들의 눈을 광고에 고정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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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하면 텔레비전은 많은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Word

해설 The problem is 다음에는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나 명사구 등

set the pace 앞장서다, 모범을 보이다
mightily 매우, 대단히, 심히
unbecoming 안 어울리는
endanger 위험에 빠뜨리다
slaughter 도살
excuse 변명하다
standard 기준, 표준
judgment 판단
disapprove 찬성하지 않다
have the courage to ~할 용기를 갖다, 용기를 내서 ~하다
bow out 절을 하고 물러서다, 손을 빼다
gracefully 점잖게, 정숙하게
satisfaction 만족(감)
stand on one’s feet 자신의 발로 일어서다

이 올 수 있다. 만약 절이 올 경우에는 that절 형태가 되어야 한다.

3. 게다가, 제품을 구매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독점적으로 광고를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설 이 문장은 가주어(it)와 진주어(to send ~) 구문이다. be likely

to do는‘~할 것 같다’
이다.

4. 게다가, 광고를 하기 위해 비디오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데, 왜냐하면 제조업자들이 정말로 그들의 제품을 구
매하려는 사람들에게 비디오 광고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설 비교급 more는 much와 함께 쓰여‘훨씬 더’
라는 뜻으로 강조

되었다.

Unit 3

Drill 1 • Grammar
1. 그 소녀는 거리에 침을 뱉었을지도 모른다. 경찰관은 그녀를 세우고
거리에 침을 뱉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Answers
1. ④

2. ③

2. 그녀는 아주 행복하게 보였으므로 나는 그녀에게 좋은 일이 생겼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Translation
모든 학교에는 앞장을 서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는‘상층’부류
가 있다. 상층부에서 진한 붉은 스웨터를 입는 것이 멋지다라고 결정했다
고 가정해 보자. 금방 모두가 진붉은 스웨터를 입는다. 이 색깔이 절대 어
울리지 않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것이 잘못된 것은 없다. 그러나 상
층부에서 술을 마시거나 시속 100킬로로 차를 모는 것이 멋있다고 결정

3. Look at her pale face. Something terrible must have
happened to her.
Drill 2 • Translation
1. 이 색깔이 절대 어울리지 않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것이 잘못된
것은 없다.

한다면 상황은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런 경우 그 지도를 따라가는 사람

해설 <There is nothing wrong with + 명사(or 대명사)>은‘명사

들은 바로 자신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

(or 대명사)에 잘못된 것은 없다’
이고 <except the fact that + 절>

가는 양떼들 같다. 자, 당신도 살다보면 한번 이상 이와 비슷한 상황과 부

은‘(절)이라는 사실을 제외하고’
이다.

딪쳤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한두 번 쯤, 당신은 잘못인 줄 알면서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당신은‘뭐, 사람들이 하는데.’
하고 변명을 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들을 하도록 내버려 두더라도, 당신 자신은 하
지 마라.‘노’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라. 당신 자신의 기준과 판단력을 키
워나가라. 만일 사람들이 당신이 찬성하지 않는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용기를 내서 점잖게 물러나라. 당신 자신의 발로 일어섰다는
만족감을 갖게 될 것이다.

2. 상층부에서 술을 마시거나 시속 100킬로로 차를 모는 것이 멋있다고
결정한다면 상황은 위험해질 수도 있다
해설 여기서 부정관사 an은 per(~당, ~마다)와 같은 뜻으로 쓰였다.

3. 사실, 한두 번쯤, 당신은 잘못인 줄 알면서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어구

at one time or another 한두 번씩, 한두 번쯤은

4. 만일 사람들이 당신이 찬성하지 않은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면
용기를 내서 점잖게 물러나라.

Explanations
1. 이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글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무조건 끌려가지 말고 스스로 판단력을
길러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쓴 글이다. 따라서 정
답은 ④이다.
2.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글에서는 대중의 의견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스스로의 기준과
판단력을 길러서 자신의 뜻과 반하는 일에 대해서는 점잖게 물러서라
고 충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문장은 ③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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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of which 중 전치사 of는 disapprove of(~을 찬성하지 않다)

의 of이다. 전치사가 관계대명사와 같이 쓰이는 경우 that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치사+관계대명사>의 형식으로 사용된다.

4. (B)의 빈칸에 가장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Unit 4
Answers
1. ④

2. ②

3. ①

4. ③

① 반대로

② 예를 들어

③ 더욱이

④ 우선, 먼저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칸 앞 문장에서 산림벌채의 예를 들고 있고 그 뒤 문장에서는 인구
증가와 늘어나는 농지의 필요 또한 산림 손실에 책임이 있다고 하고

Translation
(A) 과학자들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량의 증가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
고 있다고 말한다. 어떤 것이 연소될 때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 온도상
승은 극지방의 방하를 녹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해수면이 올라가고 해안
지역에 홍수를 일으킨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여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은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태양열과 풍력 같은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것
이다.
(B) 뉴욕 주 크기 만한 3,520만 에이커의 열대우림이 매년 줄어들고 있
다고 보도되고 있다. 중앙아메리카에서 열대우림은 가축 방목장으로 벌
채되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산림은 사람들에게 가구, 주택자재, 종이 등
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된다. 더욱이, 인구 증가와 늘어나는 농지의 필요
또한 산림 손실에 책임이 있다. 지금, 세계의 열대우림의 반이 없어졌으
며 만약 산림벌채가 현재 수준으로 계속된다면, 대부분의 세계 열대우림
은 세기말에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 대처할 때이다.

Explanations
1. (A)와 (B)에 대한 적절한 주제를 고르시오.
① 해수면 상승 … 천연자원의 사용
② 공기 오염 … 농지 부족
③ 새로운 에너지 개발 … 기온 변화
④ 지구 온난화 … 열대우림 감소
⑤ CO2의 증가 … 환경파괴의 원인

있다. 따라서 이 두 문장은 서로 비슷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빈칸에는 두 문장을 순접관계로 이어주는 접속사가 필
요하므로 정답은 ③이다. 나머지는 문맥과 거리가 있다.

Word
temperature 온도, 기온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
atmosphere 대기
release 방출하다
iceberg 빙산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reduce 줄이다, 감소시키다
emission 방사, 방출
alternative energy 대체 에너지
fossil fuel 화석 연료
acre 에이커 (약 1,224평)
cut down 축소하다, 줄어들다
deforest 벌채하다
cattle ranching 가축 방목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be gone 사라지다
deforestation 산림 벌채, 산림 개간
current rate 현재 비율

(A)는 화석연료의 연소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
로 지구 온난화가 발생된다는 내용이고, (B)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열대우림이 벌채되고 있어 그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Unit 5

정답은 ④이다.
2. 각각의 주제에 대한 표현 형식은 어떠한가?
① 유익한 … 의식적인

② 설득적인 … 설득적인

Answers

③ 유익한 … 이야기체의

④ 설득적인 … 의식적인

2. ③
1. ③
3. (e) William and two men who rescued from the first
trip → William and two men who were rescued from
the first trip
4. ④

⑤ 의식적인 … 유익한
이 두 글에서 글쓴이는 지구파괴의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그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해결책과 경각심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글들은 모두
설득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A)와 (B)에 대한 공통 제목은 무엇인가?
① 지구를 구하자!

② 화석 연료 사용을 멈추자!

③ 지구를 깨끗하게 하자!

④ 깨끗한 지구에 살자!

⑤ 지구를 효율적으로 개발하자!
이 두 글은 지구파괴의 여러 가지 예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와 해결책
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공통 제목은 ①“Let’
s Save the Earth!”
이되
어야 한다. 나머지는 이 두 글의 취지와 거리가 있다.

Translation
영국 19세기 초에 Longstone 등대지기 William Darling은 Grace라는
이름의 딸이 있었다. 그들 가족은 노섬버랜드의 해안에서 떨어진 Farne
섬에 살고 있었다. 종종 바다가 맹렬해서 섬이 고립되었다. 하지만
Grace는 해양 동물 새끼와 같이 놀고 자연을 즐기는 것을 좋아했다.
1838년 9월 7일에 영국 Hull에서 Dundee로 항해하던 증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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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farshire는 Farne 섬 근처에서 무서운 폭풍을 만났다. 배에 있던 9명

⑤‘Grace’
라고 불리는 한 소녀의 삶

의 사람들은 소리 질러 도움을 요청했고 마침내 Grace가 그것을 들었다.

이 글은 바다에서 5명의 구한 용감한 소녀가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

그녀는 아버지에게 바로 알렸다. 하지만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

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⑤는 매력도가 높은 선택지이지만, 이 글을

다, 그래서 그는 이 사람들 구조에 착수할 수 없었다. 그래서 비록

소녀의 삶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Darling 부인이 그 생각에 반대했지만 Grace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버지와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 결국에 Grace와 William은 다섯 명을
구조했다. Grace는 첫 번째 구조에 너무 지쳐서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갈 수 없었다. 그래서 William과 첫 번째 구조에서 구조된 2명
의 남자들이 나머지 사람들을 안전하게 데려오려 다시 나갔다. 아버지와
함께 Grace는 유명해졌고, 용감하고 인도적인 행동으로 영국 수난 구조
회에서 금메달을 받았다. 가엾게도, Grace는 4년 후에 결핵으로 죽었다.
하지만 Grace와 그녀의 용기는 잊혀지지 않고 있다.

Explanations
1. Grace Darling에 관한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Grace는 그녀의 환경을 즐겼다.
② 그녀는 영국 수난 구조회의 금메달을 받았다.
③ 그녀는 맹렬한 바다가 무서웠다.
④ Grace와 그녀의 아버지는 다섯 사람을 구조했다.
⑤ Grace의 아버지는 등대지기였다.
문맥상 Grace는 맹렬한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③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첫 번째 문단에 Grace
loved playing with the baby sea animals and enjoying nature.

Word
keeper 관리자, 지키는 사람
lighthouse 등대
Northumberland 노섬버랜드 (잉글랜드 북동부의 주)
isolate 고립시키다
steamship 기선, 상선
terrify 무섭게 하다
notify 알리다
immediately 즉시, 당장
set out 시작하다, 착수하다
rescue 구조하다
risk ~을 위험에 내맡기다
worn out 기진맥진한
receive ~을 받다, ~을 수여받다
Royal Humane Society 영국 수난 구조회
courageous 용감한, 용기 있는
humane act 인도적[훌륭한] 행위
tuberculosis 결핵(증)

라고 되어있으므로 ①은 본문내용과 일치한다. 두 번째 문단에 Grace
became famous and received the Gold Medal of the Royal
Humane Society라고 나와 있으므로 ②도 일치한다. 같은 문단에
Eventually, Grace and William rescued five passengers.라고 되

Review

어 있으므로 ④도 일치한다. 첫째 문단에 William Darling, the
keeper of the Longstone Lighthouse라고 되어 있으므로 ⑤ 또한

A.

일치한다.

1. thinker
3. Confucianism
5. advertise
7. intend
9. judgement
11. excuse
13. temperature
15. current rate
17. keeper
19. humane act

2.‘ Grace’
에 대해 가장 잘 묘사한 것을 고르시오.
① 그녀는 자기 가족만 아는 매력적인 딸이다.
② 그녀는 해양 동물 새끼를 길렀던 활기 넘치는 소녀이다.
③ 그녀는 삶의 중요성을 아는 용감한 소녀이다.
④ 그녀는 금메달을 받으려 노력하는 만족할 줄 모르는 소녀이다.
⑤ 그녀는 바다 근처에 사는 평범한 소녀이다.
본문에 따르면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아버지와 함께 5명을 구한 용
감한 소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2. ruler
4. poverty
6. manufacturer
8. exclusively
10. standard
12. satisfaction
14. deforest
16. alternative energy
18. isolate
20. set out

3. (a)~(e)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rescue는 타동사로‘구조하다’
,‘구하다’
의 의미로 여기에서는 문맥
상 수동태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rescued를 were rescued로 고
쳐야 한다.
4. 이 글에 가장 알맞은 제목을 고르시오.
① 영국의 혹독한 자연
② 인간의 적응
③ 금메달을 받는 방법
④ 바다의 영국 여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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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성실한, 충실한
3. 사려 깊은
5. 제품, 상품
7. ~할 것 같다
9. 매우, 대단히, 심히
11. 도살
13. 빙산

2. 신중한, 분별 있는
4. 분별 있는, 성숙한
6. 비용 효율이 높은
8. 알리다
10. 찬성하지 않다
12. 점잖게, 정숙하게
14. 화석 연료

15. 축소하다, 줄어들다
17. 등대
19. 기진맥진한

16. 사라지다
18. 무섭게 하다
20. 결핵

E.

C.
1. ④

부를 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방법이다.

3. You may have visited your local public library to
complete a school project.

2. ④

3. ④

1. ④

D.

F.

1. 이 장난감들은 나의 친척들이 준건데, 그들은 나와 함께 산다.
2. 이것은 사람들이 인터넷 서핑을 하고 쇼핑을 하는 동안 자선기관에 기

1. b / e
4. f / h

CHAPTER

2. ④

3. ④

2. c / g
5. i / j

3. a / d

07
할 수 있었다. 농구는 또한 나에게 감정을 조절하는 방식도 알려줬다.

Preview

(B) 나는 배구를 열다섯 살이 되어서야 시작했고, 때때로 다른 소녀들이
내 기량이 자기들만 못하다고 나를 놀렸다. 나는 그들의 거친 말 때문에

Word • Mini Quiz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썼다. 나는 다른 소녀들을 따라 가려고 연습하고 또

1. e
3. a
5. b
7. method
9. agree
11. gym

2. d
4. f
6. c
8. disaster.
10. qualified
12. explore

연습했다.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좋은 배구화와 배구복을 살 수 없어서
때로는 슬펐다. 그러나 힘겨운 노력과 결심으로 나는 프로 배구팀에 입단
할 수 있었다.

Explanations
1. 이 글 (A)와 (B)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연습을 통해 완벽해진다.

Grammar • Mini Quiz
1. where

2. to lock

3. much

② 행동보다 말이 쉽다.
③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④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참다운 친구다.
⑤ 천 마디의 말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 (백문이 불여일견)
(A)와 (B)의 글은 모두 운동을 늦게 시작했지만 부단한 노력과 연습

Unit 1

을 통해 프로선수가 되었다는 내용이므로 이에 알맞은 교훈은 ①이다.
2. 글 (A)의 밑줄 친 I didn’
t care.에 상응하는 문장을 (B)에서 고른다

Answers
1. ①

2. ②

면, 가장 적절한 것은?
(A)의 I didn’
t care는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신경 쓰지 않

Translation

았다는 뜻이므로 (B)에서 때때로 다른 소녀들이 내 기량이 자기들만
못하다고 나를 놀렸지만 그들의 거친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

(A) 나는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 한 소년을 보았다. 그는 두 다리

썼다는 부분이 정답이다. 따라서 ②가 정답이다.

사이로, 등 뒤로 드리블하다가 바스켓에 공을 집어넣었다. 나는 정말로
그렇게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 농구팀에 들어갔다. (그 때) 나는 열여
섯 살이었다. 이것은 매우 늦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 살이 되기 전에 운동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내가 해낼 수 없
을 것이라고 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나는 우리 팀 동료들이 집에서
쉬는 일요일에도 연습했다. 나는 꾸준히 연습해서 마침내 프로팀에 입단

Word
gym 체육관
dribble (공을) 드리블하다
practice 연습하다, 훈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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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mate 같은 팀의 사람
keep practicing 계속해서 훈련하다
work out 잘 해내다, 조절하다
make fun of ~를 놀리다
skill 기술
harsh 거친, 불쾌한
catch up with ~를 따라잡다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비흡연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생 동안 싸워야
한다.
한 번 중독이 되면, 담배를 피워야만 한다. 흡연은 강압적인 것이라서 다
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당신은 담배를 피울 것이다. 저항은 무익하다. 당
신도 끊기를 소망한다. 언젠가 담배를 끊을 생각이 있지만, 오늘 그럴 생
각은 없다. 오늘도 당신은 담배를 피울 것이다. 그리고 매번 피울 때마다
생각이 나서 처음에 시작을 하지 말 것을 하고 바란다. 내 말이 틀렸는
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 그 누구하고라도 이야기를 나누어보아라. 그들

Drill 1 • Grammar

스스로 이야기를 할 것이다. 흡연가나 비흡연가나 모두 담배를 피우지 않

1. 길 아래로 뛰어가는 그 남자를 세 명의 경찰관이 뒤따랐다. 얼마 후,

는 사람이라면 (흡연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 남자는 막다른 골목으로 접어들었고, 갈 곳이 없었다.

2. 강에서 수영하고 있는 한 소년이 빠져 죽을 뻔 했다. 그 소년은 옆을
지나가는 여자에게 구해달라고 소리쳤지만, 듣게 할 수 없었다.

3. The man talking on the cell phone is my father.
Drill 2 • Translation

Explanations
1.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흡연이라는 나쁜 버릇

② 마약상습자로서의 삶

③ 오늘 담배를 끊을 수 있다

④ 불가능한 꿈

⑤ 담배에 중독되어 삶을 사는 것

1. 그는 두 다리 사이로, 등 뒤로 드리블하다가 바스켓에 공을 집어넣었

‘담배에 중독되어 삶을 사는 것’
이라는 제목이 가장 글의 내용에 어울

다.

린다. 처음부터 끝까지 흡연의 중독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

해설 between은 대개 두 사람 또는 두 개의 사물 사이의 관계를 나타

서 정답은 ⑤이다. ①에는 중독성이라는 중요한 포인트가 빠졌다. ②

내는 경우에 쓰이나 세 사람 또는 세 개의 사물 사이의 관계를 개별적

는 적절하지 않다. ③은 금연이 힘들다는 내용에 적합하지 않다. ④는

으로 나타낼 때도 쓰인다.

너무 막연하고 범위가 넓어 구체성이 없다.

2. 사람들은 내가 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2. 이 글의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설 tell은 4형식 동사로 <간접목적어(me)+직접목적절(I couldn’
t

① 오늘 금연을 해야 한다

make it)>을 수반하고 있다.

② 이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3. 나는 배구를 열다섯 살이 되어서야 시작했고, 때때로 다른 소녀들이
내 기량이 자기들만 못하다고 나를 놀렸다.
해설 start는 목적어로 동명사와 to부정사를 모두 취하는 동사로, 같

은 표현으로 begin이 있다. make fun of와 같은 표현으로는 laugh
at, make a fool of가 있다. theirs는 their skills를 가리킨다.

4. 그러나 힘겨운 노력과 결심으로 나는 프로 배구팀에 입단할 수 있었다.

③ 이 글을 읽어서는 안 된다
④ 시작해서는 안 된다
⑤ 중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담배는 끊기가 어렵다는 것이 글의 주제이다. 따라서 지금 담배를 피
우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예 흡연을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문맥
에 알맞은 결론이 되므로 ④가 정답이다. ①은 피우지 않는데 금연인
가? 따라서 정답이 아니다. ②에서의 이제 담배 피우지 말아야 한다는

해설 여기서 help는 5형식 동사로 쓰여 목적어(me)와 목적격보어

말보다는 흡연 시작하지 말라는 말이 중독성을 다루는 본문에 더 어울

(make it)를 수반하였다. 여기서 쓰인 전치사 on은 소속을 나타내며

린다. 시작하고 나면 끊기 어렵기 때문이다. ③은 어색하다. ⑤에서는

‘~으로, ~에 관계하여’
의 의미로 쓰였다.

중독이 되려면 흡연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시작을 하지 말라
는 말이 더 타당하다.

Word

Unit 2
Answers
1. ⑤

2. ④

Translation
흡연가의 인생이란 중독의 인생이다. 그만둘 수가 없다. 당신은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어떤 사람
들은 정말 끊기도 하지만 극단적인 노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금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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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ction 중독
reality 현실
extreme 극심한, 극도의
effort 노력
compulsive 강압적인
resistance 저항
futile 무익한, 헛된, 쓸데없는
intend to ~할 작정이다
think back 상기하다
agree 동의하다

Drill 1 • Grammar

겁게 만들었다. 일은 그들에게 살아가는 이유를 주었다. 다른 말로 하자

1. 재는 이틀 동안 계속해서 떨어졌고, 폼페이를 완전히 덮어버렸다. 그래

면, 일과 놀이는 그들에게 같은 것이었다.

서 그 도시는 1,700년간 30피트 두께의 화산재 아래 잠들어 있었다.

2. 그 지진은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키며 빠르게 왔다 갔다. 3
일 후에도 그 도시는 여전히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었다.

3. He read a book, waiting for his son to come home.
Drill 2 • Translation

Explanations
1. 빈칸에 넣을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일과 놀이

② 인생과 일

④ 일과 명예

⑤ 재미와 노력

③ 진실과 인생

이 글에서는 재미나 자기만족을 위해 일을 하는 3명의 위인에 대해서

1. 흡연가의 인생이란 중독의 인생이다.
해설 여기서 as는 자격을 나타내는 전치사로서‘~로서’
의 의미가 있

다. of는 소유를 나타내는 전치사로서‘~의, ~에 속하는’
의 의미가
있다.

다루고 있다. 따라서 문맥상 빈칸에 들어갈 말은 ① work and play
이다.
2. 이 글에서 3명의 사람들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① 그들은 그들의 분야에서 최고였다.

2. 그리고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비흡연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② 그들은 모두 삶의 진실을 찾았다.

평생 동안 싸워야 한다.

③ 그들은 모두 돈을 위해 일했다.

해설 to remain은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유

④ 그들은 개인의 삶을 희생했다.

지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한다. for the rest of one’
s life는‘~의 남

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재미를 위해 일했다.

은 여생’
이다.

이 글에서 보면 이 3명의 사람들은 돈보다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일

3. 언젠가 담배를 끊을 생각이 있지만, 오늘 그럴 생각은 없다.

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해설 intend는‘의도하다, 기도하다’
의 의미로 to부정사를 목적어로

Word

취한다.

4. 그리고 매번 피울 때마다 생각이 나서 처음에 시작을 하지 말 것을 하
고 바란다.
해설 every time은‘~할 때마다’
의 의미로 뒤에 절을 수반한다. 같

은 표현으로는 whenever가 있다. <wish+가정법 절>은 실현할 수
없는 소망을 나타낸다.

Unit 3
Answers
1. ①

necessarily 부득이, 할 수 없이
material value 물질적인 가치
self-satisfaction 자기만족
composer 작곡가
devote 헌신하다, 바치다
ordinary 평범한, 보통의
achieve 성취하다, 획득하다
goal 목표
explore 탐험하다
mention ~에 대하여 언급하다, 거론하다
means 수단, 방법
amusement 즐거움

2. ⑤
Drill 1 • Grammar

Translation
사람들이 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많은 이유가 있다. 돈이 필요
하거나 다른 물질적 가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재미나 자기만족
을 위해 일하는 어떤 사람들도 있다.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없었던 사람들
중의 좋은 예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작곡가들 중에 한 명인 볼프강 아마
데우스 모차르트일 것이다. 그는 음악을 쓸 수 있는 종이 한 장과 약간의

1. 그들 자신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2. 물이 풍부한 지역의 사람들은 물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
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른다.

3. Those who don’t help others won’t be helped by
others.

잉크를 살 수 있는 한 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 또 다른 좋은 예
는 잭 런던이다. 미국 작가였던 잭 런던은 인생에서 목적을 성취하기 위

Drill 2 • Translation

해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 위해 전 생애를

1. 사람들이 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많은 이유가 있다.

바쳤다. 그 밖에, 훌륭한 노르웨이 탐험가인 로알드 아문센은 세계를 탐
험하는 데 그의 전 생애를 보냈다. 그는 북극과 남극 모두를 정복한 첫 번
째 사람이었다.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은 그들의 일을 통해 자극을 얻으려
했다. 그들은 일을 즐거움의 수단으로 생각했다. 일은 그들의 인생을 즐

해설 여기서 why는 관계부사의 제한적 용법으로‘~한 (이유)’
로해

석하며 선행사로 reasons를 취한다.

2.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없었던 사람들 중의 좋은 예는 역사상 가장 훌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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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작곡가들 중에 한 명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일 것이다.

③ 중등 교육에서의 교사의 역할

해설 those who는‘~하는 사람들’
이다. Wolfgang Amadeus

④ 대학에서의 전공과목의 수

Mozart와 one of the greatest composers in history는 동격관계

⑤ 적성검사를 개선하는 방법

로 one of the greatest composers in history는 Wolfgang

두 글의 공통 쟁점은 학생들이 전문적인으로 공부할 분야를 결정해야

Amadeus Mozart를 보충 설명한다.

할 시기(the time to decide the students’field of study)의 문제

3. 미국 작가였던 잭 런던은 인생에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
는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 위해 전 생애를 바쳤다.

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2. Person A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설 who는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으로 선행사 ordinary

① 오늘날 세계가 만능인이 아닌 전문가를 요구한다

people을 수식한다. 해석은 뒤에서부터 한다.

② 보다 후한 보수가 우수한 자질의 교사를 끌어낸다
③ 학생들은 적성검사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4. 그들은 일을 즐거움의 수단으로 생각했다.
해설 consider A as B는‘A를 B로 여기다’
이며, means는 단, 복수

모두 취급하며‘방법, 매체, 수단’
의 의미가 있다.

④ 과학 전공자들은 인문과학에 탄탄한 기반을 둘 필요가 있다
⑤ 졸업 후 프로그램은 활발한 학생 참여를 요구한다
(A)의 글쓴이는 초등학교를 마칠 때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적성에 맞
는 중고등학교에서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
한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전문인 양성 필요성의 근
거가 될 수 있는 ①‘오늘날 세계가 만능인이 아닌 전문가를 요구한다’

Unit 4

가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3. 이 두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Answers
1. ①

2. ①

3. ⑤

4. ⑤

Translation
<Person A>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잘하는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아이들에게 그들이 뛰어난 분야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이러한 목적
으로 우리는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 동안 다양한 교과 영역에서 아이들의

(A)의 글쓴이가 초등학교 적성검사 결과에 따른 중고등학교에서의 전
공교육 실시를 주장한 반면, (B)의 필자는 중고등학교에서 다양한 교
과를 배운 후 대학 입학 시에 전공과목을 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4. (a)~(e) 중, 이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e)에서 언급된 교육비 상승문제는 이 글과는 전혀 관계 없는 문장이다.

적성을 테스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과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
으면 그 아이는 과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
할 것이다. 그러한 체제는 학생들에게 대학에서의 심화된 전공 공부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후의 취업을 준비시킬 것이다. 사람들이 다른 관심
분야를 추구할 시간은 세상을 사는 동안 충분히 있다. 재학 기간은 학생
들이 자신들의 강점을 발전시킬 기간이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오늘날의
세계가 만능인이 아닌 전문인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Person B> 나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행로를 11~12세에 치러지는 적성
검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6학년 때 재능을 보인다고 여겨지는 분야는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마
칠 때 뛰어남을 보이는 분야와 같지 않을 수 있다. 중고등학교는 시야를
제한할 시기가 아니라 확대할 시기이어야 한다. (교육비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가능하면 빨리 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요
구되어야 할 유일한 일은 중고등학교 재학 동안 내내 폭넓은 범위의 교과
를 공부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과정을 끝마칠 무렵에 그들은 대학에서 공
부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 보다 잘 알게 될 것이다. 전문화된 공부를 할 기
간은 대학과 대학원 재학 기간이지 그 이전 기간이 아니다.

Explanations
1. 이 두 글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학생들이 전문적인으로 공부할 분야를 결정해야 할 시기
② 아이들을 위한 전문 교육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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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generally 일반적으로
be good at ~에 능숙하다
excel 뛰어나다
end 목적
aptitude 적성
specialize in ~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다
plenty of 많은
unfair 부당한, 불공정한
expand 확대하다
secondary school 중고등학교
horizon 시야, 시계
range 범위, 영역
graduate school 대학원
generalist 만능인
qualified 자질이 있는
humanity 인문학

④ 언어는 우리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Unit 5

⑤ 선사시대 사람들은 언어가 없어서 불편한 삶을 살았음에 틀림없다.
이 글은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

Answers
1. ③

2. ②

3. ①

4. ②

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나머지는 본문과 관련이 없다.
4.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언어 능력은 재난을 피하게 도와준다.

Translation
언어가 없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만큼 발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되어
왔다.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언어능력이 없다고 상상해 보자. 만약 우리에게 문어 또는 구어가 없었다
면, 우리 사회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의 현대

② 선사시대에 언어가 없었던 것은 확실하다.
③ 조종사는 지시사항과 통신을 정확하게 따라야 한다.
④ 현대적인 방법 없이는, 공공 서비스는 없을 것이다.
⑤ 국제 비즈니스는 언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적 방법은 언어사용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이 방법들이 이용될 수 없었

이 글 마지막 문장에 We can only guess how these people lived

을 것이다. 편지, 이메일, 웹사이트, 신문, 전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이

without words from the few things they left behind.라고 밝히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학교, 도서관, 법원 또는 병원과 같은 공공 서비

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선사시대에 언어가 없었던 것을 추측할 뿐이

스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이 모든 서비스에도 필요하기 때

지 확신할 수는 없다.

문이다.
두 번째로, 운송 수단의 현대적 매개체도 없었을 것이다. 기차, 배, 자동

Word

차 또는 비행기 조종사들은 있을 수 있는 재해를 막기 위해 서면으로 된

claim 주장하다
imagine 상상하다
linguistic 언어의, 언어적인
ability 능력
rely upon ~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public service 공공사업, 공공(사회)봉사
operator 운전자, 조작자
strictly 엄격히, 정확하게
disaster 재난, 참사
transportation 운송수단, 교통수단
exchange 교환
merchant 상인, 거래처
merchandise 물품, 제품
prehistory 선사시대
means 방법, 수단

지시사항과 구두 통신을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 만약 언어가 없었다면,
그 어떤 운송 수단도 안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의 복잡한 물품교환 또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언어의
도움이 없다면, 상인들은 물건을 팔 수 없을 것이고 운송 수단이 없다면
그들의 물품을 선적할 수 없을 것이다. 선사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문어나
구어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들의 세상이 우리의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는가? 아마,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문어나 구어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묘사해 줄 기록 수단이
없다. 우리는 그들이 남겨놓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말이 없이
살았는지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Explanations
1. (A), (B), (C)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언어사용에 많이 의존하는 것은 문맥상 communication이다. 따라서
(A)에는 communication(의사소통)이 들어가야 한다. (B)의 다음 문
장에 여러 운송 수단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B)는 transportation(운
송수단)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의 문장은 선사시대 사
람들의 생활양식을 묘사해 주는 기록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알맞
다. 따라서 (C)에는 records(기록)가 들어가야 한다.
2. 이 글에 가장 알맞은 제목을 고르시오.
① 기술의 중요성

② 언어의 중요성

③ 운송수단의 중요성

④ 국제 무역의 필요성

⑤ 구어와 문어의 변화
이 글은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
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나머지는 이 글의 제목과 거리가 멀다.
3. 이 글을 가장 잘 요약한 문장은 어느 것인가?
① 언어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② 사람들은 가능하면 많은 언어를 배워야 한다.
③ 많은 언어를 아는 것은 출세를 부른다.

Review
A.
1. gym
3. harsh
5. effort
7. futile
9. necessarily
11. goal
13. generally
15. unfair
17. claim
19. exchange

2. skill
4. catch up with
6. compulsive
8. agree
10. achieve
12. means
14. expand
16. range
18. imagine
20.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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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

1. (공을) 드리블하다
3. 계속 훈련하다
5. 극심한, 극도의
7. ~할 작정이다
9. 탐험하다
11. 거론하다, 언급하다
13. 뛰어나다
15. 대학원
17. 운전자, 조작자
19. 상인, 거래처

2. 놀리다
4. 같은 팀의 사람
6. 저항
8. ~에 대해 생각하다
10. 즐거움
12. 헌신하다, 바치다
14. 목적
16. 자격이 있는
18. 운송, 교통
20. ~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1. 그 다음날 그는 그 소녀가 다른 누군가와 놀고 있는 것을 보고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2. 최근 심각한 질병이 아시아를 강타하면서 몇 백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

3. Those who never make it are the ones who quit too
soon.
E.
1. ①

2. ④

3. ③

4. ③

F.
C.
1. ③

2. ②

CHAPTER

3. ③

1. expand
3. explore

2. expended
4. exploit

08
110마일로 부는 바람은 그들을 찢어놓을 듯이 몰아쳤다. 처음에는 귀를

Preview

찢는 듯한 돌풍이 불더니 이어 섬뜩한 정적이 닥쳐왔다. 그들은 산소통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죽을힘을 다한 것이었다.

Word • Mini Quiz

1953년 6월 2일, 정오 조금 지나서, Edmund Hillary와 그의 세르파 안

1. f
3. a
5. d
7. tournament
9. oxygen
11. occurred

2. c
4. e
6. b
8. erupted
10. rescued
12. sacred

내인 Tenzing Norkay는 에베레스트, 세계의 정상에 올라섰다. 어느 신
문기자가 Hillary 일행과 함께 등반의 일부에 참가했었다. Hillary가 하산
하자 그 기자가 물어 보았다.“왜 그런 일을 하신 겁니까?”
“산이 저기 있
기 때문이죠.”
하고 그 키 큰 뉴질랜드인은 말했다. 12년 뒤에, Edmund
Hillary는 위험한 등반을 시도해야 했던 또 다른 기회를 가졌다. 그는 자
신의 인생에 관한 책을 썼다.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엄청난 영웅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면 됩니

Grammar • Mini Quiz
1. It

다. 중요한 점은 바로 얼마나 그 일을 하고 싶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2. to be used

3. when

등반에 따르는 위험성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위험성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게 합니다. 그게, 매우 이상하지만, 아
주 유쾌한 겁니다.”

Unit 1

Explanations
1. 밑줄 친 Because it was there가 함축하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swers
1. ③

① Hillary는 신문기자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싶었다.

2. ④

② Hillary는 직업 등반가였다.
③ 에베레스트 산은 도전이었다.

Translation

④ Hillary는 에베레스트 산을 보지 않고는 떠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새벽 4시에 출발했다. 등반로는 (해발) 28,720피트에 위치한

⑤ 에베레스트 산은 공교롭게도 Hillary가 등반한 곳 근처에 있었다.

캠프 V에서 정상까지였다. 마지막 300피트는 깎아 지르는 듯한 좁은 오

‘산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라는 대답을 잘 설명한 것은‘에베레스트

르막 산등성이였다. 8시간 동안 그들은 얼음을 기어서 올라갔다. 시간당

산이 도전’
으로 비춰졌다는 말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 된다. 위험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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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고 도전하고 싶었다는 것을 간단히 표현한 말로 이후 유명한 경구

이다.

처럼 되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2.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글의 주제는 마지막 부분“중요한 점은 바로 얼마나 그 일을 하고
싶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등반에 따르는 위험성을 결코 좋아하지

Unit 2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위험성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게
합니다. 그게, 매우 이상하지만, 아주 유쾌한 겁니다.”
라는 Hillary의

Answers

책 내용에 나와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1. ②

2. ③

Word

Translation

lead up 오르막으로 인도하다
steep 가파른 언덕
ridge 산등성이
claw one’s way up 기어서 올라가다
eerie 섬뜩한
on oxygen 산소(통)에 의지하여
supreme effort 죽을힘을 다한 노력, 극단적인 노력
pull themselves to the top 정상에 자신들을 끌어다 놓았다
party 일행
crack 기회
far-out 훨씬 더 나가는, 엄청난
chap 사람, 녀석
danger 위험

세상에는 불교, 기독교, 힌두교, 유대교 또는 이슬람교와 같은 많은 종교
가 있다. 인도에는 이슬람교, 기독교, 시크교, 불교 그리고 많은 다른 종
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인도의 공식 종교는 힌두교이다. 대부분의 힌
두교인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많은 인도사람들은 동물들을 죽이고 먹는 것을 마음 내켜하지 않는다. 어
떤 힌두교인들은 완전 채식주의자라서 그들은 고기와 치즈, 계란 또는 우
유와 같은 유제품도 먹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힌두교인들은 가금류
와 생선은 먹지만 다른 종류의 고기는 먹지 않는다. 인도에서 쇠고기를
먹는 것은 불법이다, 왜냐하면 소는 힌두교인들 사이에 신성한 동물로 여
겨지기 때문이다. 인도 도시에서 거리를 어슬렁거리는 소를 보는 것은 드
문 일이 아니다. 갠지즈 강은 힌두교인들에 의해 신성하다고 여겨지고 있
고 숭배 받고 있다. 힌두교인들은 갠지즈 강의 원천인 히말라야에서 오는
물이 사람의 영혼을 정화시킨다고 믿는다. 그래서 힌두교 추종자들은 물
을 마시고 때때로 목욕하기 위해 갠지즈 강으로 순례를 한다. 종종, 곧 죽

Drill 1 • Grammar

을 사람들은“부활”전에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서 그 강으로 온다. 그래

1. 그가 저녁에 들었던 모든 귀신 이야기들이 지금 그의 기억 속에 떠올

서 갠지즈 강둑 가까이에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

랐다.

2. 우리는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와 부딪쳤다는 것을 알았다.
3. I recognized her at once since I had seen her
terrible face before.
Drill 2 • Translation

Explanations
1. 밑줄 친 단어 rebirth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를 고르시오.
① 생일

② 부활

④ 영원

⑤ 숭배

③ 힌두교

rebirth와 revival은 둘 다‘부활’
을 뜻한다.

1. 마지막 300피트는 깎아 지르는 듯한 좁은 오르막 산등성이였다.
해설 feet은 foot의 복수형이다. 1 foot는 30.48 cm이다.

2. Edmund Hillary와 그의 세르파 안내인 Tenzing Norkay는 에베레
스트, 세계의 정상에 올라섰다.

2. 힌두교인들의 특징의 일부분인 것을 고르시오.
① 그들은 불교, 기독교, 힌두교, 유대교 또는 이슬람교와 같은 다른
종교들을 멸시한다.
② 그들은 늙을 때까지 갠지즈 강에 방문하지 않는다.

해설 Tenzing Norkay와 his Sherpa guide, the top of the

③ 그들은 동물들을 죽이고 먹는 것을 내켜하지 않는다.

world와 Mount Everest는 서로 동격관계로 comma(,)로 나누어

④ 힌두교는 인도의 공식 종교이다.

져 있다.

⑤ 그들은 갠지즈 강 물을 마시지 않는다.

3. Hillary가 하산하자 그 기자가 물어 보았다.“왜 그런 일을 하신 겁니

이 글의 상단부분에 Most Hindus believe that all living things

까?”

have souls. Therefore, many Indian people feel reluctant to

해설 newsman은‘신문기자’
이며, 같은 표현으로는 reporter,

kill and eat animals.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①,

journalist가 있다.

②, ⑤는 본문내용에 어긋나며, ④는 본문내용과 일치하나 힌두교의

4. 그렇지만 위험성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게 합니다.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해설 사역동사 make는 목적어와 목적격보어를 수반해 5형식 문장을

이룬다. you’
ve got은 앞의 명사 everything을 수식하는 형용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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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gion 종교
official 공식적인
soul 영혼
reluctant 마음이 내키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vegan 절대 채식주의자
dairy product 유제품
poultry 가금, 닭고기류
sacred 신성한
wander 어슬렁거리다
purify ~을 정화하다
pilgrimage 순례, 성지 참배
bank 강둑

Answers
1. ③

2. ②

Translation
바다에는 인어라고 불리는 아름다고 생물체가 산다. 인어는 상반신은 여
성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2개의 다리 대신에 물고기의 꼬리를 가지고 있
다. 인어는 바다 깊은 곳 아름다운 성에 산다. 그들의 아름다운 얼굴과
목소리는 종종 바다로 뛰어든 선원들을 유혹하고 결국에는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다. 하지만, 때때로 그들은 폭풍우 동안에 물에 빠진 선원들을
구조할 정도로 친절하다. 그들은 또한 미래를 예견하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

Drill 1 • Grammar
1. 그 나이든 남자는 들어 주는 누구나에게 프랑스에 관해 말하는 것을
좋아했다. 왜냐하면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젊은 군인으로서 그곳
에 있었기 때문이다.

2. 그는 대공황을 거쳐서 살았기 때문에 은행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모든 돈을 집에 두었고 절대 아무것도 신뢰를 가지고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3. It feels like winter, for the temperature is so low.
Drill 2 • Translation
1. 인도에는 이슬람교, 기독교, 시크교, 불교 그리고 많은 다른 종교를 믿
는 사람들이 있지만 인도의 공식 종교는 힌두교이다.
해설 -ism은 신앙 앞에 붙어‘-교’
라고 해석한다. and 같은 접속사는

단어, 구 등이 나열되어 있을 때는 제일 마지막 단어, 구 등의 앞에 붙

인어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인어에 대한 이러한 매혹적인 이야기들이 사
실일까? 사실, 인어는 민속이나 신화에만 존재하는 유니콘과 요정과 같
은 신화적인 존재이다. 거의 모든 문화가 인어의 유래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많은 문화들에서 지친 선원들이 먼 곳에서 신기루
나 해양 생물체를 보고 그것이 사람의 얼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믿
어지고 있다. 그 어떤 사람도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리 대신에 지느러미를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Explanations
1.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① 결과적으로

② 비슷하게

③ 하지만

④ 말하자면

⑤ 우선
빈칸의 앞 뒤 문장은 내용상 서로 역접관계에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역접접속사인 However가 들어가야 한다.

는다.

2. 몇몇의 힌두교인들은 완전 채식주의자라서 그들은 고기와 치즈, 계란
또는 우유와 같은 유제품도 먹지 않는다.
해설 vegan은 고기와 유제품을 먹지 않는 완전 채식주의자를 말한

다. lacto-ovo vegetarian은 유제품, 달걀을 먹는 채식주의자, lacto
vegetarian은 유제품만 먹는 채식주의자, 그리고 ovo-vegetarian은

2. 이 글에서 밑줄 친 in the distance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① 접근반경 내에

② 멀리

③ 대부분은

④ 큰 우주공간에서

⑤ 매우 가까운
in the distance는‘멀리서’
의 의미로 far away와 같은 뜻이다.

달걀만 먹는 채식주의자이다. 또한 <neither A nor B>는‘A도 B도
아니다’
라는 표현이다.

3. 인도에서 쇠고기를 먹는 것은 불법이다. 왜냐하면 소는 힌두교인들 사
이에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해설 여기서 for는 접속사로 쓰여 앞의 문장의 부가적인 설명, 이유로

쓰여‘~때문에, 왜냐하면 ~이니까, 그 까닭은 ~이므로’
의 의미이다.
이 경우 for 앞에는 comma(,)가 온다. among은 셋 이상의 사람이
나 사물의 경우에 쓰이므로 뒤에는 복수명사나 집합명사가 온다.

4. 종종 곧 죽을 사람들은“부활”전에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서 그 강으
로 온다.
해설 in order to는 목적을 나타내어‘~할 목적으로, ~하기 위해’
의

의미로 쓰인다. 같은 표현으로는 in order that ~ may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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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creature 생물체
mermaid 인어
upper body 상반신
seduce 유혹하다, 꼬드기다
rescue 구조하다
sailor 뱃사람, 선원
supernatural 초자연의, 신기의
foresee ~을 예견하다
mythical 신화의
exhaust 기진맥진시키다
mirage 망상, 환각

시간당 4분에 불과하다고 한다. 앞으로 기대하는 일은, 보다 커진 새로운

assume 가정하다, 추정하다
fin 지느러미

공을 도입하여 Bjorn Borg, Jimmy Connors, John McEnroe와 같
은 선수들을 연상케 하는 기술과 예술성을 수반하는 경기가 다시 일류 게

Drill 1 • Grammar

임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다.

1. 그는 작은 요트로 혼자서 태평양을 건널 정도로 모험적이다.
2. 프로그램을 다듬고 개선한 후에, 컴퓨터 공학자들은 그것을 마이크로

(A)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큰 공의 사용에 찬성하지는 않는다. 윔
블던 대회에서 6번 우승한 강타를 구사하는 Pete Sampras와 같은 선수
들은 그러한 변화를“그저 우스운”일이라고 말한다. 또한 현재의 경기를

소프트 회사에 제출할 정도로 자신 있었다.

3. Karen was rich enough to tour any country she
wished for winter vacation.

수정하는 것과 별도로 선수들이 그 공으로 보다 빠른 스피드를 끌어내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팔과 인대에 부상을 입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대
두되고 있다.

Drill 2 • Translation
Explanations
1. 인어는 상반신은 여성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2개의 다리 대신에 물고
기의 꼬리를 가지고 있다.
해설 여기서 쓰인 지시대명사 that은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것으

(A)는 첫 문장에 however가 있고, (B)는 앞 문단을 요약하는 In
short로 시작하고 있으므로 글의 도입부로 적절하지 않다. 남자 프로

로 앞의 명사(an upper body)를 받고 있다.

2. 그들의 아름다운 얼굴과 목소리는 종종 바다로 뛰어든 선원들을 유혹
하고 결국에는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다.

3.

1. (A), (B), (C)를 이어 하나의 글로 구성할 때 가장 적절한 순서는?

테니스 경기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화제로 제기한 후 그 이
유로 기술보다 힘이 지배하게 된 것을 지적하는 (C)가 가장 먼저 와야
하고, 그 의미를 요약하고 좀 더 큰 공을 사용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을

해설 seduce는‘유혹하다, 꾀다’
라는 뜻이며, 같은 표현으로 lure,

설명한 (B)가 이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큰 공에 대한 부정적

tempt, entice가 있다.

반응을 설명한 (A)가 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사실, 인어는 민속이나 신화에만 존재하는 유니콘과 요정과 같은 신화

2. (a)~(e) 중, 밑줄 친 some of its appeal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

적인 존재이다.

절한 것은?

해설 관계대명사 which는 제한적 용법으로 쓰여 선행사 unicorns

some of its appeal은 남자 프로 테니스가 지녔던 매력이므로 과거

and fairies를 수식하고 있다.

유명 선수들이 보였던 기술과 예술성(skill and artistry)을 지칭한다.

4. 많은 문화들에서 지친 선원들이 먼 곳에서 신기루나 해양 생물체를 보
고 그것이 사람의 얼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믿어지고 있다.

3. 이 글은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① 테니스의 인기 감소와 가능한 해결책

해설 <it is believed + that절>은‘(절)이라고 믿어지다’
이며,

② 공의 크기를 바꾸기 위한 논쟁

thought는 앞의 주어 sailors를 받는다.

③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니스 선수들에 대한 논평
④ 잔디에서 경기하는 평균 시간 부족
⑤ 힘 있는 타자의 장점
이 글에서는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테니스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Unit 4

하고 있으며 또한 그 해결책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①이다.

Answers
1. ⑤

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2. ③

3. ①

4. ④

① 두통과 복통에 시달리다
② 예기치 않은 능력을 경험하다

Translation

③ 선수 연설에서 언어장애를 겪다

(C) 테니스는 약간의 곤경에 처해 있다. 사람들이 그 경기에 관심을 잃어

④ 팔과 인대 부상을 입다

가고 있는 듯하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주요 이유는 남자 프로 경기가 그

⑤ 정신병을 겪다

매력의 일부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프로 경기는 힘의 경연장이 되어 최첨

선수들이 그 공으로 보다 빠른 스피드를 끌어내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단 라켓으로 강력한 타법을 구사하는 선수들이 지배하고 있다. 예를 들

는‘팔과 인대 부상을 겪게 되다’
라는 것이 문맥상 가장 맞는다.

어, 윔블던 대회에서 영국의 Greg Rusedski 선수는 그 대회에서 가장
빠른 서브로 기록된 시속 138마일의 속도로 공을 때렸다. 이러한 스피드
로 인하여 서브, 리턴, 위닝샷(결정타)으로 이루어진 세 번의 샷을 넘겨
서 얻는 포인트가 극히 드물다.
(B) 간단히 말해 테니스 경기는 동작이 거의 없어졌다. 최근 연구에 따르
면, 일류 남자 선수들의 플레이 상태의 시간은 잔디 코트에서 평균적으로

Word
in favor of ~에 찬성하여
ridiculous 우스운, 어처구니없는
aside from ~와는 별도로, ~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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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체적으로 화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C)에서는 화산

modify 수정하다
recent 최근의
dominate 지배하다
involving ~를 수반하는
artistry 기교, 예술성
remindful of ~를 연상케 하는
appeal 매력, 호소력
strength 힘
high-tech racket 최첨단 라켓
tournament 대회, 승자 진출전
winning point 결정타

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도입부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의 끝부분은 용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연결
될 부분은 (B)이다. 그 다음으로는 화산의 예인 (D)가 와야 하며 그
이후로는 (A)가 와야 한다. (A)와 (D) 둘 다 화산의 예를 다루고 있으
나 (A)의 부분에는 화산의 예 다음에 화산의 다른 형태도 소개되고 있
다. 따라서 (D), (A) 순서로 오는 것이 문맥상 매끄럽다.
2. (B)의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① 크기

② 분출

④ 특징

⑤ 경사면

③ 높이

용암의 흐르는 속도에 따라 화산의 경사면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따라
서 정답은 ⑤이다.
3. 화산에 대해 가장 잘 묘사한 것을 고르시오.

Unit 5

① 화산은 산 아래로 흐르고 그것은 항상 치명적이다.
② 화산은 세계의 많은 산들에 존재한다.
③ 화산은 뜨거운 가스와 녹은 바위가 분출하거나 폭발해서 지각에 생

Answers
1. ④

2. ⑤

3. ③

4. ①

Translation
(C) 분명히, 화산은 꼭대기에 큰 구멍이 있는 산이다. 구멍을 통해, 녹은
바위와 가스가 거대한 힘으로 나온다. 뜨거운 가스와 녹은 바위는 화산
구멍을 통해서 지각 밑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녹은 바위 즉, 용암은 땅 밑
30에서 60킬로미터에서 나온다.
(B) 주로, 용암이 흐르는 속도는 화산의 경사면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

긴 구멍이다.
④ 모든 화산은 화산 활동의 몇몇 징후들을 보인다.
⑤ 가스의 거대한 힘은 화산을 분출하게 한다.
화산에 대해 가장 잘 묘사한 것은 ③이다. ① 항상 치명적이라는 말은
본문에 없다. ② 화산은 분포 정도는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④ 휴화
산도 있다는 내용이 있다. ⑤ 녹은 바위와 가스가 거대한 힘으로 나온
다는 내용이지, 가스의 거대한 힘은 아니다.
4. 다음 중 어떤 것이 이 글에 대한 사실인가?

속도는 용암의 온도에 의해 결정된다. 뜨거운 온도는 용암을 더욱 많은

① 녹은 바위는 지각 밑에서 나온다.

액체로 만든다. 그래서 그것은 완만한 산 경사면을 만들면서 더 빠르게

② 대부분의 화산들은 정기적으로 분출한다.

흐른다. 차갑고 더 많은 고체의 용암은 가파른 경사면을 만든다.

③ 흐르는 속도는 가스에 의해 결정된다.

Krakatoa와 같이 폭발성이 강한 화산은 가스, 재 그리고 부석을 많이 내

④ 오랜 세월동안 활동의 징후가 없는 화산은‘폭발물’
이라 부른다.

뿜지만 용암은 적게 내뿜는다.

⑤ Krakatoa는 폭발성이 강한 화산이 아니다.

(D) 캐리비안 Martinique 섬에 있는 Pelee 산은 세계에서 제일 폭발성

(C)의 마지막 부분에 Lava, the molten rock, comes from 30 to

이 큰 화산 중의 하나이다. 1902년까지 산기슭에 St. Pierre 마을이 평

60 kilometers below the ground.라고 나오므로 ①이 본문과 일치

화롭게 있었다. 하지만, 1902년 어느 아침에,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 작

한다. 나머지는 본문내용과 다르다.

열하는 증기와 재의 광풍이 굉음과 함께 분출구 밖으로 내뿜어졌고 1분
이내에, 평화로운 마을은 재로 변했다.
(A) 유명한 고대 로마 도시였던 폼페이를 파괴했던 것은 바로 Vesuvius
산이었다. AD 79년 8월 24일에 폼페이는 화산재와 먼지로 덮였다. 도시는
1748년에 재발견되었고 그 이후에 발굴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화산이
Vesuvius 산이나 Pelee 산과 같이 폭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중해
Lipari 섬에 있는 Stromboli나 Etna 산에 있는 것과 같은 몇몇의 화산들은
정기적으로 폭발한다. 어떤 화산들은 오랜 세월동안 화산 활동의 징후를 보
이지 않는다. 이것들을 휴화산이라고 부른다. 여전히 다른 화산들은 죽었다
고 여겨진다. 그것들은 활동을 멈춘 화산이라고 불린다. 대부분의 화산들은
두 개의 텍토닉 플레이트가 떨어지거나 합쳐진 곳에서 발견된다.

Word
destroy 파괴하다
be covered with ~로 덮이다
volcanic ash 화산재
excavate 발굴하다
erupt 분화하다
volcanic activity 화산 활동
dormant volcano 휴화산
extinct 활동을 멈춘
tectonic plate 텍토닉 플레이트 (판상(板狀)을 이루어 움직이고 있
는 지각의 표층)

Explanations
1. (A), (B), (C), (D)의 글을 하나의 글로 구성할 때 가장 적절한 순서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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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ing speed 흐르는 속도
lava 용암
steepness 경사면, 가파른 언덕

temperature 온도
gentle 완만한
slope 경사면
molten rock 용암
enormous 거대한
earth’s crust 지각
occur 발생하다
fiery blast 화염 폭발
shot out 밖으로 나오다
vent 분출구, 구멍
crashing roar 놀랄 만한(두려울 만한) 굉음

B.
1. 오르막으로 인도하다
3. 산소(통)에 의지하여
5. 유태교
7. 마음이 내키지 않는
9. 유혹하다
11. 신화의
13. ~에 찬성하여
15. 수정하다
17. 휴화산
19. 화산재

2. 산등성이
4. 지배하다
6. 불교
8. 정화하다
10. 초자연의, 신기의
12. 망상, 환각
14. ~와는 별도로
16. 기교, 예술성
18. 발굴하다
20. 용암

C.
1. ②

Review

2. ③

3. ①

D.
A.
1. steep
3. party
5. religion
7. sacred
9. creature
11. fin
13. ridiculous
15. tournament
17. erupt
19. lava

2. eerie
4. danger
6. wander
8. soul
10. exhaust
12. mermaid
14. appeal
16. recent
18. extinct
20. enormous

1. 비서는 다음 프로젝트가 승인받았다고 보고했다.
2. 그녀는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매우 행복함에 틀
림없다.

3. An increasing number of elderly people in Japan are
deciding that they are still young enough to keep
working.
E.
1. ④

2. ②

3. ③

4. ①

F.
1. Dairy
3. wandering

CHAPTER

09
Grammar • Mini Quiz

Preview
Word • Mini Quiz
1. b
3. e
5. c
7. shortened
9. significance
11. injection

2. daily
4. wondering

2. a
4. f
6. d
8. layer
10. extinct

1. those → that
2. a number of → the number of
3. those →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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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ll 1 • Grammar

Unit 1

1. 아이들은 커다란 거미가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봤고, 작은 새가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Answers
1. ③

2. ③

Translation

2.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침 7시 약간 지나서 그 소년이 물에 빠지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나는 사고 전부를 내 눈으로 봤다.

3. I watched her dancing in front of the mirror with a
strange-looking woman.

어두울 때, 개나 고양이의 눈이 빛나는 것을 봤을지도 모른다. 인간의 눈
은 대부분의 경우 빛나거나 반짝이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그것은 사람들
을 무섭게 한다. 하지만, 왜 그들의 눈이 빛나 보이는지에 대한 이유를 안
다면 그다지 무섭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눈은 빛이 정면으로 그들을 향해

Drill 2 • Translation
1. 어두울 때, 개나 고양이의 눈이 빛나는 것을 봤을지도 모른다.

빛나고 있지 않을 때조차 먼 곳에서 빛을 반사할 수 있다. 빛은 차 전조등,

해설 감각동사(see, watch, hear, feel, taste 등)는 사역동사(let,

손전등, 전구 또는 다른 것들로부터 나온 것일 수 있다. 대부분의 동물 눈

make, have 등)와 마찬가지로 5형식동사로 목적어와 목적격보어를

은 그들에게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투명한 물질 층을 가지고

수반한다. 하지만 감각동사는 목적격보어로 현재분사형을 사용할 수

있다. 어둠에서 동물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은 꽤

있지만 사역동사는 사용할 수 없다.

유용하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눈에서 빨간색, 파란색 또는 흰색과 같은

2. 하지만, 왜 그들의 눈이 빛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안다면 그다지 무섭

다른 색깔을 본다. 이 색깔은 그들 눈에 있는 혈관 숫자에 좌우된다. 많은

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눈은 빛이 정면으로 그들을 향해 빛나고 있지

혈관을 가지고 있는 동물의 눈은 빨간색으로 빛날 것이다; 반면에 적은 혈

않을 때조차 먼 곳에서 빛을 반사할 수 있다.

관을 가지고 있는 동물의 눈은 흰색으로 빛날 것이다.

해설 even when은‘~할 때조차도’
이다. toward는 위치,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로‘~쪽에 (있는), ~의 편을 향하여 (있는)’
으로 해

Explanations
1.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석한다.

3. 이 색깔은 그들 눈에 있는 혈관 숫자에 좌우된다.

이러한 능력(This ability)은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능력(the ability to

해설 depends on은‘~에 달려있다, ~에 좌우되다’
로, depend

reflect light)을 뜻하므로 주어진 문장은 (c)에 오는 것이 적당하다.

upon으로도 쓸 수 있다.

2. 어떤 것이 동물의 눈을 밤에 빛나게 하는가?
① 차 전조등, 손전등, 전구 또는 다른 것들
② 그들 눈의 혈관
③ 그들 눈의 투명한 물질

Unit 2

④ 빨갛고 파란 빛
⑤ 위의 모두

Answers

이 글 하단부분에 Most animal eyes have a layer of crystalline

1. ④

2. ③

substance which gives them the ability to reflect light.라고 밝
히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공룡이 멸종한 지 6천 5백만 년이 되었지만, 무엇이 멸종시켰는가에 대

Word

한 논쟁은 분명히 그 (논쟁) 자체의 생존기간을 늘려가면서 계속되고 있

glow 빛나다, 빛을 내다
scare 겁주다
scary 무시무시한, 두려운
reflect 반사하다
in the distance 먼 곳에서
directly 똑바로, 정확히
light bulb 전구
layer 층
crystalline substance 투명한 물질
the number of ~의 수
blood vessel 혈관
whereas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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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난주 공룡 대토론회는 선사시대의 최후의 날에 대한 두 개의 새로
운 이론에 대해 과학자들이 다투면서 또 뉴스의 각광을 받았다. 과학자들
은 우화에 나오는 이 동물의 멸종이 거대한 유성의 충돌에 의해 촉발되었
다는 점에 관해서는 인정한다. 이러한 명안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여
전히 어떻게 공룡들이 죽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
나, 그들은 폭발 후에 닥친 재난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제공했다. 한 쪽
은 충돌의 결과로 발생한 황산 구름이 지상의 대부분의 생명체를 파괴했
다는 것이다. 다른 한 쪽은 그 충돌이 지구의 반대편에 강렬한 화산 활동
을 일으켜 멸종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든 이중의 타격을 입혔다는 것
이다.

Explanations
1. 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룡 멸종에 관해 등장한 새로운 두 가지 이론을 소개하는 것이 요지
이다. 어느 한 쪽에 비중을 두지 않고 똑같은 비중으로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원인의 확실한 규명이 아니고 계속 논쟁이 이

이론에 대해 과학자들이 다투면서 또 뉴스의 각광을 받았다.
해설 as는 동시동작을 나타내어‘~하면서’
로 해석되며, 분사구문

scientists sparring over ~로 바꾸어 쓸 수 있다.

3. 한 쪽은 충돌의 결과로 발생한 황산 구름이 지상의 대부분의 생명체를
파괴했다는 것이다.

어질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①은 정답이 아니다. ②는 막연한

해설 resulting from the impact는 앞의 clouds of sulfuric acid를

표현이며, 한 쪽만의 견해를 받쳐줄 뿐이다. 공룡 멸종이라는 구체적

수식하고 있다. result from은‘기인하다’
라는 뜻으로 be caused

인 요소가 더 필요하므로 ③은 정답이 아니다. ⑤는 너무 막연하다.

by, arise from과 같은 표현이다.

2. (a)~(e)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c)의 문장은 수동태 문장이다 따라서 동사 triggered 앞에 be동사가

4. 다른 한 쪽은 그 충돌이 지구의 반대편에 강렬한 화산 활동을 일으켜
멸종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든 이중의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다.

와야 한다. 과거의 일이고 주어(death)가 단수이기 때문에 was

해설 <on the opposite side of + 명사>는‘(명사)의 반대편에’
이

triggered가 되어야 한다.

다. 분사구문 creating은 계속을 나타내어 and it created로 바꾸어
쓸 수 있다.

Word
extinct 멸종한
controversy 논쟁
apparently 분명히, 명백히
spar 다투다
prehistoric 선사시대의
doomsday (공룡에 닥친) 최후의 날
acknowledge 인정하다
fabled 우화의(공룡이 만화, 영화 등으로 표현된 것을 빗대어)
beast 동물, 짐승
trigger 촉발하다
asteroid 혜성
present 제시하다
blast 폭발
disastrous 재난을 일으키는
aftermath 여파, 결과, 후유증
sulfuric acid 황산
collision 충돌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Unit 3
Answers
1. ②

2. ③

Translation
이름 Halloween은“All-hallow-eve”
의 줄임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All Hallow’
s Day 전날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추수기의 끝을 축하하기
위해 10월 31일에 열리는 축제이다. 할로윈은 고대 켈트족 문화에 그 기
원이 있다. 켈트족은 10월 31일에 세상의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
들 간의 간격이 사라지고 죽은 사람들이 소생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또한
고인들이 그들에게 병을 가져온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는 희
생자들을 찾고 있을지 모르는 유령들과 악령들을 달래기 위해서 밤에 큰
축제를 벌였다. 그들은 또한 악령들이 그들을 찾아내지 못하도록 가면을
썼다. 로마사람들은 또한 과일의 신인 Pomona 여신을 축하하기 위에서
10월 말에 휴일을 보냈다. Pomona의 상징이 사과이기 때문에 사과 사

Drill 1 • Grammar
1. 그의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령까지 살았다. 매일 그는 운동
했고 좋은 음식을 먹었고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2.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3. With all[In spite of, For all] his high test scores, he
could not go to university.

탕이 할로윈의 흔한 먹거리가 되었다. 할로윈은 로마와 켈트족 축제의 결
합인 것처럼 보인다. 서양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할로윈 밤에 무서운 이야
기를 해서 서로를 겁나게 한다. 할로윈은 마녀들과 유령들에게 바쳐지는
휴일이 되었다.

Explanations
1. 다음 중 할로윈에 대한 사실이 아닌 것은?

Drill 2 • Translation

① 할로윈은 로마와 켈트족 축제의 결합이다.

1. 공룡이 멸종한 지 6천 5백만 년이 되었지만, 무엇이 멸종시켰는가에

② 사람들은 추수를 위해 유령들과 악령들을 위로했다.

대한 논쟁은 분명히 그 (논쟁) 자체의 생존기간을 늘려가면서 계속되

③ 할로윈의 유래는 고대 켈트족 문화에서 비롯됐다.

고 있다.

④ 켈트족은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 사이에 간격이 있다고 믿었다.

해설 여기서 전치사 over는‘~에 관해서’
의 의미이다. 분사구문

having은 동시동작을 나타내어‘~하면서’
의 의미로 쓰였다.

2. 지난주 공룡 대토론회는 선사시대의 최후의 날에 대한 두 개의 새로운

⑤ 악령들이 분간할 수 없도록 사람들은 가면을 썼다.
이 글 중간부분에 켈트족은 고인들이 병을 가져온다고 믿어 살아있는
희생자들을 찾고 있을지 모르는 유령들과 악령들을 달래기 위해서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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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큰 축제를 벌인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②가 이 글 내용과 부합되지

해설 조동사 might는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내어‘~할지(일지)도 모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르다’
의 의미로 쓰였다.

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① 켈트족의 전통에 의해 시작되다

4. 로마사람들은 또한 과일의 신인 Pomona 여신을 축하하기 위에서
10월 말에 휴일을 보냈다.

② 해로운 일이 항상 생겼기 때문에 그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

해설 the goddess of fruits는 their goddess Pomona와 동격관

③ 로마와 켈트족 축제의 결합이다

계인 동시에 their goddess Pomona를 보충설명하고 있다.

④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의 이론적으로 열린 틈이다
⑤ 로마 관습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다
빈칸 앞의 내용을 보면 할로윈은 로마와 켈트족 축제의 결합이라는 것
을 유추할 수 있다. 나머지는 이미 앞에서 거론된 것으로 빈칸에 들어

Unit 4

가기에는 적당치 않다.

Answers
Word

1. ②

shorten 줄이다
celebrate 경축하다, 축하하다
harvest season 수확(추수) 계절
Celtic 켈트족
deceased 고인, 죽은 사람
hold 개최하다
placate 달래다, 위로하다
evil spirit 약령
treat 음식, 먹거리
combination 결합, 짝맞추기
spooky 무시무시한
devoted to ~에 바치는
Drill 1 • Grammar

2. ③

3. ⑤

4. ②

Translation
현대 과학자들은 죽음의 과정을 임상적 또는 일시적 죽음과 생물학적 죽
음, 두 가지로 분류한다. 임상적 죽음은 심장, 폐와 같은 생명 유지 기관
들이 작동을 멈추었으나 영구적인 손상을 겪지 않았을 때 일어난다. 유기
체는 아직 재생될 수 있다. 생물학적 죽음은 유기체의 변화가 생명 유지
세포와 조직의 분해에 이르는 경우 발생한다. 이때는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것이 된다.
과학자들은 임상적 죽음을 연장하여 생물학적 죽음이 닥치기 전 유기체
가 재생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제일 잘 발달된 방
법은 마취에 의한 수면과 혼합한 유기체의 냉각이다. 신체의 신진대사를
떨어뜨림으로써 냉각은 생물학적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지연시킨다.
이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 주기 위해 과학자들은 Keta라고 불
리우는 여섯 살짜리 암컷 개코원숭이에게 실험을 실시했다. 과학자들은

1. 언어는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나 종종

Keta를 마취제로 잠들게 했다. 그런 다음 몸을 얼음주머니로 싼 다음 체

언어는 두 명의 개인 사이에서 그리고 민족들 사이에서 오해의 소지가

온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체온이 28도까지 떨어지자 과학자들은 동맥에

될 수도 있다.

서 피를 뽑아내기 시작했다. 원숭이의 혈압은 감소되어 한 시간 뒤에는 심

2. 그 선생님은 그가 말한 것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말했
다.

장과 호흡이 멈추었다. 임상적 죽음이 시작된 것이다. 20분 동안 Keta는
이런 상태로 있었다. 체온은 22도까지 떨어졌다. 이 때 과학자들은 심장

3. The thief wore black so that the people would not
recognize him.

방향으로 동맥에 피를 공급하고 인공호흡을 시작했다. 2분 뒤에 원숭이의
심장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고 15분 뒤에는 스스로 호흡을 시작했으며,
4시간 뒤에 Keta는 눈을 뜨더니 머리를 들어올렸다. 6시간 뒤에, 과학자

Drill 2 • Translation

들이 페니실린 주사를 놓으려 할 때, Keta는 주사기를 뺏더니 방안을 뛰

1. 이것은 추수기의 끝을 축하하기 위해 10월 31일에 열리는 축제이다.

어다녔다. 그러한 행동은 건강한 동물들의 행동과 차이가 별반 없었다.

해설 to celebrate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축하하기 위해’
라

고 해석한다.

2. 켈트족은 10월 31일에 세상의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 간의
간격이 사라지고 죽은 사람들이 소생한다고 믿었다.
해설 여기서 지시대명사 that은 앞의 명사 the world을 뜻한다. the

Explanations
1. (A), (B), (C)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어휘를 골라 짝지은 것으
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temporary 일시적인 / temperamental 변덕스러운

living은 복수보통명사 living people을 의미한다. the dead는 복수

(B) irreversible 철회할 수 없는 / irritable 화를 잘 내는

보통명사 dead people을 의미한다.

(C) spontaneous 자발적인 / specific 특정한

3.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는 희생자들을 찾고 있을지 모르는 유령들과 악
령들을 달래기 위해서 밤에 큰 축제를 벌였다.

문맥을 살펴보면, (A)에는‘일시적 죽음’
, (B)에는‘돌이킬 수 없
는’
, (C)에는‘스스로 하는’
의 어휘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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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① 그럼에도 불구하고

② 많이

③ 거의 없는

④ 인상적으로

⑤ 그에 따라서
원숭이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 점진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결론은 정

spontaneous 자발적인
specific 특정한
injection 주사
seize 빼앗다
syringe 주사기

상으로 소생했다는 것이고, 그런 뜻을 드러내려면 다른 동물들과 행동
이 다를 바‘없었다’
는 부정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정의 부
사 little이 들어가야 한다.
3. 이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결론으로 알맞은 것은?
이 글의 중간부분에 과학자들은 임상적 죽음을 연장하여 생물학적 죽
음이 닥치기 전 유기체가 재생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오고 있다고
했고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임상적 죽음을 실험하는 예가 나와

Unit 5
Answers
1. ①

2. ④

3. ⑤

4. ③

있다. 따라서 정답이 ⑤인 것을 알 수 있다.
4.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원숭이 피가 빠져나가자 혈압은 떨어졌다.
② 원숭이의 심장은 인공호흡 15분 후에 활성화되었다.
③ 임상적 죽음은 영구적 장기손상을 포함하지 않는다.
④ 과학자들은 아직도 개선점을 찾기 위해 연구 중이다.
⑤ 개코원숭이와 원숭이는 이 글에서 같은 동물이다.
이 글 하단부분에 2분 뒤에 원숭이의 심장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다
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Translation
먹는 음식을 보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한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건강과 건강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
만 말하는 것처럼 현명하게 먹는 것 같지 않다. 개인의 습관, 기호, 광고,
동료의 압력, 재원, 전통, 세대 구조, 건강에 대한 신념, 직업 또는 건강
상태 때문일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지방질,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물이라는
6대 모든 영양분이 들어있는 음식은 건강한 음식 또는 균형식으로 간주
된다. 대부분의 곡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 탄수화물은 몸에 에너지원을 공
급한다. 지질은 혈압을 조절하고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생체 세포 부분

Word

을 합성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유, 계란, 생선, 완두콩 또는 콩
나누다, 분류하다

divide
clinical 임상의
temporary 일시적인
temperamental 변덕스러운
biological death 생물학적 죽음
vital 생명 유지에 필수인
cease 중지하다, 그만두다
permanent 영구적인
organism 유기체
disintegration 분해
tissue 조직
irreversible 돌이킬 수 없는
irritable 성급한
prolong 연장하다
reanimate 소생하다
narcotic sleep 마취에 의한 수면
metabolism 신진대사
illustrate 설명하다
drain 빼내다
artery 동맥
blood pressure 혈압
respiration 호흡
set in 시작하다, 자리 잡다
artificial respiration 인공호흡

에서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은 우리의 뼈, 근육, 피, 세포막과 면역체계의
중요한 부분의 기본 블록을 구성한다. 비타민은 신체에 많은 화학적 반응
에 도움을 주고 과일과 야채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레몬, 브로콜리, 토마
토와 생 양배추에는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고 파파야에는 비타민 A가
함유되어 있으며 우유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다. (그래서 우유의 중요성
때문에 소의 가격이 극적으로 올랐다.) 미네랄 그 자체는 에너지를 생산
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인간 기능을 수행하고 수분 균형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수분은 우리의 몸이 피를 깨끗이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용
매와 윤활유의 역할을 한다. 정상적인 사람은 피를 순환시키기 위해 적어
도 매일 8잔의 물을 소비해야 한다. 하지만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최고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해결
책은 건강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데에 있다.

Explanations
1.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① 그러나 그들은 말하는 것처럼 현명하게 먹는 것 같지 않다
② 그들 대부분이 영양 제품만을 먹는다
③ 그리고 그렇게 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④ 그래서 그들은 영양기준을 암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⑤ 그래서 요즘 많은 채식주의자들이 존재한다
문맥상 역접의 내용이 있는 문장이 와야 한다. 따라서 ①이 정답이다.
2. (a)~(e) 중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이 글은 인체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가 있는 음식과 그것에 대

CHAPTER • 09

|

47

한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④에 나와 있는 우유의 가격은 이 글
전체 흐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3. 이 기사는 무엇을 설명하는가?
① 어떻게 빨리 살을 빼고 그것을 유지하는지
② 비타민과 신체부분의 설명
③ 나쁜 영양분과 좋은 영양분에 대한 설명
④ 건강한 음식에 대한 예를 들기
⑤ 올바른 영양분을 섭취하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조언
이 글은 인체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가 있는 음식과 그것에 대
한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4. 밑줄 친 fuel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① 연료 가격은 매년 오르고 있다.

Review
A.
1. glow
3. directly
5. controversy
7. collision
9. treat
11. deceased
13. divide
15. prolong
17. significance
19. circulate

2. light bulb
4. blood vessel
6. aftermath
8. acknowledge
10. devote (to)
12. placate
14. organism
16. drain
18. membrane
20. maintain

② 연료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 중의 하나이다.
③ 우리 애완동물들은 뛰어다니기 위해 에너지원이 필요했다.
④ 그는 연료 탱크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⑤ 연료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의 집은 몹시 추웠다.
밑줄 친 fuel의 의미는‘에너지원’
이므로 ③이 정답이다.

Word
peer pressure 동료 집단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압력
occupation 직업
health status 건강상태
contain 함유하다
nutrient 영양분
carbohydrate 탄수화물
lipid 지방질
balanced diet 균형식
blood pressure 혈압
yield 생산하다
synthesize 합성하다
repair 치료하다
vital cell 생체 세포
consume 섭취하다
constitute ~을 구성하다
membrane 막, 세포막
immune system 면역체계
vast 굉장한, 엄청난
significance 중요성
solvent 용제, 용매
lubricant 윤활유
circulate 순환시키다
ultimate solution 궁극적인 해결책
maintain 유지하다
on a regular basis 정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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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투명한 물질
3. ~의 수
5. 촉발하다
7. 피할 수 없는
9. 무시무시한
11. 면역체계
13. 호흡
15. 혈압
17. 용제, 용매
19. 균형식

2. 먼 곳에서
4. 반사하다
6. 다투다
8. 제시하다
10. 개최하다
12. 줄이다
14. 시작하다, 자리 잡다
16. 주사기
18. 섭취(소비)하다
20. 건강 상태

C.
1. ①

2. ①

3. ②

D.
1. 나는 내 여동생이 요리를 하면서 부엌에서 플루트를 부는 것을 들었다.
2. 그의 성공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자신을 낙오자로 본다.
3. Group leaders must learn this lesson and put it into
practice in order to achieve productive and positive
results.
E.
1. ③

2. ②

3. ④

4. ②

2. distinct

3. treat

4. threats

F.
1. extinct

CHAPTER

10
③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Preview

④ 그들은 부정주의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⑤ 위의 그 어느 것도 아니다.

Word • Mini Quiz
1. f
3. a
5. c
7. yelled
9. approximately
11. assumed

2. d
4. e
6. b
8. aggressive
10. axis

이 글의 도입부분에 Great thinkers and philosophers have
disagreed on many matters, but they mostly agree on one
point:“We become what we think about.”
이라고 되어 있다. 따
라서 정답은 ②이다.
2. 이 글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나?
① 우리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한다.
② 사상가들과 철학가들은 항상 정확하다는 것을 명심해라.

Grammar • Mini Quiz

③ 어떤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1. because → because of
2. exhausted

④ 우리는 우리 생각에 의해 좌우된다.

3. is

⑤ 다른 사람을 우롱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같은 식으로 당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의 중요 포인트는“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다. 따
라서 정답은 ④이다.

Unit 1

Word

Answers
1. ②

2. ④

Translation
위대한 사상가들과 철학자들은 많은 문제들에 대해 의견이 달랐지만 대
부분 한 요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
다.”Ralph Waldo Emerson은 한 번 이렇게 이야기했다,“사람은 그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것이다.”로마의 황제 Marcus Aurelius는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사람의 인생은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성경에서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생각한 대로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그의 아들 집을 방문하고 있었다. 그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그의 손자가 장난으로 할아버지의 콧수염에 지독한 냄새가 나는 치즈
한 조각을 놓았다. 곧 할아버지는 깨어났고 소리 질렀다,“이 방 냄새가
지독하군.”그래서 그는 다른 방에서도 냄새가 나는지 보기 위해 집안의
모든 방을 조사했다. 모든 방에서 똑같이 냄새가 났다. 그래서 그는 집 밖
으로 나갔지만 지독한 냄새는 없어지지 않았다. 절망하여 그는“전 세계
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군!”
이라고 소리쳤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바로 그 노인과 같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과 우리가 보는 모
든 사람은 우리 생각에 있는 그 향기를 지닌다.

Explanations
1. 위대한 사상가들과 철학자들이 동의하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①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한다.
②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thinker 사상가
philosopher 철학자
disagree on ~과 의견이 다르다, 의견이 맞지 않다
matter 문제, 주장, 진술
agree on ~에 공감하다, 동의하다
put it this way 이렇게 말하다
take a nap 낮잠 자다
stinky-smelling 고약한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mustache 콧수염
yell 소리치다
examine 살피다, 검사하다
go away 사라지다
desperately 절망적으로, 자포자기가 되어
scent 냄새
Drill 1 • Grammar
1. 확실히 아시아 사람들은 그들이 슬플 때조차도 예의를 지키려고 웃지
만, 그러한 행동이 그들에게 특별한 것인지 의문이다.

2. 그녀가 온다면 나도 갈 것이지만, 그녀가 올지 안 올지 나는 모른다.
3. The fire fighters did not know if the fire started in the
basement or the kitchen.
Drill 2 • Translation
1. 위대한 사상가들과 철학자들은 많은 문제들에 의견이 달랐지만 대부분
한 요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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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agree나 disagree 뒤에 내용이 올 때는 전치사 on을 쓴다.

2. 로마의 황제 Marcus Aurelius는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사람의 인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①은 주제라기보다는 현상을 이
야기한 것이다. ②는 마약중독자는 하나의 보기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생은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구

서 위험한 것이고, 글쓴이는 이 점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며

put it this way 이런 식으로 표현[생각, 설명]하다 / make

of ~으로 만들다, ~이라고 생각하다
3. 그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그의 손자가 장난으로 할아버지의 콧수염
에 지독한 냄새가 나는 치즈 한 조각을 놓았다.
해설 앞에 나온 as는 접속사로 때를 나타내어‘~하고 있을 때’
의의

미로 쓰였으며 뒤에 나온 as는 전치사로 쓰여‘~로서’
의 의미로 쓰였
다. cheese는 물질명사로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앞에 단위를 표시하

항목에 해당될 뿐이다. ③은 탐욕의 대표적인 형태를 단정 짓는 글은
아니다. 두 욕구를 예로 다룰 뿐이다. ⑤는 하나의 분석에 해당된다.
2.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 글의 마지막 문장에 The many who do not have the money
to buy drugs rob, assault, or even kill in order to get the
necessary means.라고 하고 있으므로 ④가 본문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는 명사 a piece of와 함께 쓰였다.

Word
4.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과 우리가 보는 모든 사람은 우리 생각에 있
는 그 향기를 지닌다.
해설 형용사절 we experience와 we see는 각각 명사 everything,

every person을 수식한다. in one’
s mind는‘~의 마음속에’
이다.

Unit 2
Answers
1. ④

2. ④

Translation
진실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필요한 것만 욕심을 낸다는 것이 아니
라, 우리 문화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이 많다는 것이다. 더 많은 식
량, 술, 재산, 권력, 그리고 명성에 탐욕을 부리는 것이다. 탐욕의 하나의
형태인 과식은 종종 억압의 상태 때문에 야기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
다. 또, 구매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것도 억압된 기분으로부터 탈출하
려는 하나의 시도라고 잘 알려져 있다. 과식이나 (물건을) 사는 행동은
내적 공허감을 채우려는 상징적 행동으로, 이렇게 해서 순간적으로나마
억압된 감정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탐욕은 열정인데, 다시 말하자면, 그
것은 에너지로 충전되어 무자비하게 사람을 자신의 목표의 성취를 향하
여 몰고 가는 것이다. 우리의 문화에서 탐욕은 모든 사람을 소비자로 변

possession 재산
depression 억압 (상태)
compulsive 강제적인, 억지의
depressed mood 억압된 기분
that is to say 다시 말하자면
relentlessly 무자비하게
attainment 달성, 획득, 도달
reinforce 강화하다
measure 수단
transform 바꾸다, 변형시키다
necessary means 필요한 수단
drastic 철저한, 과감한
drug addict 마약 중독자
assault 폭행하다
Drill 1 • Grammar
1. 습관이란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행하는 방식이다. 습
관은 어떤 것을 여러 번 행한 후에 습득되고 형성된다. 당신이 생각하
지 않고 행하는 거의 모든 것은 습관이다.

2. 물리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치 날개를 자라게 해서 나는 것
과 같다.

3.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helpful in finding a
job.

화시키기 쉬운 모든 그러한 수단에 의해 크게 강화되고 있다. 물론 탐욕
스러운 사람은 자기가 욕심내는 것을 살 돈이 충분하다면, 공격적이 될

Drill 2 • Translation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필요한 수단이 없는 탐욕스러운 사람은 자신의 욕구

1. 진실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필요한 것만 욕심을 낸다는 것이 아

를 만족시키고 싶다면 공격해야 한다. 이러한 공격의 가장 심한 예가 마

니라, 우리 문화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이 많다는 것이다. 더 많

약에 대한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마약중독자이다. 마약을 살 돈이 없는

은 식량, 술, 재산, 권력, 그리고 명성에 탐욕을 부리는 것이다.

수많은 (중독된) 사람들은 필요한 수단을 얻기 위해 강도, 폭행, 심지어

어구

살인마저 한다.

Explanations
1.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탐욕의 본성을 다룬 글이라서, 이것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이 답이 된
다. 특히 욕구충족을 이루지 못하는 탐욕은 공격적이 되기 쉬운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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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dy for ~에 욕심이 많은, ~을 탐내는

2. 과식이나 (물건을) 사는 행동은 내적 공허감을 채우려는 상징적 행동
으로, 이렇게 해서 순간적으로나마 억압된 감정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해설 동명사 eating, buying 그리고 filling은 모두 전치사 of의 목적어

로 쓰였다. for the moment는‘우선, 잠시 동안, 당장에는’
의 뜻이다.

3. 물론 탐욕스러운 사람은 자기가 욕심내는 것을 살 돈이 충분하다면,
공격적이 될 필요는 없다.

해설 doesn’
t need to는‘~할 필요가 없다’
의 의미로 doesn’
t

have to와 같은 표현이다. to buy는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앞의 명사 money를 수식하여 해석할 수 있다.

4. 그러나 필요한 수단이 없는 탐욕스러운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
키고 싶다면 공격해야 한다.
해설 관계대명사 who는 앞의 the greedy person을 수식하고 있으

며‘~하는’
으로 해석한다. 주어구(a greedy person ~ means)가
길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Unit 3
Answers
1. ③

approximately 대략, 대체로
comprise ~으로 이루어지다
genera (genus의 복수) [생물] 속(屬)
mammal 포유류
capable of ~할 수 있는
evolve 진화하다
acoustic 청각의, 음파를 사용하는
orientation 지향, 방위 측정
refer to ~라고 부르다
technical term 전문용어
echolocation 반향 위치 결정법
inhabit 서식하다
pest 해로운 것, 해충
Drill 1 • Grammar

2. ⑤

1.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외국어로 핸드폰 통화를 하려 하는 것이 어려
운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어려움에는 상당한(정당한) 이유가 있다.

Translation

2. 아마도 4살일 것 같은 어린소년이 엄지손가락을 빨며 감방 구석에 있

세상에는 적어도 천 가지 다른 종의 박쥐가 있다. 박쥐는 익수류 목에 속

었다. 애가 안쓰러웠다.“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 거니?”
라고 물었다.

한다. 세계의 많은 박쥐들이 북미대륙에 걸쳐 산다. 미국에는 15속(屬)의

“자유.”
라고 꼬마가 말했다. 그는 자유를 말할 수조차 없었지만 그는

박쥐로 구성된 약 44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쥐들은 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포유동물이다. 게다가 박쥐의 대부분의 종은 청각 지향

그것 때문에 감옥에 있었다.

3. There is a man who wears only one sock.

의 기관을 진화시켰는데, 그것은 종종‘박쥐 레이더’
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한 기관에 대한 기술적인 용어는 반향 위치 결정법이라고 한다. 11

Drill 2 • Translation

속(屬)과 18종 이상의 어떤 박쥐들은 남서쪽 사막에 산다. 통칭 마스티프

1. 세상에는 적어도 천 가지 다른 종의 박쥐가 있다.

박쥐인 대부분의 큰귀박쥐는 서쪽의 소노란 사막과 치화환 사막에 살지
만 그들은 다른 대륙에서도 발견된다. 그들은 또한 불독과 얼굴이 비슷하
기 때문에 불독박쥐라고도 불린다. (불독박쥐는 많은 사람들이 해충이라
고 생각하는 곤충들을 먹는다.) 과(科)에는 약 85종의 박쥐가 있다.

2. 미국에는 15속(屬)의 박쥐로 구성된 약 44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설 approximately는‘대략, 약’
이라는 의미이며, 같은 표현으로는

about, roughly, nearly가 있다.

Explanations
1. 이 글은 주로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있나?
① 박쥐의 거주지에 대한 설명
② 박쥐의 움직임
③ 불독박쥐를 포함한 박쥐 종의 설명
④ 박쥐의 신체 구조

3. 게다가 박쥐의 대부분의 종은 청각 지향의 기관을 진화시켰는데, 그것
은 종종‘박쥐 레이더’
라고 불리기도 한다.
해설 과거분사 referred는 which is referred의 줄임말로 앞의 a

system of acoustic orientation을 보충수식하고 있다.

4. 그들은 불독과 얼굴이 비슷하기 때문에 불독박쥐라고도 불린다.
어구

resemblance to ~와 닮음

⑤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보호
이 글은 박쥐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서식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
라서 정답은 ③이다. ⑤는 이 글에 언급되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정보
의 단편만을 제시했을 뿐이다.

Unit 4

2. (a)~(e) 중, 이 글의 흐름상 어색한 것은?
이 글은 박쥐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서식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Answers

(e) 문장은 이 글 흐름상 어긋난다.

1. ④

2. ②

3. ④

4. ③

Word

Translation

order [생물] (동식물 분류상의) 목(目)
Chiroptera 익수류(翼手類)

우리가 최근에 정보시대로 들어섰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휴대전화
와 인터넷과 텔레비전의 범람으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소식이 먼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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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해지지 않는 단순한 세상에 살았다고 잘못 생각한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정보가 공유되었는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
에 매스미디어가 우리 시대를 과거와 다르게 만든다고 추정하는 것은 타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 올림픽은 페르시아인에 대한 아테네의 승리
의 소식을 가져온 그리스 병사를 기념하여 행해진다. 우리 대부분은 통신
용 북, 연기 신호, 교회 종, 배의 깃발 같은 다른 많은 예들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의 원시성은 우리가 정보에 대한 지속적이고 즉각적
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세계, 즉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우리
의 느낌만을 확인할 뿐일 것이다.
모든 시대는 정보를 공유하는 수단을 갖고 있었다. 우리 시대를 (과거와)
다르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얻는 정보의 밀도가 아니라, 그것을 전해주는
과학 기술이다. 인공위성 덕택에 우리는 세계의 다른 쪽에서 일어나는 사
건에 대해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 파리에 있는 Benjamin Franklin이 필
라델피아에서 보내진 편지를 받는 데는 보통 다섯 주가 걸렸다. 그러나
거기 사람들에게 소식은 여전히 새로웠고 놀라웠다.

flood 범람하다, 가득 차다
ancestor 조상
inhabit 살다, 거주하다
innocent 단순한
valid 타당한, 정당한
assume 추정하다, 추측하다
distinct 다른, 별개의
relatively 상대적으로
come up with 떠오르다, 생각이 나다
primitiveness 원시성, 원시적인 것
confirm 확인하다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density 밀도
transmit 전하다, 전송하다
satellite 인공위성
instantly 즉각적으로

Explanations
1. 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보의 가치는 속도에 좌우된다.

Unit 5

② 우리는 정보의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③ 오래된 정보조차도 우리 모두에게 이롭다.
④ 모든 시대는 사실상 정보시대이다.

Answers

⑤ 우리는 부정확한 정보에 쇄도당하고 있다.

1. ④

2. ②

3. ⑤

4. ⑤

이 글은 각 시대마다 시간은 소요되었을지 모르지만 각각의 정보 교환
의 수단이 있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2. (a)~(e) 중, 밑줄 친 a means of sharing information에 해당하지

Translation
왜 다른 나라들은 한 계절 밖에 없는 반면 어떤 나라들은 사계절이 있는
가? 어떻게 낮과 밤이 바뀌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지구는 태양 주위를

않는 것은?
(a), (c), (d), (e)는 모두 정보 교환의 수단을 의미하는데 반해, (b)는

돈다. 지구의 축은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다르게 측정된다. 지구가 태양의 왼쪽에

마을을 나타내고 있다.

있을 때 북반구는 남반구보다 태양에서 더 멀리 있다; 지구가 태양의 오

3. 이 글에 가장 적절하게 맞는 답을 고르시오.

른쪽에 있을 때 남반구는 북반구보다 태양에서 더 멀리 있다. 그러므로

(A)에는‘가정하다’
의 뜻인 assume이 들어가야 한다. consume은

북반구에서 여름이면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은 겨울을 보낸다.

‘소비하다’
의 뜻으로 문맥상 맞지 않는다. (B)에는 의문문이 문장 중

태양 주위에 지구의 공전 운동에 의해 계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간에 있는 간접의문문의 형태로 <의문사+주어+동사>의 형태로 와야

축을 중심으로 한 지구의 회전은 우리에게 낮과 밤을 준다. 더 잘 이해하

한다. 따라서 how information was shared가 정답이다. (C)에는

기 위해서 간단한 과학실험을 해 보자. 첫째로 당신은 램프 한 개, 사과

뉴스가 놀랄(surprised) 수는 없으므로 놀라운(surprising)이 들어가

한 개, 뜨개바늘 한 개를 준비해야 한다. 준비가 되면 방 한 가운데에 램

야 한다.

프를 두어라. 램프는 태양을 나타내고 사과는 지구를 나타낸다. 이제 사

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① 결국에

② 하지만

④ 그래서

⑤ 며칠 후에

과에 뜨개바늘을 찔러 바늘이 지구의 축을 나타내도록 한다.
③ 사실

문맥상 In fact(사실)가 가장 알맞다. 나머지는 문맥상 맞지 않는다.

심으로 돌며 지구 대부분에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햇빛을 주게 된다. 지
구의 한 쪽이 햇빛이 있는 반면 다른 쪽은 햇빛을 전혀 받지 못한다. 그것
간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만약 당신이 바늘을 수직선으로부터

claim 주장
recently 최근에
information age 정보시대
misleading 오해하게 하는

|

떻게 지구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지 보여 준다. 지구는 매일 축을 중

이 경도 차이가 시간 차이를 일으키는 이유이다. 하지만 지구의 축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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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뜨개바늘을 돌려 사과가 바늘 위에서 돌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은 어

JUST Reading HR • 3

23.5도 각도로 한쪽으로 기울게 하는 동시에 램프 주위에 사과를 돌린다
면 당신은 사과의 밑이 계속해서 어둠을 유지하는 반면에 방 한쪽에서 램
프가 사과의 꼭대기 부분에서 계속 빛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대의 상황이 방의 다른 쪽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극 중에서 한 극에 있으면 반 년 동안 완전 암흑에 있을 것이지만 다른 반
년 동안은 계속적인 낮에 있을 것이다.

Explanations
1.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당한 답을 고르시오.
① 지구는 무엇인가에 의해 생성되었다
② 우리는 정확한 위치를 측정할 수 없다
③ 태양은 지구를 밀어낼 정도로 뜨겁다
④ 지구의 축은 약간 기울어져 있다
⑤ 지구의 순환은 불규칙적이다

orbit motion 공전운동
rotation 회전, 순환
knitting needle 뜨개바늘
represent 상징하다, 나타내다
stick 찔러 넣다, 고정시키다
an amount of 상당한, 상당한 양의
longitudinal 경도의, 경선의
perpendicular 수직선, 수직의 위치
vice versa 반대로, 거꾸로
axis (회전체의) 축
tilt 기울다

문맥상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당한 답은 ④이다. 나머지는 문맥상 답
이 될 수 없다.
2. 왜 낮과 밤이 생기는지에 대한 이유를 고르시오.
① 태양 주위를 공전

② 축을 중심으로 한 지구의 회전

③ 월식

④ 일식

Review

⑤ 지구의 공전

A.

첫 번째 문단에 How do day and night change? As we know,

1. philosopher
3. mustache
5. overcome
7. satisfy
9. at least
11. technical term
13. flood
15. fundamentally
17. tilt
19. longitudinal

the Earth circles around the Sun.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정답
은 ②이다.
3. 지구의 축이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① 1년 동안 두 계절만이 있을 것이다.
② 계절이 불규칙적으로 바뀔 것이다.
③ 기온이 대부분의 시간에 약 23도가 될 것이다.
④ 지구가 더 빨리 회전할 것이다.
⑤ 북반구와 남반구는 같은 계절을 가질 것이다.
첫 번째 문단에 지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의 왼쪽에
있을 때 북반구는 남반구보다 태양에서 더 멀리 있게 되어 북반구에서
여름이면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은 겨울을 보낸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지구의 축이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북반구와 남반구가 같은 계절을 가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이 글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가?
① 북반구와 남반구의 차이점을 명백하게 설명하기
② 태양의 중요성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③ 어떻게 지구의 회전에 대한 실험을 준비하는지
④ 어떻게 간단하게 지구에서 실험을 준비하는지
⑤ 밤과 낮의 반복 그리고 왜 사계절이 있는지
이 글은 사계절과 밤과 낮의 변화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것

2. take a nap
4. go away
6. passion
8. drug addict
10. evolve
12. pest
14. ancestor
16. instantly
18. seasonal
20. vice versa

B.
1. ~에 공감하다, 동의하다
3. 문제, 주장, 진술
5. 무자비하게
7. 강제적인
9. ~라고 부르다
11. 비슷함
13. 다른, 별개의
15. 원시성, 원시적인 것
17. 공전운동
19. 상징하다, 나타내다

2. 사상가
4. 살펴보다, 검사하다
6. 수단
8. 폭행
10. 청각의
12. 서식하다
14. 확인하다
16. 인공위성
18. 회전, 순환
20. 주변을 돌다

들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간단한 실험설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C.
1. ①

2. ④

3. ④

Word
circle around 주변을 돌다
measure 재다, 측정하다
northern hemisphere 북반구
southern hemisphere 남반구
seasonal 계절에 따른

D.
1. 유리병은 열지 않아도 그 내용물을 보여 줄 수 있다.
2. 부모들이 자식들을 스포츠 캠프에 보낼 때, 부모들은 돌보아야 하고,
코치들이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 코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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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한다.

F.

3.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we should study
English.

1. transmits
3. compulsive

2. transformed
4. impulsive

E.
1. ①

2. ④

CHAPTER

3. ③

11
(A) 그러나 자신을 억지로 밀어붙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후원 단체가

Preview

고립 상태에 대한 좋은 치료법이 된다. 그들은 안전하고 통제된 방식으로
교제의 기회를 제공한다.

Word • Mini Quiz
1. d
3. e
5. a
7. protects
9. technology
11. destroyed

2. c
4. f
6. b
8. control
10. revealing
12. dense

Explanations
1.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어진 문장에는 고립 상태에 처할 때의 괴로움이 설명되어 있다. 흐름
상 이러한 고립 상태는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내
용을 담은 (B)가 다음에 와야 한다. (C)는 이러한 고립 상태를 자신의
의지를 통해 치유한 사례로 제시되어 있고, (A)는 그러한 의지가 없는
경우 다른 사람들의 후원이 치료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Grammar • Mini Quiz
1. are → is

2. cleaning

3. It

2. 이 글에 가장 알맞은 제목을 고르시오.
① 좋은 동료와 어울리기
② 마인드 콘트롤의 방법
③ 고립의 상태와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

Unit 1

④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기
⑤ 억제의 단점
이 글은 고립 상태의 괴로움과 문제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 가지의

Answers
1. ③

2. ③

Translation
고립 상태가 주는 가장 힘든 면 중 하나는 표현의 출구가 없다는 것이다.
화가 나면 당신은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를 수 있다. 슬프면 당신
은 울 수 있다. 하지만 고립 상태는 출구가 없는 방 안에 있는 것과 같다.
(B) 그리고 그곳에 오랫동안 갇혀 있을수록 고통과 슬픔을 함께하는 것
은 더 힘들어진다. 고립 상태에서는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이 지배하며,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가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 너머로 삶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
(C) 일부 사람들은 서서히 세상 속으로 자기 자신을 몰고 가는 일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한다. 한 사례에서, 어떤 여성은 친구들과
강제로 괴로운 점심식사를 네 번 한 후에 다섯 번째 점심식사에서 어떤
농담을 듣고 갑자기 웃게 되면서 그 식사를 즐기게 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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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Word
tough 힘든
isolation 고립, 격리
expressive exit 표현의 출구
with no way out 출구가 없는
support group 후원 단체
cure 치료
opportunity 기회
connection 교제, 사귐
control 통제하다
despair 절망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imprison 가두다

Translation

drive 몰고 가다
miserable 괴로운, 비참한

현재 목판을 보존하고 있는 건물은 1488년에 건축되었다. 그 이후 해인
사는 두 번의 화재를 겪었다. 그때마다 화재는 8만 개의 목판을 보유하고

Drill 1 • Grammar

있는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들을 파괴해버렸다. 믿을 수 있는가? 그 건

1. 우리가 동물에 대해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그 동물들이 살아나가

물은 해발(해발 0미터)과 가야산 정상 1,500미터 사이의 (해발) 750미

야 할 생활에 얼마나 훌륭히 적응하는지를 더욱 더 많이 우리는 이해

터에 위치한다. 그 결과, 산 정상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와 계곡바닥에서

한다.

불어오는 따뜻한 공기가 만나 뒤섞이면서 목판을 보존하기에 아주 좋은

우리가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인다. 아무리 돈

상태를 만들어낸다. 최근에 목판을 보존하기 위한 새 건물이 세워졌다.

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더 가지고 싶어한다.

이 건물은 옛날 건물을 개량하기 위해 최신 과학을 이용했다. 그렇지만

3. The longer he waits to take a shower, the smellier
he becomes.

실험에 의하면 수백 년 전 스님들이 과학적 지식도 없이 계획했던 낡은

2.

건물이 새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오래된 건물들은 정말로
훌륭하다.

Drill 2 • Translation
1. 고립 상태가 주는 가장 힘든 면 중 하나는 표현의 출구가 없다는 것

1.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이다.
해설 첫 번째의 of는 전체 중의 일부 또는 부분을 나타내‘~중의, ~

글이 흐름으로 보아, 해발 750미터라는 중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좋

의 (일부)로’해석한다. 따라서 one of는‘~중의 하나’
의 의미로 쓰

은 보존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른 곳에는 글의

이며 뒤에 복수명사를 수반한다. 두 번째의 of는 소유, 소속을 나타내

연결로 보아 모두 어색하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의, ~에 속하는’
의 의미로 쓰였다. a lack of은‘~의 부족(결핍,
결여)’
의 의미로 여기서의 of는 관용 어구에 쓰인 of이다.

2.

Explanations

하지만 고립 상태는 출구가 없는 방 안에 있는 것과 같다.

2. 이 글에 가장 알맞은 주제를 고르시오.
이 글의 중요 포인트는 맨 마지막 문장 Great was the old building.
이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②이다.

해설 feel like -ing는 원래‘(동명사)를 하고 싶다’
의 뜻이지만 여기

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면 문맥에 맞지 않는다.‘(동명사)라는 느낌(생

Word

각)이 들다’
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no way out는‘출구 없음, 방

as a result 그 결과(로서)
valley floor 계곡바닥
good condition 좋은 상태
preserve 보존하다
wooden block 목판
destroy 파괴하다
be located ~에 위치하다
mid-way 중간
sea level 해발
monk 수도승, 수사

법이 없음,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
이다.

3. 그리고 그곳에 오랫동안 갇혀 있을수록 고통과 슬픔을 함께하는 것은
더 힘들어진다.
해설 <the + 비교급 ~, the + 비교급 ...>은‘~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다’
의 의미로 앞의 비교급이 뒤의 비교급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상황이나 상태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뜻한다. get stuck은‘~에 갇히
다, ~에 빠지다’
이다.

4. 한 사례에서, 어떤 여성은 친구들과 강제로 괴로운 점심식사를 네 번
한 후에 다섯 번째 점심식사에서 어떤 농담을 듣고 갑자기 웃게 되면
서 그 식사를 즐기게 되었다고 전했다.
해설 forced는‘억지로 하는, 강요된’
이며, 대명사 one은 여기서

lunch를 뜻한다. find oneself는‘자기가 (어떤 장소, 상태에) 있음
을 알다’
이다.

Drill 1 • Grammar
1. 먹을 충분한 음식과 집이라 부르는 안전한 곳을 가진 어린이는 행복하
다. 세계 주위의 많은 어린이들은 이들 어린이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
는 것들을 가지는 것에 관해 꿈을 꾼다.

2. 내가 어머니에게 크리스마스에 집에 갈 것이라고 말했을 때 어머니의
기쁨은 굉장했다. 3년을 떨어져 있다가, 우리는 그런 특별한 날에 마
침내 만나려 했다.

Unit 2

3. Sad are those who do not do their best.

Answers
1. ③

Drill 2 • Translation
2. ②

1. 그때마다 화재는 8만 개의 목판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들을 파괴해버렸다.
해설 each time은‘매번, 언제나, 그때마다’
로 같은 표현으로 every

CHAPTER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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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이 있다. 대명사 one은 앞의 명사(building)를 가리킨다.

2. 이 건물은 옛날 건물을 개량하기 위해 최신 과학을 이용했다.
해설 to try는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여‘~

인도에서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훔쳤다고 책망함으로써 딸꾹질하는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두려워하게 하곤 했다고 했지 딸꾹질을 멈추기
위해 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고는 하지 않았다. 따라서 답은 ③이다.

하기 위해’
의 의미로 쓰였다. try to는‘~하려고 애쓰다’
이며,
improve on은‘~을 개량하다’
이다. 대명사 one은 여기서도 명사
building을 가리킨다.

3. 그렇지만 실험에 의하면 수백 년 전 스님들이 과학적 지식도 없이 계
획했던 낡은 건물이 새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해설 실험이 보여 준 것보다 건물이 세워진 것이 더 먼저 일어난 일이

므로 대과거 had planned로 쓰였다. hundreds of는‘수백의, 수많
은’
이며, the new one의 대명사 one도 building을 가리킨다.

Unit 3
Answers
1. ②

2. ③

Word
home remedy 자택요법
get rid of ~을 제거하다, 없애다
hiccup 딸꾹질
spit 침
Lord’s Prayer 주기도문
recite ~을 암송하다, 낭독하다
accuse 비난하다, 책망하다
blood vessel 혈관
nerve 신경
intestine 창자, 장
lung 폐
respond (자극 등에) 반응하다
stimulus 자극, 자극하는 것
reflex 반사작용
windpipe 기관, 숨통

Translation
딸꾹질을 멈출 수 있는 많은 자택요법이 있다. 영국에서는 딸꾹질을 멈추
기 위해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에 침을 묻히고 거꾸로 주기도문을 암송하
면서 왼쪽 신발 위에 세 번 십자가를 긋는다. 인도에서는 사람들은 무엇
인가를 훔쳤다고 책망함으로써 딸꾹질하는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두려워
하게 하곤 했다. 딸꾹질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의 조직이 취하는
생리작용의 결과로 일어난다. 인체 내에는 혈관, 신경, 장, 위, 폐 등과 같
은 많은 기관이 있다. 대부분의 신체 기관은 그러한 기관이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조직의 도움으로 움직이거나 작동한다. 이러

Drill 1 • Grammar
1. 한국인은 세계에서 움직이는 금속활자를 사용했던 최초의 국민으로
밝혀졌다. 한국인은 1450년 구텐베르크가 그의 것을 발명하기 약
200년 전에 금속활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2. 그는 결코 어떤 돈도 쓰지 않기 때문에 인색하다고 불려진다.
3. 이 아파트 건물은 너무 헐었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불린다.
4. She is thought beautiful and charming by most
people.

한 기관의 반응은‘무조건 반사’
라고 부른다. 무조건 반사는 모든 다른
신체기관에서 일어나지만 그것들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것

Drill 2 • Translation

들은 자극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다. 때때로, 자극이 다르게 또는 실수로

1. 영국에서는 딸꾹질을 멈추기 위해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에 침을 묻히

(예를 들어 물이나 음식이 기관으로 들어가는 것) 일어날 때 자극에 따른

고 거꾸로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왼쪽 신발 꼭대기에 세 번 십자가를

반사는 신체가 문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반사가 문제를

긋는다.

바로잡는 것을 실패하면 딸꾹질이 생기는 것이다.

해설 to stop은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멈추기

위해서’
로 해석한다. reciting은 분사구문으로 동시동작을 나타내어

Explanations
1. 언제 딸꾹질이 생기나?

‘암송하면서’
로 해석한다. as he or she recites로 바꿔 쓸 수 있다.

2. 딸꾹질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의 조직이 취하는 생리작용의

① 몸이 두렵거나 놀랐을 때

결과로 일어난다.

② 신체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할 때

어구

③ 사람들이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에 침을 묻힐 때
④ 혈관이 제대로 순환되지 못할 때
⑤ 위의 모두
이 글의 상단부분에 A hiccup occurs as the result of an action
one’
s organs take to protect themselves.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
서 정답은 ②이다.
2. 다음 중 이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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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result of ~의 결과로서

3. 대부분의 신체 기관은 그러한 기관이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 것을 가능
케 하는 조직의 도움으로 움직이거나 작동한다.
해설 <with the help of + 명사>는‘(명사)의 도움으로, (명사)의 힘

을 빌려서’
이다. 주격 관계대명사 which 이하의 문장은 system을
보충 설명한다. respond to은‘~에 반응하다’
이다.

4. 때때로, 자극이 다르게 또는 실수로 (예를 들어 물이나 음식이 기관으
로 들어가는 것) 일어날 때 자극에 따른 반사가 신체가 문제를 바로잡

는 데 도움을 준다.

④ 아프리카 여행 보고서

해설 by mistake은‘실수로’
이며, 반대 표현은 on purpose이다.

⑤ 아프리카와 그 탐험에 대한 설명

corresponding은 that(혹은 which) is corresponding을 줄인 말

이 글은 주로 아프리카와 아프리카 탐험과 탐험가 그리고 아프리카에

로서 앞의 명사 the reflex를 수식하고 있다.

대한 발견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글의 주제는 ⑤‘아프리카와
그 탐험에 대한 설명’
이다.
4. 이 글에 가장 적당한 두 구문을 고르시오.
① 왜 유럽 사람들을 불렀는지 … 누가 아프리카를 성공적으로 탐험했

Unit 4

는지
② 왜 유럽 사람들이 불렀는지에 대한 이유 … 성공적으로 아프리카를

Answers
1. ③

탐험했다

2. ②

3. ⑤

4. ③

③ 왜 유럽 사람들이 불렀는지 … 누가 아프리카를 성공적으로 탐험했
는지
④ 언제 유럽 사람이 불렀는지 … 무엇이 아프리카를 성공적으로 탐험

Translation
아프리카는 대서양, 인도양, 지중해, 홍해에 둘러싸인 거대한 대륙이다.
그것은 적도가 지나가는 유일한 대륙이다. 그 결과로 북회귀선과 남회귀
선 또한 그 대륙을 지나간다.
탐험가들은 항상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한다. 북쪽의
사하라 사막과 남쪽의 칼라하리 사막의 2개 사막은 멀고 넓게 퍼져 있다.
(그 기후 때문에 이 두 개의 사막을 탐험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수많은 독충들과 맹수들이 사는 빽빽한 밀림은 대륙을 걸쳐 곳곳에 있다.
강에는 많은 급류와 폭포가 있다. 그래서 그다지 많지 않은 탐험가들이
이 대륙을 탐험하는 데 성공했고 그것이 유럽인들이 아프리카를 검은 대

했는지
⑤ 언제 유럽 사람을 불렀는지 … 성공적으로 아프리카를 탐험했던 것
에
(A)에는 was의 보어가 될 수 있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 앞뒤 내용으로
보아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왜 검은 대륙이라고 부르는지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why Europeans called가 적절하다. why 앞
에 the reason이 생략된 것으로 보아도 된다. (B)에는 문맥상 brave
explorers를 설명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 이하가 들어가야 하므로
who successfully explored Africa가 되어야 가장 적절하다.

륙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15세기에 처음으로 아프리카의 외형은 유럽 선원들에 의해 지도로 만들
어졌다. 1497년에 Vasco da Gama가 인도로 가는 길에 희망봉을 일주
했다. 하지만 아프리카 전체 대륙이 탐험되어 발견된 것은 1930년이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니제르 강 수로를 따라가려고 했던
Mungo Park, 탕가니카 호와 빅토리아 호를 발견했던 Burton Speke
와 Grant, 나일 강의 원천을 발견하려고 했던 David Livingstone, 팀북
투를 찾아간 첫 번째 유럽인이었던 Rene Caille와 같은 성공적으로 아프
리카를 탐험한 용감한 탐험가들이 있었다.

Explanations
1.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밑줄 친‘ which’
가 의미하는 것은?
①강

② 사막

④ 호수

⑤ 대륙

③ 숲, 산림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 여기서 나온 관계대명
사 which는 명사(forests)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2. 이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Word
huge continent 거대한 대륙
Atlantic ocean 대서양
Indian Ocean 인도양
Red Sea 홍해
Equator (지구의) 적도
subsequently 그 후에, 그 다음에
Tropic of Cancer 북회귀선
Tropic of Capricorn 남회귀선
dense 밀집한, 빽빽한
numerous 매우 많은, 엄청난
poisonous 독을 함유한, 독성의
rapid 급류
waterfall 폭포
outline 윤곽, 외형
Cape of Good Hope 희망봉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의 기후 때문에 이 두 개의 사막을 탐험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
다는 내용은 앞뒤의 내용과 동떨어진다. 두 번째 문단은 아프리카 대
륙의 크기와 지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3.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
① 아프리카를 탐험하는 탐험가들의 고충
② 아프리카의 과거와 현재 비교
③ 검은 대륙의 크기

Unit 5
Answers
1. ④

2. ②

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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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T

(2) F

(3) F

⑤ 비록 그들은 다른 종이지만 서로 소통할 수 있다
(B)에서 초저주파음을 통한 의사소통은 기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

Translation

니라고 했다. 따라서 문맥상 다른 동물들도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초

(C) 초저주파음은 저음의 소리를 말하는데, 그 주파수는 인간의 귀에 들

저음을 사용한다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정답은 ①이다.

리는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특수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초저주파음이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지진과
천둥에서부터 기차와 지하 폭발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초저주파음
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밝혀냈다. 그래서 지진 경고와 지하 핵폭발 실험
의 탐지까지 가능한 것이다.
(A)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생물학자들로 하여금 미지의 세계인 동물 간
의 의사소통에 접근하게 함으로써 또 다른 이점을 갖는다. 수세기 동안,
생물학자들은 기린이 아프리카에 있는 조용한 거인이라고 믿었다. 그러
나 최근에 생물학자들은 이 기술로 인해 더 주의 깊게 들을 수 있게 되었
고, 비록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기린이 말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B) 초저주파음을 통한 의사소통은 기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지
난 수십 년에 걸쳐, 생물학자들은 고래, 코끼리, 그리고 몇몇 다른 동물들
도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초저음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의사소
통의 수단으로서의 이 초저주파음은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
리는 고음의 소리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간다. 그런 원거리 의사소통은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는 기린이나 코끼리 같은 동물에게는 필수적이다.

Explanations
1. (A), (B), (C)를 이어 하나의 글로 구성할 때 가장 적절한 순서는?
이 글은 주로 초저주파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도입부분에
는 초저주파음의 정의와 설명(C)이 들어가야 한다. 그 다음에는 초저
주파음을 사용하는 동물의 예가 오는 것이 적당한데 (A), (B) 중에서
문맥상 (A)가 먼저 오는 것이 적당하다. 따라서 정답은 ④ (C)-(A)(B)이다.
2.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문장을 완성할 때, 빈칸 (a)와 (b)에 들
어갈 말로 알맞은 것끼리 짝지은 것은?
→ Some animals communicate with each other using
infrasound that travels farther than higher-pitched sounds.
(어떤 동물들은 고음의 소리보다 더 멀리 가는 초저주파음을 사용하여

4. 참이면 T, 거짓이면 F를 쓰시오.
(1) T

새로운 기술은 사전에 재해를 사람들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F

생물학자들은 기린이 처음부터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3) F

고음의 소리는 초저주파음보다 더 멀리 간다.

(C)의 하단부분 These new technologies ~ tests를 보면 (1)이
‘참’
임을 알 수 있다. (A)의 중간부분 For centuries, biologists
believed giraffes were the silent giants of Africa.를 보면 (2)는
‘거짓’
이다. (B)의 하단부분에 it can travel a greater distance than
higher-pitched noise라고 되어 있으므로 (3)은‘거짓’
이다.

Word
technology 기술
benefit 이점
biologist 생물학자
unknown world 미지의 세계
giant 거인
infrasound 초저주파음파
over the last few decades 지난 수십 년에 걸쳐
extremely 매우, 몹시, 아주
low-pitched sound 저음
higher-pitched noise 고음
long-distance 장거리의
roam 돌아다니다, 떠돌다
frequency 주파수
range 범위, 한도
reveal 밝히다
thunderstorm 천둥
explosion 폭발
warning 경고, 주의, 경보
nuclear-explosion test 핵폭발 실험

서로 소통한다.)
① 소통하다 … 더 빈번하게

② 소통하다 … 더 멀리

③ 상호작용하다 … 더 빈번하게

④ 경쟁하다 … 더 멀리

⑤ 경쟁하다 … 더 빨리

Review

(B)의 Communication through infrasound is not limited to
giraffes. 그리고 it can travel a greater distance than higherpitched noise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a)에는 communicate(소통하
다), (b)에는 farther(더 멀리)가 들어가야 옳다.
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당한 답을 고르시오.
① 또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초저음을 사용한다
② 또한 거대한 무리에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한다
③ 아직도 그들의 의사소통 수단을 개발하고 있다
④ 식량 부족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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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cure
3. imprison
5. be located
7. wooden block
9. reflex
11. home remedy
13. rapid

2. miserable
4. isolation
6. sea level
8. as a result
10. stimulus
12. hiccup
14. equator

15. subsequently
17. frequency
19. biologist

16. dense
18. reveal
20. roam

C.
1. ②

2. ②

3. ③

D.
B.

1.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과 더 접촉을 많이 할수록, 사물이나 사상이 교

1. 연결, 교제, 사귐
3. 절망
5. 좋은 상태
7. 계곡바닥
9. 암송하다, 낭독하다
11. 신경
13. 윤곽, 외형
15. 대서양
17. 범위, 한도
19. 장거리의

CHAPTER

2. 표현의 출구
4. 눈에 보이지 않는
6. 중간
8. 보존하다
10. 비난하다, 책망하다
12. 창자, 장
14. 남회귀선
16. 독을 함유한, 독성의
18. 매우, 몹시, 아주
20. 초저주파음파

환될 가능성이 더 많다.

2. 미래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3. He is called a gentle and courageous man.
E.
1. ④

2. ④

3. ④

2. observed

3. protesting

F.
1. conserve
4. protect

12
Translation

Preview

불교신자들은 마음속에서 영적인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들은 명상과 업보가 그들을 열반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업보

Word • Mini Quiz
1. e
3. f
5. a
7. vital
9. contacted
11. mighty

2. d
4. b
6. c
8. ongoing
10. broadcasted
12. meditation

Grammar • Mini Quiz
1. One of the greatest benefits of this is (that) it lets in
light and provides protection from the weather at the
same time.
2. feeling / smelling / buying / knowing
3. anything

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상이나 벌로 정의될 수 있다. 업보란 간단하게 지
금 일어나는 일이 전에 일어났던 일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
다. 다른 사람들을 친절과 존경으로 대하는 행복한 사람은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좋은 업이라 부른다.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 사람은 학대받을 것이다. 이것을 나쁜 업이라 부른다. 부처는
자신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대신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에 3억 명 이상의 불교신자들이 있다.
비록 부처는 인도 왕자로 태어났지만 부분적으로 힌두교의 보급 때문에,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이슬람교의 번성 때문에, 불교는 8세기에 인도에서
영향력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과 믿음은 주로 중국, 한
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숭배되고 있다. 불교는 세계에서 주요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세력 중 하나가 되었다.

Explanations
1. 다음 중, 이 글의 밑줄 친 treat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① 이번에는 우리 가족이 한턱낼 차례야.
② 환자는 신약으로 치료되었다.

Unit 1

③ 우리 엄마는 나에게 햄버거를 사 주었다.
④ 그는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화가 났다.

Answers
1. ④

⑤ 나는 내 개가 말을 잘 들어서 먹을 것을 좀 주었다.

2. (1) True (2) False (3)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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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밑줄 친 treat는‘대하다, 대우하다’
의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해설 관계대명사 who는 제한적 용법으로 쓰여‘~한’
으로 해석하며

정답은 ④이다. ①, ③은‘한턱내다’
의 뜻으로 쓰였으며 ②는‘치료하

앞의 명사 people를 수식한다. 조동사 will의 앞부분 전체가 주어 구

다, 처치하다’
의 뜻이다. ⑤는‘한턱내기, 대접’
의 의미를 가진다.

문으로 주어 부분이 길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2. 참 또는 거짓을 쓰시오.

3. 비록 부처는 인도 왕자로 태어났지만 부분적으로 힌두교의 보급 때문

(1) T

8세기에 불교는 인도에서 영향력을 잃었다.

에,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이슬람교의 번성 때문에, 불교는 8세기에 인

(2) F

불교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과 업보가 자신들을

도에서 영향력을 잃었다.

열반으로 이끈다고 믿는다.

해설 even though는 양보의 부사절을 이끌며‘비록 ~하더라도, 설

(3) F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3백만 명 이상의 불교신자들이 있다.

사 ~하더라도’
라고 해석한다. 같은 표현으로 even if, although가

두 번째 단락에서 Even though Buddha was born an Indian
prince, Buddhism lost its influence in India by the 8th century
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1)은 참이다. 첫 번째 단락 상단부분에 불교신

있다.

4. 불교는 세계에서 주요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세력 중 하나가 되었다.
어구

one of + 복수명사 ~중의 하나

자들은 명상과 업이 그들을 열반으로 이끈다고 믿는다고 했다. 따라서
(2)는 거짓이다.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부분에 오늘날 전 세계에 3억 명
이상의 불교신자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3)도 거짓이다.

Unit 2

Word
Buddhist 불교도
meditation 명상, 묵상
karma 업보(業報), 인과응보, 숙명
Nirvana 열반, 극락
define 정의를 내리다
deed 행위, 행동
mistreat 혹사하다, 학대하다
Buddha 석가모니
influence 영향력, 세력, 위력
prevalence 보급, 널리 퍼짐
Buddhism 불교
Hinduism 힌두교
worship 숭배하다
moral 도덕적인
force 세력, 집단, 단체

Answers
1. ③

2. ④

Translation
특이한 상품만을 소개하는 것이 시장에서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시장을 구성하는 지역 사회에 적합한 상품을 제공함으
로써 시장에 대한 반응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각 국가, 지역 사회
와 개인이 독특한 특성과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
한다. 즉 그것은 지역적이고 개인적인 차이점들에 대한 예민함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하자면, 난제들 중의 하나는 단지“세계적인”측면만 너무 강
조하는 모든 것을 하나의 크기로 맞추는 전략을 피하는 것이다.“선진화
된”
이나“떠오르는”
과 같이 국가들을 범주화하는 것도 위험하다. 좀 더 상
세히 분석을 해 보면“떠오르는”국가들은 서로 서로 아주 다를 뿐 아니라,
그들은 또한 수많은 독특한 개인들과 공동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Drill 1 • Grammar

Explanations

1. 어린 시절은 모험을 할 나이이다. 비록 오늘날 모험의 기회가 예전보

1.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다 상당히 줄기는 했지만, 오늘날까지도 이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2. 당신의 삶에서 모든 것이 잘 될 때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① 빠르게 팽창하는 국제 시장
② 모든 것을 하나의 크기로 맞추는 전략의 고용

어렵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와 충실한 동료는 비록 당신이 가장 어려

③ 지역적이고 개인적인 차이점들에 대한 예민함

운 상태에 있다하더라도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④ 어려운 문제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자원들

3. Even though the ghost came into the room, we did
not scream.

⑤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개인적인 경쟁
세계화된 시장에서 성공을 하려면 각 국가나 지역 사회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즉 ③‘지

Drill 2 • Translation
1.

불교신자들은 마음속에서 영적인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해설 believe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로서 that 이하의 명사

절을 목적어절로 취하고 있다. within oneself는‘마음속에서’
이다.

2. 다른 사람들을 친절과 존경으로 대하는 행복한 사람은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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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이고 개인적인 차이점들에 대한 예민함’
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2. 이 글에 가장 알맞은 주제를 고르시오.
① 지역 공동체들은 대부분의 글로벌 시장을 구성한다.
②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관습에 대해 더 많이 배워야 한다.
③ 모든 것을 하나의 크기로 맞추는 전략은 세계 시장에 큰 성공을 가
져다주었다.

④ 마케팅에 대한 생각은 개인과 공동체에 따라 항상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명해 주는 보어 역할을 하고 있다.

4. 좀 더 상세히 분석을 해 보면“떠오르는”국가들은 서로 서로 아주 다

⑤ 글로벌 마케팅은 일반 회사가 시작하기에는 힘든 일이다.

를 뿐 아니라, 그들은 또한 수많은 독특한 개인들과 공동체들로 구성

이 글의 주제는 도입부분에 잘 나와 있다. 시장 성공에 중요한 요소 중

되어 있다.

의 하나가 그 지역 사회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과 필요를

해설 not only A (but) also B는‘A뿐만 아니라 B도’
이다. be

이해하고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composed of는‘~로 구성되어 있다’
로 같은 표현으로 consist of,

글에 가장 알맞은 주제는 ④이다.

be made up of가 있다.

Word
introduction 도입
unique 독특한, 특이한
guarantee 보증하다
vital 중요한
responsiveness 반응성
make up 구성하다
characteristic 특성, 특징
needs 필요
require ~을 필요로 하다
one-size-fits-all strategy 모든 것을 하나의 크기로 맞추는 전략
place emphasis on ~을 강조하다
aspect 측면
categorize 범주화하다
analysis 분석
vastly 거대한, 엄청나게 큰
be composed of ~로 구성되다
numerous 매우 많은, 엄청난

Unit 3
Answers
1. ④

2. ④

Translation
1991년에 두 명의 등산객이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사이에 위치한 알
프스 고지에서 죽은 사체를 발견했다. 사체는 빙하의 크랙에 빠져있었고
머리 부분만 눈에 뜨였다. 이 사체는 행방불명된 등반가의 것인가, 혹은
살인사건의 피해자인가? 등산객들은 경찰에 연락했다. 조사당국이 해발
3,200미터의 현장에 도착하는 데는 나흘이 걸렸다. 그 사이에 호기심 많
은 등산객과 등반가들이 아이스 픽이나 스키 폴을 이용하여 얼어붙은 무
덤으로부터 사체를 파내려고 애를 썼다. 마침내 사체가 완전히 발굴되자
조사가들은 최근에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과학자들이 이
사체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곧 세계는 그 아이스맨
이, 그렇게 불리게 되었는데, 5,000년도 더 오래 전에 죽은 사람이라는

Drill 1 • Grammar
1. 당신 자신과 다른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당
신의 대화 레퍼토리와 생각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입은 옷과 그가 사용한 도구들도 시신과 함께 보
존되어, 우리들에게 석기시대 사람들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2. 직업을 고르는 데 있어서, 당신이 고려해야 할 첫 번째 것은 당신이 그
직업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이다.

3. Don’t kill the goose that lays the golden eggs.

Explanations
1.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① 등산에 관한 놀라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Drill 2 • Translation

② 진화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 특이한 상품만을 소개하는 것이 시장에서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③ 역사에 관한 우리의 전통적 견해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해설 unique는‘독특한’
이라는 뜻이며, 같은 표현으로는 unusual,

distinctive가 있다. alone은 명사, 대명사 바로 뒤에서 수식하면서
‘다만 ~만, ~뿐’
의 뜻을 가지고 있다.

2.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시장을 구성하는 지역 사회에 적합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반응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해설 관계대명사 that은 선행사가 사람, 동물, 사물일 경우 모두 다 쓰

일 수 있다. 이 문장의 that은 which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며 선행사
(the local communities)를 수식하여‘~하는, ~한’
으로 해석된다.

3. 다시 말하자면, 난제들 중의 하나는 단지“세계적인”측면만 너무 강

④ 우리에게 새로운 석기시대 사람들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
고 있다
⑤ 과학자들에게 사체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빈칸 앞의 내용으로 보아 ④의‘우리에게 새로운 석기시대 사람들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준다’
라는 표현이 가장 알맞다. 앞에서
5,000년 전 사람이라는 데서 석기시대의 정보를 유추해내야 한다. 등
산에 관한 놀라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①은 정답이 아니
다. ② 진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관련 없는 내용이다. 비록
5,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것을 진화 이론과 관련시킬 만한 어떠
한 내용도 없다. ③ 역시 역사에 관한 우리의 전통적 견해를 확인시켜

조하는 모든 것을 하나의 크기로 맞추는 전략을 피하는 것이다.

준다는 것은 너무 막연하고 범위가 넓은 것이라서 정답으로 어색하다.

해설 to avoid는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여기서 주어를 보충설

지나치게 넓은 해석은 독해 정답 유추에서 배제해야 한다. ⑤ 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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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사체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도 막연하고 별로

다’
의 의미이다. 3,200 meters above sea level은 the scene과 동

중요한 얘기가 되지 못한다.

격관계에 있다.

2. 이 글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아이스맨은 산속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다.

3. 마침내 사체가 완전히 발굴되자 조사가들은 최근에 죽은 사람이 아니
라는 것을 깨달았다.

② 얼음 때문에 시체는 잘 보존되었다.

해설 지시대명사 this는 앞의 the corpse를 가리킨다. 관계대명사

③ 아이스맨은 오래 전에 죽은 것이었다.

who는 제한적 용법으로 쓰여 앞의 선행사 someone을 수식하고

④ 아이스맨은 겨울에 죽었다.

있다.

⑤ 2명의 등산객들은 그들이 발견한 것에 대해 경찰에 알렸다.
④가 본문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함정에 빠지기 쉽다. 빙하의 깨진 틈

4. 곧 세계는 이 아이스맨이, 그렇게 불리게 되었는데, 5,000년도 더 오
래 전에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에서 사체가 발견되었지만, 죽은 사람이 겨울에 죽었다고 단정 짓는

해설 삽입절 as he was called는 앞의 명사 the‘Iceman’
을 보충설

말은 없다. 알프스의 만년설을 생각하면 여름에 올라갔다가 죽을 수도

명하고 있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다른 항목은 모두 본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Word
corpse 시체, 송장, 사체
crack 빙하나 어름의 깨진 틈
lost 행방불명의
contact 연락하다
investigating 연구, 조사
authority 당국
scene (사건의) 장소, 현장
in the meantime 그 사이에
ice pick 얼름 부수는 도구
frozen grave 얼어붙은 무덤
investigator 조사가
recently 최근에
best-preserved 가장 잘 보존된
mummy 미라
preserve 보존하다

Unit 4
Answers
1. ②

2. ⑤

3. ②

4. ④

Translation
어떤 과학자들은 생명복제를 하려고 갈망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은
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의학적인 위험
이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생명과학과 복제
의 윤리성에 대해 논쟁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 생식의 권리를
이행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복제가 비윤리적일 게 없다고 믿고 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인간 실험의 비윤리적이고 위험한 형태라
고 생각한다. 동물 복제 연구를 해왔던 과학자들은 그들의 실험에 실패율
이 높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많은 수의 동물 태아는 태어나기 전에 죽었
고 다른 많은 태아는 기형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인간 복제 회사 Clonaid의 이사인 Boisselier는 인간 복제 실험

Drill 1 • Grammar
1.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어머니에게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2. 나는 야구경기가 끝난 후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빨리 집에 왔는지 궁
금했다.

3. Where and how he passed away remained a
mystery.

이 이미 실시되었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사항을 요청했을 때, 그녀는 그
냥 웃으며 말했다:“나는 실험을 하고 있고 곧 그 결과를 발표해서 그것
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렉싱턴에 있는 남성병학 연구소 이사 Panayiotis Michael Zavos와 로
마 대학교의 Severino Antinori는 그들이 진행 중인 인간 복제 연구가
아이를 원하는 불임남성들에게 좋은 일일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
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인간을 복제하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다른 과학자들, 종교집단들 그리고 정부는 복제에 반대하고 있

Drill 2 • Translation

다. 인간 복제를 금하기 위해서 법안이 미국하원에서 통과되었다. 위반자
들은 중형이 처해질 것이다.

1. 1991년에 두 명의 등산객이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사이에 위치한
알프스 고지에서 죽은 사체를 발견했다.
해설 삽입구문 high in the Alps between Austria and Italy는 동

사 discovered를 수식하고 있다. 이 삽입구문은 comma(,)없이 문
장 맨 끝으로 보낼 수 있다.

2. 조사당국이 해발 3,200미터의 현장에 도착하는 데는 나흘이 걸렸다.
해설 여기서 take(과거형 took)는‘(시간이) 걸리다, 들다, 필요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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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nations
1. 다음 중 사실이 아닌 것은?
① 인간 복제에 대한 논쟁이 있다.
② 인간 복제에 대한 질문들이 쉽게 대답되어졌다.
③ 인간 복제는 지금 불법이다.
④ 인간의 복제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

⑤ 정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과학자들 그리고 종교집단들은 인간 복
제에 반대한다.
두 번째 문단에서 인간 복제 회사 Clonaid의 이사인 Boisselier는 인
간 복제 실험이 이미 실시되었다고 말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요청했
을 때“나는 실험을 하고 있고 곧 그 결과를 출판해서 그것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라고 했다. 따라서 인간 복제에 대한 질문들
이 쉽게 대답되어진 것은 아니다. 인간 복제 실험이 실행 단계에 들어
갔다는 것이지 인간 복제를 시도한 것은 아직 아니므로 ④를 답으로
체크해서는 안된다.
2. 밑줄 친 a high level of failure가 의미하는 것으로 올바른 것은?
① 실패가 생길 때마다 재난이 있다.
② 실험의 수준이 매우 어렵다.
③ 과학자들의 연구가 다르기 때문에 복제 실험은 실패할 듯하다.
④ 동물들의 체력이 그다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복제는 쉽게 실패할

experimentation 실험(법)
conduct 수행하다, 실시하다
fetus 태아
abnormality 비정상
publish 공식적으로 발표하다
andrology 남성병학(남성의 병을 연구하는 학문)
ongoing 진행 중인
infertile 생식력이 없는, 불임의
oppose 반대하다
bill 법안, 의안
House of Representatives (미 의회, 주 의회의) 하원
outlaw 금지하다, 불법화하다
offender 위반자
penalize 유죄로 선고하다, 처형하다

수 있다.
⑤ 복제는 양, 쥐 그리고 가축을 포함한 몇몇의 포유동물들에게 성공적
이었지만 모든 종에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늘어가는 증거가 있다.
밑줄 친 부분의 다음 문장이‘많은 수의 동물 태아는 태어나기 전에 생
명을 잃었고 다른 많은 태아는 기형으로 태어났다.’
이다. 따라서 a
high level of failure는 높은 실패율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3. 글에 흐름으로 보아, 다음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
은?

Unit 5
Answers
2. ④
1. ⑤
4. (C) attacking → attack으로 고침

3. ④

Translation

주어진 문장 On the contrary로 보아 바로 앞 문장에는 주어진 문장
의 반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주어진 문장과 반대되는 내용은‘어떤
사람들은 인간 생식 권리를 이행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복제가 비윤
리적일 게 없다고 믿고 있다.’
이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은 (b)에 들어
가는 것이 가장 맞다.
4. 이 글에 가장 알맞은 제목을 고르시오.

세계가 유감스러워한다!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아프가니
스탄에 있는 사람들은 유감스러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다. 사실, 그들은 슬
프고 두려워하고 있다. 1997년에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대부분 지역
을 정복했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강경 이슬람교도들이다. 그 해에
그들은 정부를 굴복시킬 수 있었다. 그 이래로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고 있다. 이제 탈레반은 스스로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듯하다.

① 동물들의 복제

2001년에 미국에 테러리스트 공격이 있었다. 수많은 테러리스트들이 몇

② 인간 복제의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면들

대의 미국 비행기를 납치하여 붐비는 지역들에 비행기들을 충돌시키는 것

③ 인간 복제의 결과

을 모의했다. 결과적으로 뉴욕에 있는 2개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건물이

④ 머나 먼 길: 인간 복제

무너졌다. 또한, 워싱턴 D.C.에 있는 국방부가 손상을 입었다. 이 공격으

⑤ 미국에서의 복제 금지

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후에, 미국 사람들은

이 글은 복제에 대한 높은 실패율과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 복제

탈레반이 이 테러리스트 음모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의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⑤를

이제 야당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제할 시대가 되었다. 아프가니스탄 북쪽

답으로 하기에는 너무 편협하다는 데에 주의한다.

의 야당 연합이 탈레반을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오늘날 우리는 탈레반
과 테러리스트들을 무찌를 기회를 잡았습니다.”
라고 Mohammed
Fahim이 말했다. 그는 더 덧붙였다,“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대가도 치를

Word
cloned life 생명복제
debate 논의하다, 토론하다
morality 도덕성, 윤리성
cloning 복제(미수정란의 핵을 체세포의 핵으로 바꿔 놓아 유전적으로
똑같은 생물을 얻는 기술)

unethical 비윤리적인
nothing but 단지 ~일 뿐(only), ~밖에 없는[아닌]
human reproductive right 인간 생식의 권리

것입니다.”그는 Ahmed Shah Masood의 죽음 이후에 야당 당수를 해
오고 있다. 그의 연설은 국영 TV에 방송되었다. (그 후에 그는 그의 용기
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유명해졌다.) 하지만 야당 연합이 탈레반이 싸워
야 할 유일한 적은 아니다. 아프가니스탄 밖의 적은 더 크고 더 막강하다.
미국과 서방 유럽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에 새로운 정부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Mohammad Zahir Shah는 아프가니스탄의 유망한 차
기 대통령 후보이다. 지금 그는 로마에서 살고 있다.

CHAPTER • 12

|

63

Explanations

Review

1. (a)~(e) 중,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이 글은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고 있는 탈레반과 이에 반대하는 야당

A.

에 대해 주로 그리고 있다. 따라서 ⑤‘그 후에 그는 그의 용기로 전 세

1. Buddhist
3. define
5. introduction
7. aspect
9. crack
11. best-preserved
13. cloned life
15. experimentation
17. subdue
19. due to

계 사람들에게 유명해졌다.’
는 이 글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다.
2. 이 글에 가장 알맞은 제목을 고르시오.
① 탈레반의 무지
② 죽은 사람들의 슬픔
③ 테러리스트들을 복수할 계획
④ 야당이 탈레반을 공격하려 하다
⑤ 2001년 테러리스트 공격에 대한 회상
이 글은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고 있는 탈레반과 이에 반대하는 야당
에 대해 주로 그리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당한 문장은 무엇인가?
① 국방부 건물은 부실 공사로 지어졌다
② 그들은 탈레반에 복종해야 한다
③ 그들은 지하에 숨기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④ 탈레반이 이 테러리스트 음모의 일부였다
⑤ 탈레반은 또 다른 공격을 할 것이다.
빈칸 앞의 문장“이 공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에서 보면 빈칸에는“후에 미국 사람들은 탈레반이 이 테러리
스트 음모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
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4. 밑줄 친 (A)~(E)에서 문법적으로 틀린 답을 고르시오. 그리고 고쳐

2. mistreat
4. prevalence
6. responsiveness
8. be composed of
10. investigator
12. lost
14. morality
16. ongoing
18. opposition
20. subsequently

B.
1. 대우하다, 취급하다
3. 정의를 내리다
5. 특성, 특징
7. ~을 필요로 하다
9. 장소, 현장
11. 당국
13. 수행하다, 실시하다
15. 태아
17. 음모를 꾸미다
19. 공중 납치하다

2. 영향력, 세력, 위력
4. 집단, 단체
6. 보증하다
8. 필요
10. 미라
12. 그 사이에
14. 생식력이 없는
16. 비윤리적인
18. 단호한
20. 연설, 주장

쓰시오.
decide to다음에는 동사원형이 와야 하므로 (C)에서 attacking을

C.

attack으로 바꿔야 한다.

1. ①

2. ②

3. ③

Word

D.

subdue 정복하다
hardcore 강경한, 단호한, 타협하지 않는
Muslims 이슬람교
overthrow 굴복(전복)시키다
terrorist 테러리스트, 테러행위자
plot ~을 몰래 계획하다, 음모를 꾸미다
hijack 공중 납치하다
crowded 사람으로 가득찬
collapse 무너지다, 붕괴하다
due to ~ 때문에
opposition 반대, 저항, 야당
Opposition Alliance 야당 연맹
statement 연설, 주장
broadcast ~을 방송하다
subsequently 그 후에
be known by ~에 의해 알려지다
mighty 강력한, 강대한

1. 비록 그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는 이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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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2. 간단히 말해, 우리는 아이들이 양심 즉 그들을 옳은 길로 지켜줄 수 있
는 내부의 강한 목소리를 키우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3. Find out how banks keep your money safe, how
banks make money, and how to start your own
bank.
E.
1. ③

2. ③

3. ②

F.
1. define
3. aspect

2. definite
4. inspect

CHAPTER

13
Explanations

Preview

1. (A), (B), (C)를 이어 하나의 글로 구성할 때 가장 적절한 순서는?

Word • Mini Quiz
1. b
3. f
5. c
7. seasoning
9. denied
11. adapt

글의 전개로 보아, 먼저 (B)의 치과에서의 스케일링이 주는 공포감이

2. d
4. e
6. a
8. handle
10. vibrations
12. trustworthy

도입부분으로 와야 하고, 이어서 (A)의 신경세포 때문에 고통을 느끼
게 되었다는 설명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예로 전개된다. 이어 (C)
를 통해 고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연결되어야
가장 문맥의 흐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2. 밑줄 친 the needle를 알맞게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부마취제’
를 말한다. 이 주변의 신경을 죽이는 바늘은 마취제의 주
사바늘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Grammar • Mini Quiz
1. keeping
3. sensitive

2. has waited / went

Unit 1
Answers
1. ①

2. ⑤

Translation
(B) 치과 의사의 짧은 순간의 스케일링은 우리를 신경이 곤두서고 불안
하게 만든다. 우리 중에는 고통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아마 1~2분
지속될 스케일링 절차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치아 주변에 있는 신
경을 죽이는 주사바늘을 요구한다.
(A) 인간의 신체가 신체의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주 예
민하게 알아챌 수 있는 수백만 개의 신경을 발달해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다. 신경이 없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감각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 몸의 어느 부분에서라도 가장 미세한
잘못이 벌어질 때에도 고통을 느끼게 된다. 고맙게도, 고통을 다룰 방법

Word
highly aware 극도로 예민한
adjust 적응하다
pay for ~에 대가를 치르다
handle 다루다
deal with ~을 다루다
drilling 스케일링, 치과의 드릴로 갈기
stand 참다, 견디다
deaden 누그러뜨리다, 죽이다
withstand 견디다
fall apart 통제를 잃다, 동요하다, 당황하다
sensation 감각
stuff 구성요소
Drill 1 • Grammar
1. 군대에 입대하기 위해서, 그 남자는 신체검사와 지능검사를 받아야
했다.

2. 세계를 여행하기 위해서, Jeff는 열심히 일해야 하고 많은 돈을 저축
해야 한다.

3. To buy a gift for his girlfriend, Chris went shopping
at the new department store.

이 있다. 못 침대에 앉아 있는 인도의 수도승을 보아라. 그들은 팔에 바늘
을 찌르고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이 고통을 다룰 수 있는

Drill 2 • Translation

능력을 개발했다는 점은 정신이 고통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에 관해 우

1. 인간의 신체가 신체의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주 예민

리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것이다.

하게 알아챌 수 있는 수백만 개의 신경을 발달해냈다는 것은 사실이다.

(C) 고통을 견디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

해설 be aware of는‘~을 알다, ~을 감지하다’
이고, both A and

이다. 만일 치과의사가‘좀 아플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고통을 받아들이

B는‘A와 B 둘 다’
이다. 목적격 it은 the human body를 뜻한다.

는 데 도움이 된다. 느긋하게 마음을 먹고, 고통을 하나의 흥미 있는 감각
으로 다룸으로써 우리는 통제력을 잃지 않고 고통을 다룰 수 있다. 결국
고통이 불쾌한 감각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감각이며, 감각이란 삶
의 구성요소인 것이다.

2. 어떤 사람들이 고통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개발했다는 점은 정신이
고통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에 관해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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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은‘~는’
으로 해석되며 선행사(The

ability)를 수식하고 있다.

3. 아마 1~2분 지속될 스케일링 절차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치
아 주변에 있는 신경을 죽이는 주사바늘을 요구한다.
해설 To avoid는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피

하기 위하여’
로 해석하며 comma(,) 뒤에 오는 문장을 수식한다.

4. 결국 고통이 불쾌한 감각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감각이며, 감
각이란 삶의 구성요소인 것이다.
어구

after all 아무튼, 어쨌든, 결국

Unit 2

point out 지적하다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characterize 특징짓다
frequency 주파수
vibration 진동
observer 관찰자
set off 유발하다
a chain of 연쇄적인
neurochemical 신경화학의
perceive 느끼다, 지각하다
be made up of ~로 구성되다
Drill 1 • Grammar
1.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심오한 지식이라기보다는 빠른 정보이다.
2. 몸무게를 줄이고 싶다면 당신이 즉시 해야 할 것은 덜 먹고 규칙적으

Answers
1. ⑤

Word

2. ⑤

로 운동을 하는 것이다.

3. What history teaches us is very important.
Translation
빛은 색깔이 없어서 그 결과 색깔은 우리의 두뇌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어

Drill 2 • Translation

야 함을 Newton은 처음으로 지적했다. 그는“빛의 파장 그 자체는 색깔

1. 그가 살던 시대 이후로 우리는 빛의 파장이 다양한 진동의 주파수로

이 없다.”
라고 기록했다. 그가 살던 시대 이후로 우리는 빛의 파장이 다양

특징지어진다고 알아왔다.

한 진동의 주파수로 특징지어진다고 알아왔다. 그 파장은 관찰자의 눈에

해설 have learned는 현재완료형의 계속적 용법으로‘과거에서 부터

들어올 때 연쇄적인 신경 화학적 현상을 유발시키며, 그 현상이 끝날 때

계속 알아왔다’
의 의미로 쓰인다. Since는 주절의 현재완료형(have

우리가 색깔이라 부르는 내적인 정신적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여기에서

learned)과 함께 쓰여‘~이래’
,‘~부터’
의 의미로 쓰였다.

근본적 요점은 우리가 색깔로 지각하는 것은 색깔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는 것이다. 사과는 빨갛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루는 원자는 전혀
빨간색이 아니다.

해설 a chain of는‘일련의’
라는 뜻이고 같은 표현으로 a series of,

a succession of가 있다. set off는‘촉발시키다’
이며 같은 표현으로

1. 이 글에 가장 알맞은 제목은 무엇인가?
① 색깔 이름의 차이점

② 진동의 주파수

③ 물질의 빛 파장

④ 사과의 원자

⑤ 색깔에 대한 지각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끼는 색깔은 빛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빛의
파장이 눈에 들어올 때 일어나는 신경 화학적 현상이 만들어내는 것임
을 설명한 글이다. 따라서 Perception of Color(색깔에 대한 지각)가
글의 제목으로 적절하다.
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① 색깔의 수
② 인간 눈의 구조
③ 색깔의 중요성
④ 색깔이 많은 방식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⑤ 빛은 색깔이 없다는 것
빈칸에 들어갈 부분에 대한 힌트는 Newton의 인용문“The waves
themselves are not colored.”
에 나와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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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시키며, 그 현상이 끝날 때 우리가 색깔이라 부르는 내적인 정신적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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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파장은 관찰자의 눈에 들어올 때 연쇄적인 신경 화학적 현상을 유

trigger (off), spark (off), provoke가 있다.

3. 여기에서 근본적 요점은 우리가 색깔로 인식하는 것은 색깔로 구성되
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해설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the thing that(or

which))로‘것, ~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 전치사 as는 자격을 나타
내며‘~로서’
로 해석한다.

4. 사과는 빨갛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루는 원자는 전혀 빨간색이
아니다.
해설 재귀대명사 themselves는 강조적 용법으로 쓰여 its atoms를

강조하고 있다. 강조적 용법으로 쓰인 재귀대명사는 생략해도 문장 의
미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

Unit 3
Answers
1. ③

2. ②

Translation
(A) 소금은 인간의 첫 양념이었으며 인간의 음식 습관을 매우 극적으로
바꾸어놓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양념을 쏟는 행위가 불길한 것과 동등하
게 취급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B) 뜻하지 않게 소금을 쏟는 행위에 이어, 소량의 소금을 왼쪽 어깨너머
로 던지는 것과 같은 (불길함을) 무효화시키는 미신적인 행위가 고대인

foreshadow ~의 전조가 되다, 슬쩍 비추다
incorporate 짜 넣다
further 좀 더
ill-boding 불길한
omen 징조
Drill 1 • Grammar
1. 거짓말은 우리 일상 사회생활의 한 부분이다. 타인의 감정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우리는 종종 거짓말을 한다.

2. 내 여동생의 맥박을 검진했던 의사는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3. Walking in the park, I happened to meet her.

들의 한 풍습이 되었다.
(C) 고고학자들은 기원전 6,500년에 유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유럽대
륙에서 발견된 최초의 염광으로 생각되는 오스트리아의 할슈타인과 할슈
타트 광상들을 실제로 채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늘날 이 동
굴들은 관광 명소가 되었는데,‘소금의 도시’
라는 의미의 잘츠부르크 도
시 근처에 위치한다.

Drill 2 • Translation
1. 소금은 인간의 첫 양념이었으며 인간의 음식 습관을 매우 극적으로 바
꾸어놓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양념을 쏟는 행위가 불길한 것과 동등하
게 취급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D) 소금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소금을 엎질렀을 때 뒤따르는 불길한

해설 <so ~ that절>은‘너무 ~해서 (절)하다’
의 의미로 too ~ to부

징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최후의 만찬’속에 예리하게 나타나 있다.

정사로 바꾸어 쓸 수 있다. equal to는‘~와 같은, ~와 동등한’
이다.

유다가 식탁의 소금을 막 엎질렀고, 이것은 다음에 이어질 비극 — 예수

2. 고고학자들은 기원전 6,500년에는 유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유럽

에 대한 배반을 암시하는 것이 된다.

대륙(the continent)에서 발견된 최초의 염광으로 생각되는 오스트

(E) 하지만, 역사적으로 최후의 만찬에서 소금이 엎질러졌다는 아무런

리아의 할슈타인과 할슈타트 광상들을 실제로 채굴하고 있었다는 것

증거도 없다. 레오나르도는 그 장면을 좀 더 극적으로 만들려고 널리 퍼

을 알고 있다.

진 미신을 재치 있게 자신의 그림에 삽입시킨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고
전적인 명화는 엎질러진 소금과 식탁에 앉은 13명의 손님이라는 두 개의
불길한 징조를 담게 된 것이다.

Explanations
1. 이 글의 흐름으로 보아 어울리지 않는 것은?
다섯 개의 단락으로 구분된 본문은 (C)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금과 소
금에 얽힌 미신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C)는 단순히 고고학적
사실로 유럽 최초의 염광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전체 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
2. 이 글에 대한 가장 알맞은 결론을 고르시오.
이 글은 인간의 첫 양념이었던 소금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졌는지에

해설 여기서 by는‘때, 기간’
을 나타내는 전치사이다. 현재분사

living은 앞의 people을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 be
thought to be는‘~로 여겨지다’
이다.

3. 소금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소금을 엎질렀을 때 뒤따르는 불길한 징
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최후의 만찬’속에 예리하게 나타나 있다.
해설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은 제한적 용법으로 쓰여 앞의 명사 the

foreboding을 수식하고 있으며 which로 바꾸어 쓸 수 있다.

4. 하지만 역사적으로 최후의 만찬에서 소금이 엎질러졌다는 아무런 증
거도 없다.
해설 there is no evidence of salt having been spilled at ~은

there is no evidence that salt has been spilled at ~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예를 들어가며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불길한
미신이 발생할 정도로 소금은 옛날부터 귀하게 여겨졌다.’
이다. ①,
③, ④는 본문의 내용과 거리가 있으며 ⑤는 이 글의 결론이라고 할 수
는 없다.

Word
spilling 쏟기
nullify 무효로 하다
tourist attraction 관광명소
veneration 존경, 귀하게 여김
foreboding 불길한 예감
poignantly 예리하게

Unit 4
Answers
1. ④

2. ⑤

3. ④

4. ②

Translation
(A) 어떤 심리학자들은 어린 시절에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포함하는
경험이 우리의 자아상과 자기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믿고 있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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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존경과 사랑의 가치가 있든 없든 능력이 있든 무능하든 간에 말이다.

(A)의 아버지는 그의 아이들에 대해 참을성이 없었고, (B)의 Janet은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방식은 우리의 기억장치 안에 저장되어 있는

남편의 칭찬을 믿지 못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것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 아버지는 집에 손님이 있
을 때마다 자신이 아이들에 대해 참을성이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것을 나와 의논하는 동안 그는 그의 문제가 그의 아이들이 못된 짓을 했
을 때 손님이 거부감이 들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
을 알아냈다. 이 두려움은 과거에 거절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B) Janet은 그의 남편인 Bill이 그녀를 칭찬할 때 대개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긍정적인 말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
것은 Janet만큼 Bill을 괴롭혔다. 어느 날 그녀는 그의 칭찬을 무시했고,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왜 그녀가 그의 칭찬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
지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그
녀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하는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인 말을 믿지 말라고
얘기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녀를 이용하기만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 과거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들
이는 그녀의 능력을 막아버렸다.

Explanations

Word
psychologist 심리학자
self-evaluation 자기평가
competent 유능한, 능력이 있는
be likely to ~할 것 같다
influence 영향을 끼치다
memory bank (머릿속의)기억 장치
rejection 거절, 거부 반응
misbehave 버릇없는 짓을 하다
praise 칭찬하다
have difficulty -ing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positive statement 긍정적인 표현
compliment 칭찬하는 말
take advantage of ~을 이용하다
block 막다, 방해하다

1. (A)와 (B)를 통해서 저자는 무엇을 설명하려 하는가?
① 다른 사람들을 다룰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
② 잘 처신하면 보상받게 될 것이다.
③ 긍정적인 사고는 좋은 결과를 낳는다.

Unit 5

④ 현재 행동은 전의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⑤ 사랑과 이해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Answers

(A)와 (B)의 글은 모두 과거의 경험이 현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1. ②

2. ②

3. ④

4. ③

내용이다. 따라서 저자는 ④‘현재 행동은 전의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
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A)의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

Translation
별자리와 함께 혈액형에 대한 믿음이 현대 일본에서 매우 유행하고 있다.

은?

혈액형이 다른 성격 타입을 설명한다는 생각은 비교적 새로운 것이다.

(e) 앞에서 그는 그의 문제가 그의 아이들이 못된 짓을 했을 때 손님이

1916년에 일본 의사는“혈액형이 A형인 사람들은 온순한 성질에 지적이

거부감이 들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냈

고, 혈액형이 B형인 사람들은 A형인 사람들과 반대이다.”
라고 썼다. 그

다고 했다. 따라서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어디서 기인했는지를 밝혀야

후에 일본사람들은 혈액형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일

하므로 주어진 문장은 (e)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주어진 문

본인들은 처음 만났을 때 혈액형에 대해서 서로 묻는다. 그들은 대부분의

장의 This fear라는 표현으로도 was not caused by fear of

외국인들이 자신의 혈액형을 모른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매우 어려워

rejection 다음에 와야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한다.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이 O형인데 반해 대부분의 일본사람들은 A

3. (A)의 밑줄 친 부분‘ 저장되어 있는 것’
과 관련된 (B)의 진술은 무엇

형이다. 여성 잡지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혈액형들이 잘 맞는지 이러한
혈액형이 어느 그리고 무슨 성격을 갖는지에 대해 정보를 준다. 일본 연

인가?
(A)의 밑줄 친 부분‘저장되어 있는 것’
은 의미상 과거의 경험을 나타
낸다. 따라서 ④‘그녀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하는 다른 사람들의 긍정
적인 말을 믿지 말라고 얘기했다.’
가 정답이다.
4. (A)의 아버지, (B)의 Janet의 기분이나 성격을 가장 잘 묘사한 것은

구원들에 따르면, 어떠한 성격 특성은 특정한 혈액형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혈액형이 A형인 사람들은 침착하고 진지하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성
격을 가졌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 그들은 사물에 대해 숙고하고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에 더

어떤 것인가?

가깝도록 자신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조화, 평화 그리고 체제를

① 제정신이 아닌 … 마음이 내키는

좋아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잘 융화하고 민감하고, 참을성이 있고

② 성마른 … 쉽게 믿지 않는

애정이 깊다. 그들의 약점은 고집스러움과 긴장을 풀 수 없다는 것이다.

③ 무례한 … 부정, 불법

혈액형이 B형인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고 종종 곧 어떤 것에 열정적이었

④ 엄한 … 몰지각한

다가 다음 순간에는 다른 것에 열정적이다. B형은 보통보다는 더 뛰어난

⑤ 괴롭히는 … 긴장한

경향이 있지만 그들은 다른 것들을 무시하고 어떤 것에 너무 몰입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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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들은 밝고 쾌활하며 에너지가 충만하고 열정이 있는 이미지를 가

①은 O형, ②는 AB형, ③은 A형, ④는 B형, ⑤는 A형의 성격을 나타

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속으로는 정말 꽤 다르다고 생

낸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각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많은 접촉을 원치 않는 경향이 있다. 그들
은 솔직하고 그들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창조적이고
유동적이어서 그들은 어떤 상황도 잘 받아들인다. 하지만 독립적인 것을
주장하는 고집은 때때로 너무 지나쳐서 약점이 될 수 있다.
O형은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 의해 사랑을 받고 그들의 이미지는 평
화롭고, 태평스럽고, 관대하고 친절하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 또는 TV에
서 보는 것에 의해 쉽게 영향 받는다. 그들은 명석한 사상가이고 믿을 만
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종종
큰 실수를 범한다. 그들은 또한 고집스럽고 의지가 굳은 면을 가지고 있
다. 그들은 리더가 되고 싶어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그들의 약점은 허영심, 질투심과

4. flexible(유동적인)의 의미는 무엇인가?
① 너무 자존심이 센
② 매우 직선적인
③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④ 화나거나 불행을 느끼는
⑤ 자유롭게 주는
‘유동적인’
의 의미는 한 가지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여러 의견을 수용
하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밑줄 친 단어가 있는 문장에
‘어떤 상황도 잘 받아들인다’
라는 힌트가 나와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
이다.

너무 경쟁적인 경향이다.
혈액형이 AB형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신중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과 친한 사
람들에게 엄격하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
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감상적이고 사물에 대해 너무 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멋지고 통제되어, 그들은 대체적으로 사랑을 받고 많은 친
구들이 있다. 하지만 때때로 그들은 무뚝뚝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
을 겪는다.

Explanations
1. 이 글에 가장 알맞은 제목은 무엇인가?
① 혈액형과 건강

② 혈액형과 성격

③ 일본사람들과 혈액형

④ 4가지 혈액형

⑤ 4가지 종류의 성격
이 글은 대체적으로 일본사람들의 혈액형에 따른 성격에 대한 믿음과
관심 그리고 혈액형에 따른 사람들의 성격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혈액형과 성격’
이다.
2.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
① 일본사람들은 혈액형에 대해 서로 묻는다.
② 일본사람들은 성격이 혈액형에 의해 설명되어진다고 믿는다.
③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은 O형인데 반해 대부분의 일본사람들은 A
형이다.
④ 혈액형이 B형인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고 종종 열정적이다.
⑤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이상적인 남편이나 부인을 혈액형으로 맞출 수

Word
zodiac sings 별자리
constellation 별자리
mild-tempered 온화한, 상냥한
specific 특정한, 구체적인
trustworthy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affectionate 애정 어린, 상냥한
weakness 약점
stubbornness 완고함, 완강함
enthusiastic 열정적인, 열렬한
excel 빼어나다, 탁월하다
straightforward 솔직한, 직접의
do things one’s own way 마음대로 하다
adapt 적응하다, 조화시키다
insistence 고집, 주장
big-hearted 관대한, 친절한
strong-willed 강한 의지의
vanity 허영심
tendency 경향
deal with 다루다, 취급하다
dual personality 이중성격
sentimental 감상적인, 다감한
blunt 퉁명스러운, 무뚝뚝한
make decision 결정하다

있다.
이 글의 주제는 일본사람들은 성격이 혈액형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는
다는 것과 혈액형에 따른 성격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나머지는
주제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일 뿐이다.
3. 혈액형이 B형인 사람들에 대해 말한 것은?
① 그들은 평화롭고, 태평스럽고 친절하다.
② 그들은 사랑을 받고 많은 친구들이 있다
③ 그들은 침착하고 진지하다.
④ 그들은 솔직하고 호기심이 많다.
⑤ 그들은 민감하고, 참을성이 있으며 애정이 깊다.

Review
A.
1. nerves
3. handle / deal with
5. point out
7. a chain of

2. fall apart
4. pay for
6. set off
8. perce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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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easoning
11. interpretation
13. psychologist
15. rejection
17. mild-tempered
19. vanity

10. foreboding
12. tourist attraction
14. self-evaluation
16. take advantage of
18. flexible
20. sentimental

C.
1. ④

2. ①

3. ④

D.
1.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너는 네 자신을 믿고 네 능력을 믿어야 한다.
2. 여기에서 근본적 요점은 우리가 색깔로 지각하는 것은 색깔로 구성되
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B.
1. 적응하다, 조절하다
3. 누그러뜨리다, 죽이다
5. 관찰자
7. 결과적으로
9. 풍습, 습관
11. 존경, 귀하게 여김
13. ~할 것 같다
15. 긍정적인 표현
17. 이중성격
19. 빼어나다, 탁월하다

70

|

JUST Reading HR • 3

2. 극도로 예민한
4. 견디다
6. 주파수
8. 특징짓다
10. 무효로 하다
12. 짜 넣다
14. 버릇없는 짓을 하다
16. 칭찬(하다)
18. 관대한, 친절한
20. 강한 의지의

3. Walking down the street, you may not even notice
the trees, but, according to a new study, they do a
lot more than give shade.
E.
1. ②

2. ①

3. ①

F.
1. perceived
3. observes

2. conceived
4. deserve

MEM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