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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1

Music photographer Jim Marshall could be abrasive, 
거 친

but he had many, many friends. In 1983, Steve 

Goodman was playing in a concert. 

Mr. Goodman, who is famous for writing the song 

“The City of New Orleans,” was suffering from 

leukemia, had lost his hair, and knew that ① he  
백 혈 병 빠졌다 Goodman

had little time left to live. 

Mr. Marshall avoided photographing his friend 

because of his lack of hair, figuring that ② his  
생 각 해 서 Goodman

friend would not want his photograph taken. But 

after the concert, Mr. Goodman said to him, “Hey, 

Jimmy, I know that you’re not taking pictures of ③ 

me  because of the way I look, but it’s OK, man. 
Goodman

I’d like to be in your book someday.” Mr. Marshall 
실리다

promised him that he would be in the book, and a 

photograph that Mr. Marshall took appears in ④ his  
Marshall

first major book, Not Fade Away: The Rock & Roll 

Photography of Jim Marshall. Mr. Marshall writes 

about Mr. Goodman, “⑤ He  was one of the real 
Goodman

good guys and a good friend.”

✽abrasive (태도가) 거친 ✽✽leukemia 백혈병

Jim Marshall과 Steve Goodman의 우정

음악 사진작가인 Jim Marshall은 태도가 거칠었을 수 

있지만 정말 많은 친구가 있었다. 1983년에 Steve 

Goodman이 연주회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다. 

‘The City of New Orleans’라는 노래를 작곡한 

것으로 유명한 Mr. Goodman은 백혈병으로 고통

받고 있었고, 그의 머리카락은 빠졌으며, 자신이 살

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Mr. Marshall은 머리숱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자

신의 친구가 사진 찍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

고 생각해서 그 친구의 사진을 찍는 것을 피했다. 

하지만 연주회 후에 Mr. Goodman은 그에게 “이

봐 Jimmy, 자네가 내 모습 때문에 나의 사진을 찍

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괜찮네, 

친구. 언젠가 자네의 책에 실리고 싶어.”라고 말했

다. Mr. Marshall은 그가 책에 나올 것이라고 약속

했고 Mr. Marshall이 찍은 사진 한 장이 그의 최초 

주요 저서인 ‘Not Fade Away: The Rock & Roll 

Photography of Jim Marshall’에 등장한다. Mr. 

Marshall은 Mr. Goodman에 대해 “그는 정말로 

좋은 사람 중 한 명이며 좋은 친구였다.”라고 적고 

있다.

 ①, ②, ③, ⑤는 모두 Steve Goodman을 가리키지만, ④는 Steve Goodman의 사진을 자신의 책에 실은 Jim Marshall1

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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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1

In the spring of 1819 John Keats was staying with ① 

his friend Charles Armitage Brown and found great 
Keats

pleasure in listening to the song of a nightingale that 

had built its nest near Brown’s house. 

One morning ② he  took his chair out into the 
Keats

garden for two or three hours. When he returned, 

Brown noticed that he had some scraps of paper in 
종 이 조 각

③ his hand that he was quietly tucking behind some 
Keats 끼 워 넣 다

books. 

Knowing Keats’s habits of composition, Brown got 
시 작

his friend to show ④ him the almost unreadable 
Brown

scraps and together they arranged the stanzas. The 
정 리 했 다 (시에서의) 연(聯)

poem was “Ode to a Nightingale,” and at once Brown 
서 정 시 즉 시

began searching for other scraps of paper tucked 

into books or carelessly abandoned, and in that way 

rescued a number of poems. After that Keats 
구 했 다

agreed that Brown should make fair  copies of 
읽기 쉬운

everything ⑤ he  wrote.
Keats

✽tuck 끼워 넣다 ✽✽stanza (시에서의) 연(聯)

John Keats의 시작(詩作) 습관

1819년 봄에 John Keats는 자신의 친구 

Charles Armitage Brown의 집에 머물고 있다

가, Brown의 집 근처에 둥지를 튼 나이팅게일 한 

마리의 노래를 듣는 데서 큰 즐거움을 발견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두세 시간 동안 의자를 정원에 

내다 놓고 앉아 있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Brown

은 그가 몇 개의 종이 쪽지를 자신의 손에 쥐고 몇

몇 책 뒤에 조용히 끼워 넣고 있는 것을 보았다. 

 

Keats의 시작(詩作) 습관을 알고 있던 Brown은 

친구로 하여금 거의 읽을 수 없는 조각들을 자신에

게 보여 주도록 했고, 함께 그들은 연(聯)을 정리했

다. 그 시가 ‘나이팅게일에게 부치는 시’였고, 그 즉

시 Brown은 책에 끼워지거나 부주의하게 버려진 

다른 종잇조각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런 식으로 많

은 시를 구해 냈다. 그 후에 Keats는 Brown이 자

신이 쓰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옮겨 적는 것에 동의

했다.

 ④는 Keats가 몇몇 책에 끼워 두었던 종이 쪽지들을 모아서 ‘나이팅게일에게 부치는 시’ 이외에도 많은 시를 구해 낸 Charles Armitage 1

Brown을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John Keats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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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밑줄 친 she[her]가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

은?1

The teacher, Mrs. Cline, begins a discussion of the 
클 라 인

story “Ira Stays Over” by asking, “Who has a favorite 

stuffed animal they sleep with?” Lindsay bounces 
봉 제 동 물 인 형 린 시 펄 쩍 펄 쩍 뛴 다

around on ① her  chair with her hand raised and 
Lindsay 손 을 들 고

fingers wiggling for added attention. 
꼼 지 락 거 리 면 서 주 의 를 더 끌 기 위 해 서

Mrs. Cline calls on Lindsay and comments on her 
지명하다 말 하 다

quick response to the question. Lindsay smiles and 

proceeds to describe ② her  pet, Blue Bunny, in 
계 속 해 서 말 하 다 Lindsay

great detail. 

When Lindsay has finished with her description, ③ 
묘 사

she reminds the other children about how good the 
Lindsay

teacher thought it was; they ignore her. When Mrs. 

Cline asks for other responses, Lindsay’s hand 

shoots up again. 
올 라 간 다

This time ④ she ignores it; there is soft laughter that 
선 생 님 무 시 한 다

seems to spread around the classroom. Lindsay’s 

smile becomes a frown; ⑤ she groans  and 
찌 푸 림 Lindsay 끙 앓는 소리를 내다

immediately begins to sulk  and withdraw.
실쭉거리다 틀 어 박 힌 다

✽groan 끙 앓는 소리를 내다 ✽✽sulk 실쭉거리다

Lindsay의 행동

선생님인 Mrs. Cline은 “함께 잠을 자는, 좋아하는 

봉제 동물 인형을 누가 갖고 있니?”라는 질문을 함

으로써 ‘Ira Stays Over’라는 이야기에 대한 토론

을 시작한다. Lindsay는 손을 들고 주의를 더 끌기 

위해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면서 자신의 의자에서 

펄쩍펄쩍 뛴다. 

Mrs. Cline은 Lindsay를 지명하면서 질문에 대한 

그녀의 빠른 반응에 대해 말한다. Lindsay는 미소

를 짓고는, 자신의 동물 인형인 Blue Bunny에 대

해서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기 시작한다. 

Lindsay가 묘사를 끝마쳤을 때, 그녀는 다른 아이

들에게 선생님이 (자신의 묘사를)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했다고 알려 주는데, 그들은 그녀를 무시한다. 

Mrs. Cline이 다른 대답을 요구하자, Lindsay의 

손은 다시 올라간다. 

이번에는 그녀가 그것을 무시한다. 교실 여기저기

로 퍼져 나가는 것 같은 가벼운 웃음소리가 난다. 

Lindsay의 미소는 찌푸림으로 변한다. 그녀는 끙 

앓는 소리를 내고 즉시 실쭉거리고 틀어박히기 시

작한다.

 Lindsay가 손을 든 것을 무시하고, 그녀를 지명하지 않은 사람은 선생님이므로, ④는 선생님을 지칭한다. 나머지는 모두 1

Lindsay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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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밑줄 친 he[him]가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

은?1

When Ryan was five or six years old, he had a coin 

collection. He loved this coin collection very much. 

One day, he and his father were watching the news 

reporting on a famine in Ethiopia. Ryan stared at 

the TV screen, scared because of the starving 
겁을 먹을 채 굶 고 있 는

children ① he was seeing. 
Ryan

His father tried to comfort ② him: “You know, Ryan, I 
위 안 을 주 다 R y a n

have a doctor friend who is helping those children in 

Africa.” Ryan replied, “That’s good.” However, he 

did not feel much better. He went to his room and 

looked at all his possessions. 
소 지 품

Then ③ he took his coin collection to his father, 
Ryan

saying, “Daddy, would you send these to your friend 

in Africa so ④ he can help those kids and buy some 
친 구

food for them?” His father asked, “Are you sure, 

Ryan? I know how much you love those.” Ryan 

replied, “I’m sure, Daddy.” When Ryan was growing 

up, and even on the day that he was born, his 

parents told ⑤ him, “Share and care.”
R y a n

Ryan의 동전 수집품 기부

Ryan이 다섯 살 또는 여섯 살 무렵에 그는 동전 수

집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 동전 수집품을 매우 

좋아했다. 어느 날, 그와 그의 아버지는 에티오피아

의 기아를 보도하는 뉴스를 보고 있었다. Ryan은 

자신이 보고 있는 굶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 겁을 먹

은 채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위안을 주려 했다. “있잖아, 

Ryan, 아빠한테 아프리카에서 그런 아이들을 도와

주고 있는 의사 친구가 있단다.” Ryan은 “잘됐네

요.”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기분이 많이 나아

지지 않았다. 그는 자기 방으로 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쳐다봤다. 

그러고 난 뒤 그는 자신의 동전 수집품을 아버지에

게로 가져가서 “아빠, 이걸 아프리카에 있는 아빠 친

구한테 보내서 그분이 그 아이들을 돕고 그들에게 

음식을 사줄 수 있게 해 주실래요?”라고 말했다. 그

의 아버지는 물었다. “정말이니, Ryan? 나는 네가 

얼마나 그것들을 사랑하는지 안단다.” Ryan은 “정

말이에요, 아빠.”라고 대답했다. Ryan이 성장할 때, 

그리고 심지어 그가 태어나던 그 날에도, 그의 부모

님은 그에게 “나누고 보살펴라.”라고 말씀하셨다.

 ①, ②, ③, ⑤는 모두 Ryan을 가리키지만, ④는 아프리카에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아빠의 친구를 가리킨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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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1

Captain William Jones was extremely valuable to 
존 스

steel manufacturer Andrew Carnegie. Among other 

services, ① he  invented a mixer that made liquid 
공 헌 중 에 서 Jones

iron uniform in quality. As a manager, ② he  made 
같 은 형 태 의 Jones

sure the steelworkers could eat breakfast at the steel 

mills and that water was always available for them to 

drink. 

③ He  also made competition between teams 
Jones

working at different blast furnaces fun. For example, 
용 광 로

whichever team produced the most steel each week 
a n y t e a m t h a t ( 서 택 )

could raise on its furnace’s smoke stack a huge 
굴 뚝

steel broom as a badge of honor. 

Because of Captain Jones’ value, Mr. Carnegie 

offered to make ④ him a partner. However, Captain 
Jones 동 업 자

Jones declined the offer, saying, “I don’t know much 
거 절 했 다

about business, and I don’t want to be bothered by it. 
방 해 받 는

But  you can give me a big salary.” Mr. Carnegie was 
그럼에도

willing, and ⑤ he  said to him, “You shall  have 
Carnegie 말하는 사람의 의지

the salary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wenty-five thousand dollars.”

✽blast furnace 용광로

Captain William Jones의 일화

Captain William Jones는 철강 제조업자 

Andrew Carnegie에게 대단히 귀중한 사람이었

다. 다른 여러 가지 공헌 중에서도, 그는 품질이 한

결같은 액체 철을 만드는 혼합기를 발명했다. 관리

자로서 그는 철강업 노동자들이 제강 공장에서 아

침을 먹고 항상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확실히 했다. 

그는 또한 다른 용광로에서 일하는 팀들과의 경쟁

을 재미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매주 가

장 많은 강철을 생산한 팀은 어느 팀이든 명예의 훈

장으로서 그 팀의 용광로 굴뚝에 거대한 강철 빗자

루를 달아 놓을 수 있었다. 

Captain Jones의 가치로 인해 Mr. Carnegie는 

그에게 동업자가 되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Captain Jones는 “나는 사업에 대해 잘 몰라요. 

그리고 나는 그것에 의해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하

지만 당신은 나에게 높은 급료를 줄 수 있어요.”라

고 말하면서 제안을 거절했다. Mr. Carnegie는 기

꺼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그는 “당신은 미국 대통

령의 급료인 25,000달러를 받을 겁니다.”라고 그

에게 말했다.

 ①, ②, ③, ④는 모두 Captain William Jones를 가리키지만, Captain Jones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가 원하는 높은 급료1

를 주겠다고 기꺼이 말하는 사람은 Andrew Carnegie이므로, ⑤는 Carnegie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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