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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A)  It was a bitter, cold evening. An old man was waiting for a ride across the river. 
살을 에는 듯 추운 저녁이었다. 한 노인이 누군가가 자신을 강 건너까지 태워다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The wait seemed endless. His body became numb and stiff from the cold north wind. 
마 비 된 . . 경직된

그 기다림은 끝이 없는 듯했다. 그의 몸은 차가운 북풍 때문에 마비되어 뻣뻣해졌다. 

He heard horses approaching. Anxiously, he watched several horsemen come closer. 
그는 말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다. 마음을 졸이면서 그는 말을 탄 사람 몇 명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He let the first one pass by without an effort to get his attention. Then another passed by... and 
another. 
그는 첫 번째 사람의 주의를 끌어볼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보냈다. 그런 후 다른 사람이 지나갔다. 또 다른 사람도... 

Finally, the last rider neared the spot where (a) the poor man sat like a snow statue.
접 근 했 다

마침내 말을 탄 마지막 사람이 그 불쌍한 사람이 눈으로 만든 동상처럼 앉아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왔다.

(C) As this horseman drew near, the old man caught his eye and said, "Sir, would you mind 
giving an old man a ride to the other side?" 
말을 탄 이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자 노인은 그의 눈을 보고 말했다. “젊은 양반, 건너편으로 노인을 좀 태워 주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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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rseman replied, "Sure. Hop aboard." Seeing / the old man was unable to lift his half-frozen 
body from the ground, the horseman helped him onto the horse. 
말을 탄 사람은, “그러고 말고요, 올라타세요,”라고 대답했다. 노인이 반쯤 언 몸을 바닥에서 일으킬 수 없는 것을 보고서, 그 
말 탄 사람은 그를 도와 말에 태웠다. 

They rode the horse together and crossed the river. The horseman took (c)his passenger not 
just across the river, but to his destination.
그들은 함께 말을 타고 강을 건넜다. 그는 그의 동승자를 강 건너로 데려다 주었을 뿐 아니라 그의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다.

(B) When they arrived at the old man's cottage, the horseman asked him, "Sir, I noticed that you 
let several other riders pass by without asking for a ride. 
그들이 노인의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말을 탄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어르신, 저는 어르신께서 태워 달라는 부탁도 하지 않고 
말 탄 사람 여러 명을 그냥 지나쳐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I'm curious why, on such a bitter winter night, you would wait and ask the last rider. What if I had 
refused and left you there?"
저는 그렇게 살을 에듯 추운 겨울 날 밤에 왜 기다렸다가 마지막 사람에게 부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거절하고 어르신
을 그 곳에 남겨 두었다면 어쩌시려고요? 

 
(b)The owner of the cottage looked the young fellow straight in the eyes, and replied, "I've been 
around here for some time. I know people pretty well."
그 오두막 주인은 젊은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나는 세상을 제법 오래 살았소. 그래서 사람들을 좀 안다오.“

(D) (d)The old-timer continued, "I looked into the eyes of the other riders and immediately saw 
there was no concern for my situation. 

관 심

그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들여다보고 즉시 내 처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오. 

It would have been useless even to ask them for a ride. But when I looked into your eyes, 
kindness and compassion were evident. 
그들에게 태워달라고 부탁하는 것조차 헛된 일이었을 것이오. 그러나 젊은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을 때 친절과 동정심이 분명
히 있었다오. 

I knew that your gentle spirit would not refuse to help anyone in need." Those comments touched 
(e)the kind man deeply. 
나는 젊은이의 친절한 마음은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이라도 도와주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소.” 그 말이 

그 친절한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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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most grateful for what you have said," he said. "I'll never get too busy in my own affairs to 
respond to the needs of others."
“어르신의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앞으로 제 자신의 일에 너무 바빠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1. 노인에 대한 설명 중,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다.       ② 젊은이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 
③ 젊은이에게 강을 건네 달라고 했다.  ④ 젊은이의 등에 업혀 강을 건넜다.
⑤ 강을 건너자마자 젊은이와 헤어졌다.

2. 밑줄 친 (a) ~ (e)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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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A) When Persi Diaconis was a kid, his favorite hangout was the magic store. (a)He and his 
단골로 가는 곳

friends goofed around, practiced their tricks and longed for the books and tools. 
빈 둥 거 리 다

Persi Diaconis가 어렸을 때, 그가 자주 들르길 좋아했던 곳은 마술 가게였다. 그와 그의 친구들은 빈둥거리며 그들의 기술

을 연습했으며 (마술) 책과 도구들을 갖고 싶어 했다. 

Then one day, in walked the world's greatest living magician. 
도 치 됨

그러던 어느 날,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술사가 걸어 들어왔다. 

Diaconis, a thirteen-year-old whippersnapper, decided to show off his card tricks. 
애 송 이 . . . . .

열세 살짜리 애송이였던 Diaconis는 그의 카드 기술을 뽐내기로 했다.

(D) The great magician, Dai Vernon, was so impressed that he decided to teach the teenager a 
few new things. 
그 위대한 마술사 Dai Vernon은 매우 감명을 받아 그는 그 10대에게 몇 가지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주기로 했다. 

Each time the pair met in the shop, Vernon taught Diaconis a bit more.
그 둘이 매번 가게에서 만날 때마다, Vernon은 Diaconis에게 조금씩 더 가르쳐 주었다. 

And within a year, Vernon offered to take Diaconis on the road with him. 
그리고 1년 이내에, Vernon은 Diaconis를 그의 순회공연에 데려가겠다고 제안했다.

Diaconis didn't think twice. He packed his bags, met Vernon and became a professional magician 
at age 14.
Diaconis는 두 번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가방을 꾸렸고, Vernon을 만나 14세의 나이에 프로 마술가가 되었다.

(B) As Diaconis learned the card tricks, (b) he found himself asking questions. 
Diaconis가 카드 기술을 배움에 따라, 그는 질문을 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했다.

How many different ways can you arrange the cards in a deck? 
얼마나 많은 다른 방법으로 카드 한 벌에 있는 카드를 배열할 수 있을까? 

What if you ignore the number and only consider card color? ― then how many different ways 
can you arrange the deck? 

52장(한벌)

숫자를 무시하고 카드의 색만을 고려한다면, 얼마나 많은 방법들로 그 카드 한 벌을 배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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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conis learned a sneaky trick to deal the cards out to four players while making sure that all the 
aces would end up in his own hand. 
Diaconis는 반드시 모든 에이스가 결국 그의 손 안에 있다고 하면서 네 명의 카드놀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카드를 분배해주는 

은밀한 기술을 배웠다. 

Then he wondered how (c) he could do the trick with five players.
그리고는 그는 어떻게 그가 다섯 명을 상대로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까 궁금해 했다.

(C) To answer questions like those, Diaconis eventually realized he needed mathematics. So he 
went back to school. 
그와 같은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하여 Diaconis는 결국 그가 수학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그는 학교로 되돌아
갔다. 

Now he's a mathematician at Stanford University and one of the world's greatest experts in 
probability, the study of chance. 
이제 그는 Stanford 대학의 수학자이며 가능성에 대한 연구인 확률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전문가들 중의 한 명이다 

But he hasn't left his magic days behind. 
하지만 그는 그가 마술을 배우던 시절을 떠나지 않고 있다. 

Even today, he says, much of his research is motivated by questions about shuffling cards. 
"Sometimes it's a little embarrassing," he says.
심지어 오늘날에도 그는 그의 연구의 상당 부분이 카드를 섞는 것에 관한 질문에 의해 유발된다고 말한다. “때로 그것은 좀 당
황스럽다.”라고 그는 말한다. 

2.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Why Are People Attracted to Magic?  ② Card Tricks Helping You Earn Money
③ How to Become a Pro Card Magician ④ A Young Magician Who Became a Mathematician
⑤ A Magician Who Is Even Better than His Teacher

3. 밑줄 친 (a) ~ (e)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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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There lived a king who was the last male in the royal family. There was no male who could 
succeed to the throne, so he decided to adopt a son. 
왕가에서 마지막 남자이었던 한 왕이 살았다. 그 왕좌를 계승할 수 있는 남자가 없어서 그는 아들을 입양하기로 결심했다. 

He launched a competition open to all boys, no matter what their background was. Ten boys 
made it to the final round. 
그는 그들의 배경이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모든 소년들에게 개방된 경연을 열었다. 열 명의 소년들이 최종 라운드에 이르
렀다. 

There was little to separate these boys in terms of intelligence and physical attributes and 
capabilities. 
총명함과 신체적 특성, 그리고 능력에 있어 이들 소년들을 구분할 것이 거의 없었다. 

The king said to them, "I have one last test and whoever comes top will become my adopted 
a n y o n e w h o

son." 
왕은 그들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치를 것이며 정상에 오르는지는, 네가 누구라도 양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Then he said, "This kingdom depends solely on agriculture. So the king must know how to 
cultivate plants. So here is a seed of corn for each of you. 
그리고는 그는 “이 왕국은 오로지 농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왕은 식물을 재배하는 법을 알아야만 한다. 하니 여기 너희들 
각각을 위한 옥수수 씨앗이 있다. 

Take it home and plant and nurture it for three weeks. At the end of three weeks, we shall see who 
has done the best job of cultivating the seed."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 3주 동안 싣고 기르거라. 3주가 끝나갈 때, 우리는 그 씨앗 경작을 누가 가장 잘 했는가를 볼 것이다.”
라고 말했다. 

The boys took their seeds and hurried home. They each got a flower pot and planted the seed 
as soon as they got home. 
소년들은 그들의 씨앗을 받아 서둘러 집으로 갔다. 그들 각각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분을 구해 그 씨앗을 심었다.

In one home, one of the boys was heartbroken when after days of intense care, the seed failed to 
sprout. He did not know what had gone wrong with his. 
한 집에서 그 소년들 중 하나가 며칠 동안 열심히 돌본 후에, 그 씨앗이 싹이 트는 것이 실패하자 비탄에 젖었다. 그는 그의 씨
앗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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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of his friends advised him to buy a seed from the market. "After all," they said, "how can 
anyone tell one seed of corn from another?" 
몇몇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시장에서 씨앗 하나를 사라고 충고했다. “결국 어느 누가 옥수수 씨앗 하나를 다른 것과 구분할 수 
있겠어?”라고 그들이 말했다. 

• distinguish[tell, know, separate]  A fromB 

But his parents reminded him that, if the king had wanted them to plant any corn, he would 
have asked them to go for their own seed. 
하지만 그의 부모님들은 그에게 만약 왕이 그들로 하여금 아무 옥수수나 심길 원했다면, 그는 그들에게 직접 씨앗을 구하라고 
요구했을 것임을 상기시켜주었다. 

The boy thought to himself that maybe he was not destined for the throne, and decided that he 
wouldn't deceive the king.
그 소년은 아마도 그는 그 왕조에 오를 운명이 아니라고 속으로 생각했고, 왕을 속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Finally the D-day came, and the boys returned to the palace. The king asked each of them "Did 
this come out of the seed I gave you?" 
마침내 개시일이 되었고, 소년들은 궁으로 돌아왔다. 왕은 그들 각각에게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씨앗에서 나온 것이냐?” 
라고 물었다. 

Each boy responded, "Yes, your majesty." And the king moved down the line and finally got to 
the last boy. "What did you do with the seed?" he asked. 
각각의 소년은 “네, 폐하.” 하고 응답했다. 그리고 왕은 줄을 따라 내려가다가 마침내 마지막 소년에게 이르렀다. 그 씨앗으로 
무엇을 한 것이냐?“라고 왕이 물었다. 

"I cared for it diligently, your majesty, but it failed to sprout," the boy said tearfully. But the king 
said, "My people behold your next king." 

보 다

”폐하, 저는 그것을 열심히 돌보았습니다만 싹이 트질 않았습니다.“라고 그 소년은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왕은 ”나의 백성
들이여 너희들의 다음 왕을 볼지어다.“라고 말했다. 

The people were confused. "Why that one?" many asked. The king said, "I gave these boys 
boiled seeds. This was the test of honesty."
사람들은 혼란스러웠다. ”왜 저 아이입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었다. 왕은 “나

5. 위 글의 (B)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patience  ② compassion  ③ flexibility  ④ humility  ⑤ honesty

6. 밑줄 친 (a) ~ (e)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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