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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3서울]1

*milestone: 중대한 시점 

Jack stopped the cycle of perfectionism that ①his son Mark was developing. Mark could 

not stand to lose at games by the time he was eight years old. Jack was contributing to 

Mark’s attitude by always letting him win at chess because ②he didn’t like to see Mark 

get upset and cry. One day, Jack realized it was more important to allow Mark some 

experience with losing, so ③he started winning at least half the games. Mark was upset 

at first, but soon began to win and lose with more grace. Jack felt a milestone had been 

reached one day when ④he was playing catch with Mark and threw a bad ball. Instead of 

getting upset about missing the ball, Mark was able to use ⑤his sense of humor and 

commented, “Nice throw, Dad. Lousy catch,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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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4D]2

A soldier was asked to report to headquarters for assignment. The first sergeant who 

called ①him said: “We have a critical shortage of typists. I’ll give you a little test. Type 

this,” he ordered, giving ②him a sheet of paper full of complex numbers, and pointing to 

a desk that held a typewriter and a calculator. The soldier, quite reluctant to become a 

clerk typist, typed very slowly, and made sure that ③his work contained as many errors 

as possible. After the soldier finished, ④he handed the typed paper to the sergeant, who 

barely glanced at it. “That’s fine. Work as a typist here,” said the sergeant. “But aren’t 

you going to check the test?” the prospective clerk asked. The sergeant grinned. “You 

passed the test,” ⑤he replied, “when you sat down at the typewriter instead of at the 

cal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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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5V]3

* funeral oration: 추도사 

At the time when Frederick Moul was engaged in translating Lebanius, a servant came to 

tell him, that ①his wife, who had been long in a declining state, was very ill, and wished 

to speak to ②him. “Stop a minute, stop a minute,” he said, “I have but two sentences to 

finish, and then I will be with her directly.” Another servant came to announce that she 

was taking her last breaths. “I have but two words to do,” ③he answered, “and then I’ll fly 

to her.” A moment after, the servant came again, saying that she had died. “Alas! I am 

very sorry for it. She was the best wife in the world!” exclaimed the tranquil husband. The 

servant mourned her death with ④him. Having uttered this brief funeral oration, he went 

on with his work. The servant could hardly understand ⑤his master’s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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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5J]4

*roster: (팀의) 선수 명단 

There was a little boy who played on a football team. He never really played hard, was 

always lazy, didn’t practice very hard, and so he never got to play. On the last game of 

his senior year, the running backs in front of ①him on the roster all got hurt, so the coach 

had to put him in. The coach couldn’t believe his eyes: ②he was playing like a wild man. 

He couldn’t believe this was the same kid. After the game, the coach came over to him to 

ask ③him why he played so well after all those years of being lazy. “Oh,” he said, “it’s 

simple. My father was blind. He died yesterday, so this is the first day ④he’s ever gotten 

to see me play in Heaven.” The thought of the father watching him playing made ⑤him 

perform better than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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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6부산]5

Loneliness can creep into your life as you get older, which is why it’s nice to find some 

ways to not be lonely. Patrick Arbore knows this, and it’s why ①he values meaningful 

conversation. Director and founder of Elderly Suicide Prevention, Arbore, founded the 

Friendship Line, a 24hour hotline whose volunteers reach out to potentially suicidal 

seniors. He says, “What brings me joy is when ②I can be the listener when someone is 

hungry for connection.” Arbore remembers one man in particular who was feeling 

suicidal in his 70’s after his wife’s death. The man spoke with ③him on the Friendship 

Line at a stage when he wanted to end his life. After some time he said to him “④I am no 

longer thinking about suicide because people care about me.” Arbore found this 

exchange profound. “All we did was express caring,” ⑤he says. “Our work is really quite 

simple. It’s connection and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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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8V]6

An elderly gentleman was in the post office and was unable to address the postcard he 

wanted to send to a friend. He asked a young man if ①he would address the postcard for 

him. ②He gladly agreed to do so and even offered to write a short note on the card for 

the elderly gentleman. After a short note was dictated, ③he handed the postcard to the 

old fellow. The elderly gentleman looked at the postcard, handed it back to the young 

man, and asked, “Would you mind doing one more thing for ④me?” The young man had 

thoroughly enjoyed this act of kindness and answered, “Certainly, what else may I do for 

you?” The elderly gentleman replied, “At the end of the note, could ⑤you add, ‘Please 

excuse me for the poor hand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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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9인천]7

A lovely little girl was holding two apples with both hands. Her mom came in and softly 

asked her little daughter with a smile, “My sweetie, could you give your mom one of your 

two apples?” The girl looked up at ①her for some seconds. Then ②she suddenly took a 

quick bite of one apple, and then quickly of the other. Although the mom felt the smile on 

her face freeze, she tried hard not to reveal ③her disappointment. Then the little girl 

handed one of her bitten apples to ④her, and said, “Mommy, here you are. This is the 

sweeter one.” There, ⑤she realized no matter who you are, how experienced you are, 

and how knowledgeable you think you are, you should always delay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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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10E]8

* apparel: 옷, 의상 ** reprimand: 꾸짖다  

Once, Maalik Ashtar was passing through the market of Kufah looking very poor. He was 

dressed in coarse canvas apparel and had placed canvas on his head instead of a 

turban. One of the traders was sitting in his shop when ① his eyes fell upon Maalik. He 

looked at him with contempt and scornfully threw a lump of earth towards him. Maalik 

disregarded him and proceeded on ② his way. However, a person who had recognized 

Maalik and had witnessed the incident, reprimanded the trader: “Shame on you! Do you 

know who ③ you have just humiliated?” “No,” replied the trader. “He was Maalik Ashtar, 

the companion of Ali.” A shiver ran through the body of the trader at the thought of the 

evil deed ④ he had committed. He immediately set off after Maalik in order to offer ⑤ his 

ap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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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11경기도]9

Jesse’s best friend Monica, a mother of three, was diagnosed with a rare disease. 

Unfortunately, ①she didn’t have the money necessary to start her treatment and pay for 

all the other expenses related to her disease. So Jesse jumped in to help ②her. She 

reached out to friends and family and asked them if they could spare $100. If so, they 

were to bring their contribution to a restaurant downtown at a designated time. ③Her 

goal was to get 100 people to give $100. Under false pretenses, Jesse took Monica to 

the restaurant and asked if ④she minded answering a few questions on video to share 

with others about her sickness. ⑤She agreed. Soon after the video began, a line formed 

outside the restaurant. The number grew to hundreds of people, each delivering a $100 

bill. The kindness and generosity shown by both friends and strangers made a huge 

difference for Monica and her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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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1

 Jack은 자신의 아들 Mark가 보이기 시작한 완벽주의의 순환을 멈추게 했다. Mark는 8살이 되자 시합에서 지는 것을 참지 
못했다. 그(Jack)는 Mark가 화가 나서 우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Mark가 체스 시합에서 항상 이기게 함으로써 
Mark의 태도에 일조하고 있었다. 어느 날, Jack은 Mark가 패배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
는 최소한 시합의 절반은 이기기 시작했다. Mark는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더 흔쾌히 이기고 지기 시작했다. Jack은 자신이 
Mark와 캐치볼 경기를 하다가 공을 잘못 던졌던 어느 날 중대한 시점에 이르렀음을 느꼈다. 공을 놓친 것에 대하여 화를 내는 
대신에, Mark는 자신의 유머 감각을 사용할 수 있었고, “아빠는 잘 던졌어요. Mark는 엉망으로 잡았어요.”라고 말했다.

 ⑤2

한 군인이 임무를 위해 본부에 출두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를 호출한 선임하사는 “우리는 타자수가 매우 부족하다. 자네에
게 작은 시험을 하나 주겠다. 이것을 타자 쳐라.”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복잡한 숫자들로 가득한 종이 한 장을 그에게 주었고, 
타자기와 계산기가 있는 책상을 가리켰다. 타자직 사무원이 되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그 군인은 아주 천천히 타자를 치면서 
그의 작업에 가능한 한 많은 오류가 포함되도록 했다. 그 군인이 (타자치는 것을) 끝낸 후, 그는 타자를 친 종이를 선임하사에
게 전했고, 그는 그것을 단지 힐끗 봤다. “좋다. 여기서 타자수로 일하라.”라고 선임하사가 말했다. “하지만 선임하사님께서는 
그 시험을 확인하지 않으실 겁니까?”라고 장래의 타자수 직원이 물어보았다. 선임하사는 활짝 웃었다. “네가 계산기 대신에 
타자기 앞에 앉았을 때 너는 시험에 통과했다.”라고 그가 대답했다.

 ⑤3

Frederick Moul이 ‘Lebanius’를 번역하고 있을 때, 한 하인이 오랫동안 쇠약해진 상태에 있던 그의 아내가 매우 아프고, 그
와 얘기를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전하러 왔다. “잠깐만, 잠깐만.” 그는 말했다. “두 문장만 끝내면 되니 그 다음에 내가 곧 그녀
와 함께 하리다.” 또 다른 하인이 그녀가 숨이 끊어지려 한다는 것을 알리러 왔다. “두 단어만 하면 되네.” 그가 대답했다. “그 
다음에 그녀에게로 가겠네.” 잠시 후 그 하인이 다시 와서 그녀가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아아! 매우 애석하구나. 그녀는 세상
에서 가장 훌륭한 아내였는데!” 그 침착하던 남편이 외쳤다. 그 하인은 그와 함께 그녀의 죽음을 슬퍼했다. 짤막한 애도사를 
말하고서 그는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 하인은 그의 주인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④4

미식축구팀에서 뛰던 한 작은 소년이 있었다. 그는 실제로 열심히 뛴 적이 없고, 항상 게을렀으며, 아주 열심히 연습하지 않아
서 한 번도 경기를 뛰지 못했다. 그의 졸업반 마지막 경기에서, 팀의 선수 명단에서 그의 앞에 있던 러닝 백 선수들이 모두 다
쳐서, 코치는 그를 출전시켜야 했다. 코치는 그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야만인처럼 경기하고 있었다. 그는 이 아이가 
같은 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경기가 끝난 뒤, 감독은 그에게 찾아가서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게으름을 피운 후에 
그가 그렇게 잘 뛰었는지 물었다. “아, 그건 단순해요. 제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 분은 어제 돌아가셔서, 오늘이 
그 분이 제가 경기하는 것을 천국에서 보실 수 있는 첫 번째 날이거든요.”라고 말했다. 아버지가 자신이 경기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그가 어느 때보다 더 잘 수행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④5

  당신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외로움이 당신의 삶에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기 위한 몇몇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Patrick Arbore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의미있는 대화를 가치 있게 여긴다. Elderly Suicide Prevention의 관리자이자 
설립자인 Arbore는 자원봉사자들이 잠재적으로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 노인들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24시간 긴급 직통전
화인 Friendship Line을 만들었다. 그는 “내가 즐거울 때는 관계에 목마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 있을 때이다.”라
고 말한다. Arbore는 그의 아내가 죽은 후 70대에 자살 충동을 느꼈던 한 남자를 특별히 기억한다. 그 남자는 그가 그의 삶을 
마감하고 싶어하는 단계에서 Friendship Line을 통해 그와 이야기를 했다. 얼마 후에 그는 그에게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자살을 생각하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Arbore는 이 교류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했던 것이라고는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는 말했다. “우리의 일은 꽤 단순합니다. 그것은 관계
와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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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④6

어떤 노신사가 우체국에 있었는데 자신이 친구에게 보내기를 원한 우편엽서에 주소를 쓸 수 없었다. 그는 한 젊은이에게 그가 
자신을 위해 우편엽서에 주소를 써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했고 심지어 그 노신사를 위해 엽
서에 짧은 메모를 써 주기까지 하겠다고 했다. 짧은 메모를 받아 적은 후, 그는 그 엽서를 노인에게 건네주었다. 노신사는 우
편엽서를 보고 그것을 젊은이에게 다시 건네면서 “나를 위해 한 가지만 더 해 주겠는가?”라고 물었다. 그 젊은이는 이런 친절
한 행동을 완전히 즐겼고 “물론이죠, 제가 어르신을 위해 다른 어떤 것을 해 드릴까요?”라고 대답했다. “자네는 메모 끝에 ‘나
의 악필을 용서하세요.’라고 덧붙여 주겠나?”라고 노신사가 대답했다.

 ②7

사랑스러운 작은 소녀가 양 손에 두 개의 사과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들어와 미소를 띠며 그녀의 어린 딸에게 상냥
히 물었다. “우리 아가, 엄마에게 네가 갖고 있는 사과 중에 하나를 줄 수 있을까?” 그 소녀는 ①그녀를 잠시 올려다보았다. 그
런 후 ②그녀는 갑자기 한 사과의 한 입을, 그리고 다른 사과의 한 입을 재빨리 베어 물었다. 어머니는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
가 굳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③그녀의 실망을 드러내지 않으려 몹시 노력했다. 그 후에 어린 소녀는 자신이 베어 문 사
과 중 하나를 ④그녀에게 건네주고 말했다. “엄마, 여기 있어요. 이게 더 단 거예요.” 그 부분에서 ⑤그녀는 당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얼마나 박식한지에 상관없이 항상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는 것을 깨
달았다.

 ②8

언젠가 Maalik Ashtar가 매우 가난한 모습을 한 채 Kufah의 시장을 통과해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거친 캔버스 천으로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터번 대신 캔버스 천을 썼다. 상인 중 한 명이 자신의 가게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그의 시선이 Maalik
에게로 떨어졌다. 그는 경멸스럽다는 듯이 그를 쳐다보았고 멸시하며 그를 향해 흙덩이를 던졌다. Maalik은 그를 무시하고는 
자신의 길을 계속 나아갔다. 그러나 Maalik을 알아보고 그 일을 목격한 한 사람이 그 상인을 꾸짖었다. “부끄러운 줄 아시게! 
당신이 방금 능멸한 분이 누구인줄 아는가?” “모르는데요.”라고 그 상인은 대답했다. “그분은 Ali의 친구인 Maalik Ashtar이
시네.” 자신이 저지른 사악한 행동을 생각하자 그 상인의 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는 자신의 사과를 표하려고 Maalik을 뒤쫓아 
즉시 길을 나섰다. 

 ③9

Jesse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세 아이의 어머니인 Monica가 희귀병 진단을 받았다. 불행히도, 그녀(Monica)는 자신의 치료
를 시작하고 병과 관련된 다른 비용들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돈이 없었다. 그래서 Jesse가 그녀(Monica)를 돕기 위해 나섰
다. 그녀는 친구들과 가족에게 연락해서 그들이 100달러를 내어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들은 시내의 
한 식당으로 정해진 시각에 기부금을 가져오기로 했다. 그녀(Jesse)의 목표는 100명이 100달러를 내도록 하는 것이었다. 
거짓말로 핑계를 대고, Jesse는 Monica를 그 식당으로 데려가서 그녀의 병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에 그녀(Monica)가 대답하는 것을 비디오로 촬영해도 되는지 물었다. 그녀(Monica)는 동의했다. 그 촬영이 시작되고 
머지않아 식당 밖에 사람들 이 줄을 섰다. 각자 100달러 지폐를 전달하려는 사람들 숫자가 수백 명으로 늘어났다. 친구들과 
낯선 사람들 모두가 보여 준 친절함과 너그러움이 Monica와 그녀의 가족에게 큰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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