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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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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rouette:피루엣(한쪽 발로 서서 빠르게 도는 발레 동작) 

Serene tried to do a pirouette in front of her mother but fell to the floor. Serene’s mother 

helped ①her off the floor. She told her that she had to keep trying if she wanted to 

succeed. However, Serene was almost in tears. ②She had been practicing very hard the 

past week but she did not seem to improve. Serene’s mother said that ③she herself had 

tried many times before succeeding at Serene’s age. She had fallen so often that she 

sprained her ankle and had to rest for three months before she was allowed to dance 

again. Serene was surprised. Her mother was a famous ballerina and to Serene, ④her 

mother had never fallen or made a mistake in any of her performances. Listening to her 

mother made ⑤her realize that she had to put in more effort than what she had been 

doing so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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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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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ble: 마구간

A police officer was tracking a cattle thief and heard that the man had ridden into a small 

town up the trail. The officer rode into town and asked around for information about 

①him. Most of the folks suggested that the officer talk to the man at the stable; the thief 

had left ②his horse there. The officer rode to the stable and asked the man when he had 

last seen the thief. The man answered, “I saw him when ③he rode in on Sunday and 

then three days later when he rode out of town on Sunday.” The officer asked ④him how 

a man could ride out of town three days later and it could still be on Sunday. The man 

explained, “Well, officer, it’s like this. I sold ⑤him a horse about a year ago, and its name 

is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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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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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raitjacket: 구속, 구속복

Who is the most famous magician of all time? Exactly. Harry Houdini. Houdini is known 

for escaping from being buried alive or freeing ①himself from a straitjacket or handcuffs, 

or even from a box with a bag tied over his head. He started the Brothers Houdini with 

Dash Houdini, but later went on ②his own. He wasn’t very successful and actually failed 

a few times, to the audience’s disappointment. But soon ③he got some advice from 

Martin Beck, one of the big names in show business. Beck told him that ④he should get 

rid of the card tricks and old magic and focus on the big events like the locked box and 

the handcuffs. He started to do what ⑤he said, and eventually became the most well-

known escape artist of al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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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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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san Jackson works for a high-profile divorce attorney. ①She never talks about any of 

her attorney’s cases. However, one night she slipped up and thoughtlessly mentioned a 

case and the family’s name at ②her family’s dinner table. ③Her 16-year-old daughter 

went off to a hockey game that night and told the story to her young friends. The story 

spread at school the next day and, by the end of the afternoon, the attorney’s office was 

in an uproar because of a call from the client’s wife. It seems ④her son had been faced 

with the information and was extremely embarrassed. Susan said, “When I realized what 

had happened, ⑤I admitted my mistake. I didn’t, but I certainly could have, lost my job 

just because of a careless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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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  밑줄 친 she[her]가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6부산]5

“Wanna work together?” a cheerful voice spoke on Amy’s first day at a new school. It 

was Wilhemina. Amy was too surprised to do anything but nod. The big black girl put 

①her notebook down beside Amy’s. After dropping the notebook, ②she lifted herself up 

onto the stool beside Amy. “I’m Wilhemina Smiths, Smiths with an s at both ends,” ③she 

said with a friendly smile. “My friends call me Mina. You’re Amy Tillerman.” Amy nodded 

and stared. As the only new kid in the school, ④she was pleased to have a lab partner. 

But Amy wondered if Mina chose her because ⑤she had felt sorry for the new 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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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  밑줄 친 He[he]가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8V]6

* mineshaft: 수직 갱도

Mark never thought he could be a leader in a crisis. ①He worked as a school teacher in 

South London. One holiday he took a party of boys and girls to go hill walking in Wales. 

That evening, a boy who disobeyed instructions and wandered off on his own fell down a 

disused mineshaft. At first ②he lost consciousness, but soon he came to himself and 

shouted. Mark ran toward where the shouting was coming from. Far from panicking, 

Mark found himself becoming calmer. ③He took charge of the situation. After the 

rescuers arrived and took the boy out of the shaft, they congratulated Mark on the 

leadership he had shown. ④He was completely exhausted, but he had learnt an 

important truth about himself. Contrary to his expectations, ⑤he had revealed the ability 

to respond to and lead in a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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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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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ving a store, I returned to my car only to find that I’d locked my car key and cell 

phone inside the vehicle. A teenager riding his bike saw me kick a tire in frustration. 

“What’s wrong?” ①he asked. I explained my situation. “But even if I could call my 

husband,” I said, “he can’t bring me his car key, since this is our only car.” ②He handed 

me his cell phone. The thoughtful boy said, “Call your husband and tell him I’m coming to 

get ③his key.” “Are you sure? That’s four miles round trip.” “Don’t worry about it.” An hour 

later, he returned with the key. I offered ④him some money, but he refused. “Let’s just 

say I needed the exercise,” he said. Then, like a cowboy in the movies, ⑤he rode off into 

the sun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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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10E]8

It was a warm evening, and, having dined early, Philip went to the balcony. It was empty 

but for one man who sat at a table with a spread of papers before ①him. Philip bade him 

good evening, and a face was raised. The stranger wore an old grey coat, but ②he had 

no air of poverty, for around his neck hung a massive chain of gold. His face was hard 

and red like sandstone, and around ③his eyes were many fine wrinkles. It was these 

eyes that grabbed Philip’s attention. They were of a pale brown as if faded by weather; 

cool and quiet and friendly, but with a fire burning at the back of them. The man looked 

at Philip, and then, as if he took an instant liking for him, smiled at ④him. With a motion 

of his hand, ⑤he moved aside his papers and asked Philip to sit with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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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11경기도]9

Albert Einstein once boarded a train from Philadelphia. The conductor came around to 

punch the tickets and said, “Ticket, please.” Einstein reached into his vest pocket for the 

ticket, but did not find it. ①He checked his jacket pocket. No ticket. He checked his brief 

case. But still, ②he could not find his ticket. The conductor, noting ③his obvious distress, 

kindly said, “I know who you are, Dr. Einstein. Don’t worry about your ticket.” Several 

minutes later the conductor turned around from the front of the traincar to see Einstein 

continuing to search under ④his seat for the missing ticket. Quickly, he hurried back to 

assure the gray-haired gentleman. “Dr. Einstein, Dr. Einstein, I know who you are!” ⑤he 

repeated. “Please don’t worry about your ticket.” Dr. Einstein slowly arose from his knees 

and addressed the young conductor. “Son, you don’t understand. I, too, know who I am. 

What I don’t know is where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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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정답&해설

 ③1

Serene은 그녀의 어머니 앞에서 피루엣을 하려고 했지만 바닥으로 넘어졌다. Serene의 어머니는 그녀가 일어나는 것을 도
왔다. 그녀는 성공하고 싶으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Serene에게 말했다. 하지만 Serene은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지난주 
그녀는 정말 열심히 연습했지만 나아지지 않은 듯 보였다. Serene의 어머니는 자기 자신이 Serene의 나이였을 때 성공해 
내기 전에 여러 번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너무 자주 넘어져 발목을 삐어서 다시 춤을 출 수 있게 되기까지 3개월 동안 쉬
어야 했다. Serene은 놀랐다. 그녀의 어머니는 유명한 발레리나였고, Serene에게 자신의 어머니는 어떠한 공연에서도 결코 
넘어지거나 실수를 한 적이 없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는 것을 깨달았다.

 ④2

한 경찰관이 소도둑을 추적하고 있었고 그 남자가 오솔길 위의 작은 마을로 말을 타고 들어갔다고 들었다. 그 경찰관은 말을 
타고 마을로 들어가서 그에 관한 정보를 물으며 돌아다녔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그 경찰관이 마구간의 남자에게 말해 볼 
것을 제안했는데, 그 도둑은 그의 말을 그곳에 놔두었었다. 그 경찰관은 말을 타고 마구간으로 가서 그 남자에게 그 도둑을 마
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인지 물었다. 그 남자는 “저는 그가 일요일에 말을 타고 들어올 때와 3일 후 Sunday를 타고 마을 밖으
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경찰관은 그에게 어떻게 사람이 3일 후에 마을 밖으로 말을 타고 나갔는데 여
전히 일요일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남자는 “글쎄요, 경찰관님, 그것은 다음과 같아요. 내가 그에게 약 1년 전에 말 한 마
리를 팔았는데, 그것의 이름이 Sunday이에요!”라고 설명했다.

 ⑤3

역대 가장 유명한 마술사는 누구인가? 맞다. Harry Houdini이다. Houdini는 산 채로 매장된 상태에서 탈출하는 것, 구속복
을 입은 상태 또는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스스로 탈출하는 것, 또는 심지어 머리 위에 가방이 묶여진 채로 상자에서 탈출하
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Dash Houdini와 the Brothers Houdini를 시작하였으나 나중에는 혼자 독립했다. 그는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며, 실제로 몇 차례 실패하여 관중들을 실망시켰다. 그러나 이내 그는 쇼 비즈니스의 거물 중 한 명인 
Martin Beck으로부터 약간의 조언을 받았다. Beck은 그가 카드 묘기와 낡은 마법을 버리고 잠겨 있는 상자와 수갑과 같은 
대형 이벤트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는 그가 말한 것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역대 가장 유명한 탈출 예술가가 되
었다.

 ④4

Susan Jackson은 세간의 이목을 끄는 이혼 전문 변호사 밑에서 일한다. 그녀는 자기 변호사가 맡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녀는 실수를 했고 어떤 사건과 그 가족의 이름을 자기 가족의 저녁 식사 자리
에서 경솔하게 언급했다. 그녀의 16살 난 딸은 그날 밤 하키 경기장에 가서 자신의 어린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가 다음날 학교에서 퍼져 나갔고, 오후가 끝나갈 무렵 변호사의 사무실은 그 의뢰인의 아내의 전화 때문에 떠들썩했
다. 그녀의 아들이 그 정보에 직면하게 되었고 극도로 당황해 한 것 같았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저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직장을 잃지는 않았지만, 분명 단지 부주의한 말 때문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라고 
Susan은 말했다.

 ④5

“같이 할래?”라고 Amy의 새 학교 첫날 어떤 명랑한 목소리가 말했다. Wilhemina였다. Amy는 너무 놀라 고개를 끄덕이기
만 했다. 그 덩치 큰 흑인 소녀는 Amy의 공책 옆에 ①그녀의 공책을 놓았다. 공책을 놓은 후, ②그녀는 Amy 옆 의자에 올라
앉았다. “나는 Wilhemina Smiths야, 이름 양 끝에 s가 있는 Smiths.”라고 ③그녀는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 친구들은 
나를 Mina라고 불러. 너는 Amy Tillerman이지.” Amy는 고개를 끄덕이며 쳐다보았다. 유일한 전학생인 ④그녀는 실험실 파
트너가 생겨서 기뻤다. 그러나 Amy는 ⑤그녀가 전학생을 안쓰럽게 여겨서 자신을 선택한 것이 아닌지 궁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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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②6

Mark는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이 리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South London에서 교사로 일했다. 
어느 공휴일에 그는 Wales에서 비탈 타기를 하러 가는데 남학생과 여학생 일행을 데리고 갔다. 그날 저녁, 지시에 따르지 않
고 혼자 돌아다니던 한 남학생이 사용하지 않는 수직 갱도에 빠졌다. 처음에 그는 의식을 잃었지만, 곧 그는 의식을 되찾고 소
리쳤다. Mark는 그 소리가 나오는 곳으로 달려갔다. 당황하기는커녕, Mark는 자신이 더 차분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 상황에 책임을 다했다. 구조대원들이 도착해서 그 소년을 갱도에서 꺼낸 후에, 그들은 Mark가 보여 주었던 리더십에 
대해 그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지만 자신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예상과는 달리, 그는 
위기에 대처하고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었다.

 ③7

가게를 떠난 뒤, 나는 내 차로 돌아와 차안에 차 열쇠와 핸드폰을 넣고 잠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자전거를 탄 십 대 한 명이 
내가 절망에 빠져 타이어를 차는 것을 보았다. “무슨 일이죠?”라고 그는 물었다. 나는 내 상황을 설명했다. “내가 남편에게 전
화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차이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 그의 차 열쇠를 가져다 줄 수 없어요.”라고 나는 말했
다. 그는 그의 핸드폰을 나에게 건네주었다. 그 사려 깊은 소년은 말했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그(남편)의 차 열쇠를 제가 가지
러 간다고 말하세요.” “진심이에요? 왕복 4마일 거리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시간 후, 그는 열쇠를 가지고 돌아왔다. 나
는 그에게 약간의 돈을 주려 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냥 내가 운동이 필요했다고 하죠.”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고 나서 영화 
속 카우보이처럼, 그는 석양 속으로 자전거를 타고 떠났다.

 ④8

따뜻한 저녁이었고, 일찍 식사를 한 후에, Philip은 발코니로 갔다. 그곳은 탁자에 앉아 신문을 자기 앞에 펼쳐 놓고 있는 한 
남자를 제외하고는 비어 있었다. Philip은 그에게 저녁 인사를 했고, (그 남자의) 얼굴이 들어 올려졌다. 그 낯선 사람은 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는 가난한 분위기를 전혀 풍기지 않았는데, 그의 목 주위에 거대한 금 목걸이가 걸려있었기 때
문이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사암(砂巖)처럼 딱딱하고 붉었으며 그의 눈 주위에는 수많은 잔주름이 있었다. Philip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그 눈이었다. 그 눈은 마치 풍상에 빛깔이 바랜 것처럼 옅은 갈색이었고, 차갑고 고요하며 친근했지만 그 
눈 뒤에서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남자는 Philip을 보았고, 그런 다음 마치 그를 즉각적으로 좋아하게 된 듯이, 그를 향
해 미소를 지었다. 손을 움직여, 그는 신문을 옆으로 치우고 Philip에게 자신과 동석하기를 요청했다. 

 ⑤9

Albert Einstein이 일전에 Philadelphia에서 기차를 탔다. 차장이 차표에 (확인을 위해) 구멍을 뚫으러 다가와서 “표를 보여 
주세요.”라고 말했다. Einstein이 표를 꺼내려고 자신의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었지만, 그것을 찾지 못했다. 그(Einstein)가 
자신의 재킷 주머니를 확인했다. 표가 없었다. 그가 자신의 서류 가방을 확인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Einstein)는 자신의 표를 
찾을 수 없었다. 차장이 그(Einstein)의 분명한 곤란함을 알아차리고,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요, Einstein 박사님. 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친절하게 말했다. 몇 분 후 차장이 기차 차량의 맨 앞쪽에서 돌아섰고 Einstein이 자신
(Einstein)의 좌석 밑에서 계속해서 사라진 표를 찾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재빠르게 그는 황급히 돌아가 그 백발의 신사를 안심
시켰다. “Einstein 박사님, Einstein 박사님, 제가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니까요!”라고 그(conductor)가 거듭 말했다. “표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Einstein 박사가 천천히 무릎을 펴고 일어나 그 젊은 차장에게 말했다. “젊은이, 자네는 이해하지 못
하네. 나 또한 내가 누구인지 안다네. 내가 모르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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