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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1

This can appear on your skin and muscle. 

This is a mark on your skin caused by blood (a) 
(trap) under the surface. 

It happens when an injury crushes small blood 
vessels but does not break the skin. 

Those vessels break open and leak blood under the 
skin. This is often painful and swollen. 

It can take months for this to fade, but mostly it lasts 
only about two weeks. 

It starts off a reddish color, and then turns bluish-
불 그 스 레 한

purple and greenish-yellow before returning to 
그 리 고 나 서

normal. 

To reduce this, ice the (b) (injure) area and elevate it 
r a i s e

above your heart. 

See the doctor if it appears for no reason, or if it 
appears to be infected.

멍(bruise)에 관한 다양한 정보

이것은 당신의 피부와근육에나타날수있다. 

이것은표면아래에 갇힌 혈액에 의해 야기된 당신의 
피부에 있는 자국이다. 

그것은 상처가 작은 혈관들을 눌러서 뭉갰지만 그 
피부를 뚫고 나오지 않을 때 발생한다. 

그 혈관들은 피부 아래서 터지고 열려서 혈액을 새어
나오게 한다. 이것은 종종 고통스러우며 부어오른다. 

이것이 사라지는 데에는 여러 달이 걸릴수도있지
만, 대개는 단지 약 두 주정도 지속된다. 

그것은 불그스레한 색으로 시작하며, 그리고는 푸
르스름한 보랏빛으로 변하며 정상적 으로 돌아오기 
전에 녹색을 띤 노란빛으로 변한다.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상처입은 부위를 얼음으로
식히고 심장보다높은곳으로 그것을 올려라. 

만약 아무 이유없이 그것이 나타나거나 감염된듯 
보이면 진찰을 받아보라.

 trapped / injur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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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41

An 11-year-old boy has proven his good storytelling 
skills. 

Police said the boy faked his kidnapping to avoid 
조 작 했 다

bringing home a bad report card, saying that a man 
with a pistol snatched him after (a) he left school. 

The boy said / the man forced him into a car and 
threatened to kill him. 

The student said (b) he escaped by jumping out of 
the car but wasn't able to grab his bookbag which 
contained the report card. 

(c) He ran to his grandparents' house and later 
confessed to lying. 

His grandfather called the police to apologize. 

One of the police officers said they were suspicious 
수 상 한 . .

that (d) he was able to "escape" with his band 
instrument, but not his bookbag. 

(e) He said the boy faces no charges at this time.

성적표를 보여주기 싫어 부모에게 거짓으로 납치되

었 다고 말한 소년

11세 소년이 그의 훌륭한 이야기하기 기술을 입증
했다. 

경찰은 그 소년이 집으로 형편없는 성적표를 가져
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가 학교 를 나온 후에 권
총을 가진 한 남자가 그를 잡아채갔다고 말하며 그
의 납 치를꾸며냈다고말했다. 

그소년은그남자가그를 차안으로 강제로 넣어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그학생은 그 가차밖으로 뛰쳐 나와 탈출했지만 성
적표가 들어있는 그의 책가방을 움켜쥘 수는 없었
다 고 말했다. 

그는 그의 조부모의 집으로 달려갔고 나중에 거짓
말을 자백했다. 

그의 할아버지는 사과를 하기 위해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관들 중 한 명은 그가 그의 악기를 가지고“탈출
할”수는 있었지만, 그의 책가 방은가져올수없었던
것을의심했다고말했다. 

그는이번에는 그 소년이 어떠한 죗값도 치르지 않
을 것이라고 말했다. 

 1,2,3,4는모두소년을,5는경찰관을지칭한다./1

A Boy Fakes Kidnapping to Hide Bad Gr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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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61

If you're planning to travel by air and to pack 
짐을 꾸리다

prescription drugs in a carry-on bag, there are some 
expert (a) [accommodations / recommendations] 
you have to know. 

① Keep your medications in their original containers, 
regardless of the urge to save space. 

d r i v e

② That means you shouldn't put your prescription 
drugs in those (b) [convenient / conversational] 
medication dispensers / you might normally use, at 
least until you get to your destination. 
• 디스펜서(종이컵휴지향수정제 등을 필요량만큼 빼내어 쓸 수 있
게 된 장치

③ You also shouldn't save space by putting more 
than one prescription in one bottle because airport 
security can legally take away the bottle. 

합 법 적 으 로

④ Sometimes using too much medicine can 
permanently injure your liver, kidneys, or other parts 
of your body. 

⑤ Passengers are allowed to take all their 
medications on the plane, but they must be checked 
at a security checkpoint.

항공여행동안 약물 소지시 유의사항

당신이 만약 항공 여행을 계획하고 있고 기내 휴대 
수화물 가방에 처방받은 약물을 넣고 있다면 당신
이 알아야 할 전문가의 권고 사항들이 몇가지있다. 

공간을절약하려는충동을 버리고당신의 약물을 원
래용 기에 보관하라. 

그것은 적어도 당신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당신이 일반적으로 쓰는 편리한 약 디스펜서 안에 
처방 약을 넣지 말아야 한다 는것을의미한다. 

당신은 또한 한 병에 한 처방이상을 넣어 공간을 절 
약해서는안되는데, 그것은 공항 보안요원이 그병을
합법적으로 가져 갈수있기때문이다. 

(때로너무과도한약물을사용하는것은당신의 간, 신
장, 혹은 다른 부분들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
다.) 

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모든 약물들을 복용하도록 허
가되지만 그것들은 보안 검문 소에서 점검을 받아
야 한다. 

 (a) recommendations (b) convenien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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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81

Fleas (A) [have been / had been] on the planet since 
the days of dinosaurs, so they also know a thing or 
two about surviving and adapting to a changing 
environment. 
• a thing or two : 상당한

Keep in mind that fleas do not stay on your 새 all 
the time. 

They will jump off and seek another blood source or 
snooze inside the fibers of your carpet. 
졸 다

(B) [Unchecking / Unchecked] , fleas can quickly 
억 제 되 지 않 는 . . . .

multiply. 
grow, increase

In fact, in one month, two dozen adult fleas can 
produce more than 250,000 offspring! 

Check with your veterinarian about the best 
treatment for your kitten. 

A number of new once-a-month medications that are 
safe and effective on kittens as young as six weeks 
old (C) [is / are] available in pills or droplet forms.

물 방 울

벼룩의 특성과 벼룩으로부터의 고양이 보호법

벼룩은공룡시대이래로지구에존재해와서, 그들은변
화하는 환경에 살아남고 적응하는것에 관해 상당히
잘알고있다. 

벼룩들이 당신의 새끼고양이 위에 항상 머물러있지
않는다는것을명심하라. 

그들은 뛰쳐나가 또 다른 혈액 공급지를 찾거나 카
펫의 섬유 안으로 들어가 꾸벅꾸벅 졸 것이다. 

억제되지 않는다면, 벼룩들은 빠르게 번식할 것이
다. 

사실상, 한달이내에, 스물네마리의 성인벼룩들은 
25만마리 이상의 후손을 생산할수있다! 

당신의 새끼고양이를 위한 최선의 벼룩치료계획 에 
대하여 수의사에게 확인해보라. 

6주 정도의 어린 새끼 고양이에게 안 전하고 효과
적이며 한 달에 한 번 투약하는 많은 새로운 약물이 
알약이 나 물약의 형태로 이용 가능하다. 

 multipl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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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9~101

Think about yourself cleaning out an old desk 
drawer. 

You find a flashlight you ① haven't used in a year. 

You turn it on but there is no light. 

You shake it, and then you unscrew one end to 
release ② what are probably dead batteries. 

The batteries won't come out, but finally, after some 
effort, you shake them loose. 

What a mess! Corroded batteries with liquid acid 
부 식 된 . . .

seeping all over the mechanism―all because you 
스 며 든 . .

haven't used the flashlight ③ regularly! 

Batteries are designed to be turned on, not 
neglected. 
• not A but B = B, not A: A가 아니라 B다(B강조)

Likewise, what you and I refuse to use we will 
surely lose. 
• 목적어 전치

We ④ mean  to be turned on, too. 2

Our lives are not meant to be "waited out" ⑤ but 
meant to be lived up!

우리의 삶이 빈번하게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

한 비유

오래된 책상 서랍을 청소하는 스스로를 생각해보
라. 

당신은 일년내내 사용하지 않았던 손전등을 발견한다. 

당신은 그것을 켜보지만 빛이 나오지 않는다. 

당신은 그것을 흔들며, 틀림없이 다 써버렸을 배터
리를 꺼내기 위해 한쪽 끝을 연다. 

그 배터리들은 나오려하지 않을 것이지만, 마침내, 얼
마간의 수고 후에, 당신은 그들을 흔들어 풀리게 한다. 

얼마나 지저분한가! 모든 장치에 스며든 액체 상태의 
산으로 부식된 배터리들이! 그 모든 것은 당신이 그 손
전등을 정기적으로 사용해오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다. 

배터리들은 방치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켜지기 위
해 고안되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분명 당신과 내가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도 역시 켜지도록 의도되어 있다. 

우리들의 삶은 “최후까지 기다리도록” 의도된 것
이 아니라 살아지도록 의도되었다.

 Our lives1

 are meant t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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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121

Recently, through YouTube, the world became aware 
of Susan Boyle of Scotland. 

She was a contestant on the TV show "Britain's Got 
경 쟁 자 . . .

Talent." 

Susan was single, middle-aged, and matronly as 
점 잖 은 . .

opposed to young and glamorous. 

The judges and the audience were hostile to her 
because of her appearance. 

But when she began to sing, the audience and the 
judges were shocked and enchanted. 

매 혹 된 . . .

Their hostile attitude gave way to cheers and a loud 
and very enthusiastic applause. 
• gave way to: ~로 바뀌다

All three judges gave her high marks. They even 
admitted their prejudices. 

It was a great, feel-good story; but it also reveals a 
flaw in contemporary culture. 

Too often we make judgments on the basis of 
____________.  2

* matronly 나이 지긋한 기혼 여성다운

외모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 찬사를 받은 Susan Boyle

최근 YouTube를 통해 세계는 Scotland의 
Susan Boyle을 인 식하게 되었다. 

그녀는 TV쇼“Britain’s Got Talent”에 참가한 경
쟁자 였다. 

Susan은 미혼이었으며, 중년에, 젊고 매혹적인 것
과는 대조적으로 나이 지긋한 기혼 여성다웠다. 

심사위원들과 청중들은 그녀의 외모 때문 에 그녀
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청중들
과 심사위원들은 놀라서 넋을 잃었다. 

그들의 호의적이지 않았던 태도는 환호와 우레와 
같은 박수로 바뀌었다. 

세 명의 모든 심사위원들 은 그녀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다. 그들은 심지어 그들의 편견 또한 인정했다. 

그것은 정말 만족감을 주는 이야기였지만, 현대 문
화에 있어서 결점 또한 드러내고 있다.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외관에 근거해 판단을 한다.

 Susan Boyle의 매력적이지 않은 외모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편견1

 appearanc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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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3~141

Banned Books Week is an annual awareness 
campaign that (a) (celebrate) the freedom to read 
and draws attention to banned books. 

The campaign stresses the requirement to keep 
강 조 한 다

banned materials publicly available so that people 
can develop their own conclusions and opinions. 

Its goal is to teach the importance of our First 
Amendment rights and to draw attention to the 
danger that (b) (exist) when restraints are placed on 

c h e c k 속 박 . .

the availability of information in a free society. 

Held during the last week of September since 1982, 
개최된 . .

Banned Books Week not only encourages readers 
to examine banned literary works, but also 
promotes intellectual freedom in libraries, schools, 
and bookstores.

Banned Books Week(금서 주간)

금서 주간(Banned Books Week)은 독서의 자유
를 공표하고 금서에 대한 관심을 끌게하는 연례적
인 인식캠페인이다. 

그캠페인은사 람들이 그들 스스로의 결론과 견해를 
발전시키도록 금지된 자료들을 공개적으로 이용 가
능하도록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것의 목표는 헌법 수정조항 제 1조의 권리들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과 자유 사회에서 정보의 이
용 가능성에 대해 속박이 가해졌을 때 존재하는 위
험성에 관심 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금서 주간은 1982년 이래로 9월 마지막 주 동안 
개최되며, 독자들로 하여금 금지된 문학 작품들을 
점검하도록 할 뿐 아 니라, 도서관, 학교, 서점에서 
지적 자유를 홍보한다. 

 a celebrates b exist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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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161

There was a man whose barn had burned down. 

The entire community gathered to help rebuild it. 

He and some other men were told to saw  the 
톱으로자르다

rafters. 
서 까 래

They first cut a rafter and then traced around (a) 
그 렸 다 . . . .

it  with a pencil and cut another one. 
a rafter

They based the third rafter on the second, the fourth 
on the third, and so on. 

What they didn't take into account was the width of 
the pencil mark. 

Each rafter was one pencil mark wider than the one 
before. 

After a while, this added up to quite a difference. 

By lunch time they looked at the barn and 
discovered (b) it  was going up at a very strange 

the barn

angle.           
* rafter 서까래  

사소한 부주의로 잘못 지어진 헛간

헛간이 다 타버린한남자가있었다. 

마을전체가그것을 다시 세우는것을 돕기위해 모였다. 

그와 몇몇 다른 남자들은 서까래를 톱으로 자르라
는 말을 들었다. 

처음에 그들은 서까래 하나를 잘랐고 그리고는 연
필로 그것의 둘레를 그려 또 다른 하나를 잘랐다. 

그들은 두번째것에 기초해 세번째것을, 세번째것을
기초해 네번째것을 자르고 이렇게 계속 잘랐다. 

그들이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연필 자국의 넓이였
다. 

각각 의서까래는 이전것보다 한 연필자국만큼 넓었
다. 

얼마후, 이것이 더해져 상당한 차이가 생겼다. 

점심 시간즈음에 그들은 헛간을 보고 그것이 매우 
이상한 각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a rafter (b) the bar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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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7~181

�

Which fruit is most often associated with teachers? 

(①) No one knows for sure, but the idea of "an apple 
for the teacher" (a) (be) with us since the late 1800s. 

(②) Perhaps the custom grew out of the fact that 
apples ripen in September, when the school year 
usually begins. 

(③) In earlier times, students ― particularly those in 
rural areas ― could have, perhaps, picked an 
apple from a tree on their walk to school. 

(④) It was an easy gift for children (b) (give) to their 
teachers. 

(⑤) So the term "apple-polisher" came to mean 
someone who tries to flatter a superior in return 
for a favor. 

선생님을 위한 과일이 사과가 된 배경

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그것을 선생님께 뇌물을 주
는 방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랑스러운 관행
은 종종 의심을 받았다. 

어떤 과일이 가장 빈번하게 선생님들과 연상이 되
는가? 

아무도 확 실히 모르지만“선생님을 위한 사과”에 대한 
생각은 1800년대 말 이래 로 우리와 함께있어왔다. 

아마도 그 풍습은 사과가 9월에 익는다는 사실로부
터 생겼는데, 그 시기가 대개 학년이 시작하는 때이
기 때문이다. 

예전에, 학생들, 특히 시골에 사는 학생들은 아마도 
학교로 걸어가는 도중에 나무에서 사과를 딸 수 있
었을 것이다. 

그것은 아이들이 선생님들께 줄 수 있는 쉬운선물
이었을것이다. 

그러한 이유로“apple-polisher”란 용어는 호의를 
얻기 위해 상급자에 아첨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의
미하게 되었다.

The lovely practice was often suspected, 
의 심 이 드 는 . .

however, because the other kids understood it 
as a way to give a bribe to the teacher.

 순서 ⑤ 1

(a) has been (b) to g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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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201

연령별 운동에 따른 근육 회복의 차이에 관한 실험

Researchers compared samples of muscle tissue from nearly 30 healthy men who participated in 
a study. 
연구자들이 한 연구에 참여한 거의 30명의 건강한 남성들의 근육 세포 조직 샘플을 비교했다. 

The young subjects averaged 22.6 years of age, while the old study participants averaged 71.3 
years. 
젊은 피실험자들은 평균 22.6세의 연령이 었으며, 반면에 나이가 든 연구 참가자들은 평균 71.3세였다. 

The men then had the leg from which the muscle tissue was taken immobilized in a cast for two 
weeks. 
그리고는 그 남자들은 근육 세포 조직을 가져온 다리를 2주 동안 깁스 안에서 움 직이지 못하게 했다.

After the cast was removed, the study participants exercised with weights to regain muscle 
mass. 
그 깁스가 제거된 후에, 연구 참가자들은 근육의 크기를 회복하기 위해 역기를 가지고 운동을 했다.

Additional samples of muscle tissue for each subject were taken at three days and again at four 
weeks after cast removal, and then sent for analysis. 
각각의 피실험자에 대한 추가적인 근육 세포 조직 샘플이 깁스가 제거되고 3일 후에 그리 고 다시 4주 후에 채취되었고, 분석
을 위해 보내어졌다. 

The researchers found that before the legs were immobilized, the cells responsible for muscle 
repair were only half as numerous in the old muscle as they were in young tissue. 
연구자들은 그 다리들이 움직일 수 없게 되기 전에 근육 회복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들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근육에는 젊
은이들의 세포 조직에 있는 것만큼의 단지 절반 정도였음을 발견했다. 

That difference increased even more during the exercise phase, with younger tissue having four 
times more regenerative cells. 
그 차이는 젊은이들의 세포 조직 이 네 배 더 재생 세포를 갖게 되며 운동 단계 동안 더욱 크게 증가했 다.

 근육 회복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 양의 연령별 차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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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weeks of immobilization only mildly affected young muscle, whereas old muscle began to 
weaken," said one of the researchers. 
“2주의 부동 상태는 젊은 사람들의 근육에 단지 약간의 영향을 끼 친 반면, 나이든 사람들의 근육은 약화되기 시작했다.”라고 
그 연구원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The old muscle also didn't recover as well with exercise. 
“나이든 사람들의 근육은 또한 운동으로도 잘 회 복되지 않았다.

This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older populations' staying active. 
이것은 나이를 더 든 사람들이 꾸준히 활동적이어야 하 는것의중요성을강조한다. 

For their muscle, long periods of disuse may worsen the cells' recovery," said the researcher.
그들의근육에있어서, 오랜기간동안사 용하지 않는 것은 세포들의 회복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그 연구원 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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