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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When you get into an automobile full of people, who 
do you prefer to drive the car? 

If you're like most people, it is generally yourself. 

Why? Because, in your view, no one else drives a 
car better than you do or is safer than you when 
driving. 

We tend to bring this kind of attitude into everything 
we do and get stressed. "I have to do it myself or it 
won't be done well." 

In fact, you'll get less stress if you admit that 
someone else can do it just as well as you can and 
perhaps, even better. ______________.

남에게 일을 맡겨보라

사람들로 가득한 자동차에 탈 때 누가 그 차를 운전
하기를원하는가? 

만약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과 같다면, 보통은 자신
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왜 그럴까? 여러분의 관점에서는 운전할때 여러분
보다 운전을 더 잘 하거나, 여러분보다 더 안전한 
사람이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는 모든 일에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해서 스
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있다. “내가 그 일을 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잘 되지 않을 거야.”

사실상, 다른 사람이 여러분만큼, 혹은훨씬더잘할
수있다는것을 인정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이
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겨라. 

 Let others do i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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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When Anita was eleven years old, she went to her 
mother to complain. "I can't manage to have friends. 

They all stay away from me because I get so 
jealous." 

Her mother was taking care of new-born chickens, 
and Anita held up one of them, which immediately 
tried to escape. 

The more the girl squeezed it in her hands, the 
more the chicken struggled. 

Her mother said: "________." Anita obeyed her and 
the chicken stopped struggling. 

She began to stroke it and the chicken cuddled up 
between her fingers. 

"Human beings are like that too," said her mother. 

"If you want to hold onto them by any means, they 
escape. 

But if you are kind to them, they will remain forever 
by your side."

 

질투심에서 벗어나기

Anita가 11살 때, 그녀는 엄마에게 가서, “친구를 
사귈 수가없어요. 

내가 너무 질투가 많다고 친구들이 모두 저를 멀리 
해요,”라고 불평했다. 

그녀의 엄마는 갓 태어난 병아리들을 돌보는 중이
었고, Anita는 병아리 가운데 한 마리를 손에 쥐었
는데, 그 병아리가 금방손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Anita가 그 병아리를 자기 손에 붙잡고 있으려고 
더 꽉 쥘수록, 그 병아리는 더 몸부림쳤다. 

그녀의 엄마는, “병아리를 부드럽게 쥐어보거라,”라
고 말했다. Anita가 엄마의 말대로 했더니 그 병아

리는 몸부림치는 것을 멈추었다. 

그녀가 병아리를 쓰다듬어주기 시작하자, 병아리는 

그녀의 손가락 안에 웅크리고 있었다. 

“사람도 마찬가지란다,”라고 그녀의 엄마가 말했다. 

“네가 그들을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붙잡고 있으려

고 하면 그들은 벗어나려고 한단다. 

그런데 네가 그들에게 친절하면 그들은 영원히 네 
옆에 머물러있을 거야.”  

 "try holding it gentl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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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One of my friends believes that 
_______________________. 

She always tries to complete all the necessary work 
before tonight's play, and meet tomorrow's deadline. 

While many of my other peers, including me, try to 
avoid work and are vulnerable to the comforts of 
present existence and instant pleasure, she 
considers work a source of special pleasure. 

For her, tomorrow's anticipated gains and losses fuel 
today's decisions and actions. 

Satisfaction delayed for greater reward is always a 
better bet for her. 

Unlike the people who live in the present, she plans 
ahead for a better self, a better reward, and a bigger 
success.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현재의 노력

 
내친구 한명은, 미래에잡게 될 새 두 마리가 손안에 

있는한 마리보다 낫다고 믿는다. 

그녀는 항상 오늘밤에 놀기 전에 필요한 일을 모두 
완성해서 마감일인 내일까지 맞추려고 애쓴다. 

나를 포함한 많은 다른 친구들이 일을 피하려 하고 
현재 생활의 편안함과 순간적인 쾌락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 반면에, 그녀는 일을 특별한 즐거움의 원

천으로 여긴다. 

그녀에게는 내일 기대되는 이익과 손해가 오늘의 

결정과 행동을 부추긴다. 

더 큰 보상을 위해 지연된 만족은 항상그녀에게는 

더 나은 생각이다.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는달리, 그녀는 
더나은 자신과 더 나은 보상과 더 큰 성공을 위해 
미리계획을 세운다. 

 two birds in the future are better than one in the han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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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There are some people who have a brave heart, 
risking their own life to save helpless people. 

목적

One such character is Will Kane, the sheriff in the 
movie High Noon, played brilliantly by Gary Cooper. 

Gunmen come to kill him, and everyone in town 
wants Kane to flee for different reasons. 

Some want the gunmen to control the town so 
business will be better. 

The deputy wants Kane to leave because he wants 
his job. 

Kane's wife, a Quaker, wants him to run from the 
fight for religious reasons. But Kane has to stay. 

It's who he is, having a personal code of behavior 
and following it. 

Even when he's been deserted by all, when his life 
is on the line, he ___________.       
* deputy 보안관 대리

영화 주인공의 행동 원칙

자기 목숨을 걸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돕는 용
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가 영화 <하이 눈High 
Noon>에서 Gary Cooper가 훌륭하게 연기한, 보
안관인 Will Kane이다. 

총잡이들이 그를 죽이러 오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
은 각자 다른 이유로 Kane이 도망치기를 원한다. 

어떤 이들은 총잡이들이 마을을 지배해서 사업이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 

보안관 대리는 Kane의 자리를 자기가 원해서 

Kane이 떠나기를 원한다. 

퀘이커 교도인 Kane의 아내는 종교적인 이유로 그
가 싸우지 않고 떠나기를 원한다. 그러나 Kane은 
머물러야만 한다. 

그것이 그의 사람됨됨이고, 그는 개인적인 행동 규

범을 갖고 그것을 따른다.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자기의 목숨이 걸렸을 
때라도 그는 자기 자신의 원칙에 충실하게 행동한
다.  

 remains true to his own pricipl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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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A  friend of mine told me a story about his son and 
the Boston Red Sox. 

He had inherited a priceless baseball signed by all 
the players of the legendary 1967 team. 

When his young son asked to play catch with him, 
he warned the boy that they could never use that 
ball. 

Upon being asked why, he realized that Carl 
Yastrzemski, Jim Lonborg and the rest of the 1967 
Sox meant nothing to his son. 

Instead of taking the time to explain, he simply told 
목적

the boy they could not use the ball "because it had 
writing all over it." 

A few days later, the boy once again asked his father 
to play catch. 

When his father reminded him that they could not 
use the ball with the writing, his son informed him 
that he had solved the problem: He had licked off 
the writing! 

It reminded him that, when teaching or parenting, 
he must always __________________.

사인볼에서 사인을 지워버린 아이

내 친구 하나가 자기 아들과 Boston Red Sox에 
관한 이야기를 내게 해주었다. 

그는 전설적인 1967년 팀의 모든 선수들이사인한 
귀중한 공을 물려받았다. 

그의 어린 아들이 캐치볼을 하자고했을 때 그는 그 
공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며 아이에게 주의를 주
었다. 

아이가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Carl Yastrzemski
와 Jim Lonborg와 1967년의 Sox팀의 다른 선수
들이 자기 아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
이 들었다.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는 대신 그는 아이에게“그 공
에는 글씨들이 잔뜩 있어서”그 공을 사용할 수없다
고만 말했다. 

며칠 뒤, 아이는 다시 그에게 캐치볼을 하자고 했
다. 

아이의 아버지가 다시 아이에게 글씨가 있는 그 공
을 사용할 수없다는 점을 상기시켰을 때, 아들은 그
에게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전했다. 
아들은 그 글씨들을 핥아서 지운 것이다! 

그 일은 그에게, 가르치거나 부모 노릇을 할 때, 항

상 아이의 관점에서 상황을 설명하려고 해야 한다

는 점을 상기시켰다.  

 try to explain things from the child`s point of vie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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