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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8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There are so many people out there, but / it is not easy / 

to find the right person for the right position.

사람들은 아주 많지만 / 쉽지 않습니다. / 해당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구하

기는

We’ll provide you / with guaranteed promotion and limited 

firing. 

우리는 여러분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 보장된 승진과 제한적 해고를

The main responsibility in this position / is to assist the 

investment managers in preparing investments. 

이 업무의 주된 책임은 / 투자를 준비하는 투자 매니저를 돕는 일입니다.

You will conduct financial analysis, / prepare financial 

projections, and / gather information on customers, 

industries, and market-operating environments for 

investment proposals. 

 여러분은 재무 분석을 하고, / 재무 계획을 준비하며 / 고객, 사업, 그리고 

시장 영업 환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될 것입니다. / 투자 제안을 위한

If you have more than two years of professional 

experience in corporate or investment banking, financial 

consultancy and a master’s degree, / please contact us. 

여러분이 기업은행이나 투자은행, 혹은 재무 컨설팅 분야에 2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이 있거나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면 / 우리에게 연락하

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아주 많지만 해당 업무에 적합한 사

람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에게 보장된 승진과 제한적 해고를 제공할 것

입니다. 이 업무의 주된 책임은 투자를 준비

하는 투자 매니저를 돕는 일입니다. 여러분

은 재무 분석을 하고, 재무 계획을 준비하며 

투자 제안 을 위한 고객, 사업, 그리고 시장 

영업 환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될 것입니

다. 여러분이 기업은행이나 투자은행, 혹은 

재무 컨설팅 분야에 2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

험이 있거나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면 우 

리에게 연락하기 바랍니다. 

 ② 직원 채용을 공고하기 위해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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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International work experience / is highly appreciated. 

국제 업무 경험은 / 높이 살 것입니다. 

We also expect you to have excellent communication 

skills and good teamwork skills, / and be prepared to 

travel to developing countries, / sometimes at short 

notice.  

또한 여러분이 탁월한 의사소통 능력과 멋진 팀워크 기술이 있기를 바라

며 / 언제든지 개발도상국으로 출장을 갈 수 있도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

니다. / 때로는 긴급 통보 시에도

국제 업무 경험은 높이 살 것입니다. 또한 여

러분이 탁월한 의사소통 능력과 멋진 팀워크 

기술이 있기를 바라며 때로는 긴급 통보 시에

도 언제든지 개발도상국으로 출장을 갈 수 있

도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short = imminent, urgent, pressing 촉바

한, 긴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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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9 다음 글에 드러난 ‘I’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1

 

I moved to California at age 12 from China and / I felt 

California was my home. 

나는 12살의 나이에 중국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해서 / 캘리포니아를 내 

고향이라고 여겼다. 

Learning English, / I studied law at the college and / I was 

supposed to marry a nice girl.

영어를 배우면서 /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 멋진 여인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다.

I was busy preparing for marriage and / I anticipated my 

life with her. 

나는 결혼 준비로 바빴고 / 그녀와 함께하는 삶을 고대하고 있었다.

Just before the election, / I had submitted my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선거직전 / 나는 귀화신청서를 제출했다.

But the situation changed after the election. 

하지만 선거이후 상황이 변했다.

On election night / I sat in front of TV watching the vote 

count and / knew that my visa status no longer kept me 

safe. 

선거 당일 밤 / 나는 TV 앞에 앉아 득표수를 세는 것을 지켜보았고, / 내 

비자상태가 나를 더 이상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12살의 나이에 중국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해서 캘리포니아를 내 고향이라고 여겼

다. 영어를 배우면서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

고 멋진 여인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다. 나

는 결혼 준비로 바빴고 그녀와 함께하는 삶

을 고대하고 있었다. 선거직전 나는 귀화신청

서를제출했다.하지만 선거 이후 상황이 변했

다.선거 당일밤 나는TV앞에 앉아득표수를세

는것을지켜보았고,내비자상태가나를더이상

안 전하게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① expectant → scare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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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Thinking that the result of election might stop me from 

living here, / I was at a loss from the uncertainty. 

나는 선거 결과로 내가 더 이상 여기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서, / 불확실성에 어쩔 줄을 몰랐다. 

I pulled out a book regarding the laws of immigration, but 

no words could be seen in spite of my legal education. 

이민법에 관한 책을 꺼내들었지만 내가 받은 법률 교육에도 불구하고 한 

단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선거 결과로 내가 더 이상 여기 살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불확실성에 

어쩔 줄을 몰랐다. 이민법에 관한 책을 꺼내

들었지만 내가 받은 법률 교육 에도 불구하

고 한 단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A가 B하는 것을 막다

prevent, stop, keep, ban, bar, 

discourage, inhibit, restrain, dissuade, 

prohibit A from B

despite = in spite of, for all, with all, 

notwith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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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0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1

  

Nowadays, / many parents do not trust their own children 

and / some try to control their children’s lives or activities. 

오늘 날 /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믿지 않으며, /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의 

인생이나 활동을 통제하려고 한다.

This is not the best way for children / because it makes 

them feel stressed and / it may lead them in the wrong 

way. 

자녀들을 위한 최상의 방법은 아니다. / 이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스트레스

를 받게 하고 / 그들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If children are given freedom to make their own decisions 

about what they want to do, / they learn how to manage 

their own lives and to solve problems. 

자녀들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결정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면, / 그들

은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 how they should manage

Isn’t it enough for parents to give support? 

 부모가 지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Children have their own lives and / they always want the 

best in their lives.

자녀들은 본인 스스로의 인생이 있고 / 자신의 인생에서 늘 최고를 원한

다.

오늘 날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믿지 않으

며,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의 인생이나 활동

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것은 자녀들로 하여

금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그들을 그릇된 방향

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자녀 들을 위한 최

상의 방법은 아니다. 자녀들 스스로 하고 싶

은 것을 결정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고 문제를 해결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부모가 지원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자녀들은 본

인 스스로의 인생이 있고 자신의 인생에서 

늘 최고를 원한다.

the + 형용사 = 복수명사(객관적 기준, 수치

화)

the unemployed 실업자들 / the blind 시

각장애인들 / the deaf 청각장애인들 / the 

homeless 노숙자들 / the wounded 부상

자들 / the disabled 장애인들 / the 

handicapped 무학 (나이)의 불리한 조건

을 지닌 사람들

예외1> the + 형용사 —> 단수명사(구체적

인 개인 상태)

the accused (person 생략) 피고

the deceased (person 생략) 고인

예외2> 주관적 기준, 기준이 없음

the beautiful = beauty / the lovely 사랑

스러운 것 / the right 옳은 것 / the good / 

the true / the impossible / the 

unexpected  

 ① 자녀의 선택권을 존중하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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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ome cases, / parents can encourage their children /  if 

they make mistakes. 

 경우에 따라서는 / 부모가 그들을 격려 할 수 있다. /  자녀들이 실수하면

But instead of forcing them to do something, just watch 

them go along with their lives.

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도록 강요하는 대신 그저 그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켜봐라.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들이 실수하면 부모가 

그들을 격려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무

엇인가를 하도록 강요하는 대신 그저 그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켜봐라. 

5형식: 

S + V + N(A) + N(B) : A ≠ B

해석방법: A가 B이다

S + V+ N(A) + 형용사 / to do / -ing /

pp(B)

해석방법: A가 B하다

사역동사: let, have, make

지각동사: see, watch, feel, hear, 

notice…

S + V + N + to do

encourage, cause, allow, persuade, 

enable, force, permit, ask, tell, t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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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2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1

Today’s world is so complex / that it is simply impossible 

to act alone and to work without people from different 

fields. 

오늘날의 세상은 너무 복잡해서 / 혼자 행동하고 다른 분야의 사람들 없

이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Making a project, we need knowledge and experience in 

many fields. 

기획을 할 때, / 우리는 여러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We also need to look at business from various 

perspectives / by well-selected people. 

사업을 바라볼 필요 또한 있다./ 다양한 관점으로 / 엄선된 사람들에 의해

For instance, a person who produces technologies may 

not have the skills necessary to sell them, and without the 

skills even the best ideas lose their chance of commercial 

success. 

예를 들어, 첨단기술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그것을 파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기술이 없다면 가장 멋진 아이디어조차도 

상업적으로 성공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오늘날의 세상은 너무 복잡해서 혼자 행동하

고 다른 분야의 사람들 없이 일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기획을 할 때, 우리는 여러 분야의 

지식 과 경험이 필요하다. 엄선된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관점으로 사업을 바라볼 필요 또

한 있다. 예를 들어, 첨단기술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그 것을 파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기술이 없 다면 가

장 멋진 아이디어조차도 상업적으로 성공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  

 ③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하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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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larly, when preparing a plan, / it is significant to 

critically look at / its assumptions from another 

perspective.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계획할 때 /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관점

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비판적으로

Therefore, it is worth having people / thanks to whom you 

can avoid many threats associated with operating on your 

own. 

사람을 곁 에 두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 따라서 스스로 경영하는 것

과 관련된 많은 위협요소를 피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 전치사 + 관계대명사 + 완전한 문장

It is worth having people and you can avoid many threats 

associated with operating on your own thanks to people.

= It is worth having people whom you can avoid many 

threats associated with operating on your own thanks to.

=  It is worth having people thanks to whom you can avoid 

many threats associated with operating on your own.

In addition, you and others should trust each other and be 

open to discussion and criticism. 

 아울러, 당신과 다른 사람들은 서로를 믿어야 하고 토론과 비판을 받아들

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계획할 때 또 다른 관

점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비판적으로 살

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스스로 경영하

는 것과 관련된 많은 위협요소를 피하도록 도

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곁 에 두는 것은 가

치 있는 일이다. 아울러, 당신과 다른 사람들

은 서로를 믿어야 하고 토론과 비판을 받아들

여야 한다. 

similarily = likewise, equivalently, in the 

same way, identically

be worth -ing = be worthy of -ing = it is 

worth while to do

It is still worth paying attention to.

It is still worthy of paying attention to.

It is still worth while to pay attention to.

therefore = consequently, so, as a 

result, hence, thus, accordingly, for that 

reason, that’s why

게다가: in addition = additionally, as 

well, what's more, furthermore, 

moreover, also, besides, plus

besides / in addition to + 명사: ~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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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3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1

 

A big fire took over the Notre Dame cathedral and / 

firefighters rushed to the structure’s rescue. 

노트르담 성당에 큰 화재가 발생했고 / 소방관들은 서둘러 그 구조물을 구

조하러 달려갔다. 

The fire, however, proved hard to put out.

하지만 불은 끄기 어려웠다.

It’s because the roof was specifically made to be 

waterproof, / which stopped the firefighters' water from 

going in.

그 이유는 지붕이 방수처리가 되도록 특별히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이것

이 소방관이 뿌린 물이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았다. 

So when firefighters were spraying the building with water, 

/ it was running off the sides of the roof and / the water 

couldn’t access the void where the fire was actually 

spreading. 

그래서 소방관이 건물에 물을 뿌렸을 때 / 물이 지붕 옆으로 흘러내려 불

이 실제로 번지고 있던 빈 공 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In addition, / the stone exterior trapped heat and smoke, 

making matters worse for the firefighters.

 게다가 /, 돌로 된 외벽은 열기와 연기를 가두었다./ 소방관에게는 설상가

상으로

노트르담 성당에 큰 화재가 발생했고 소방관

들은 서둘러 그 구조물 을 구조하러 달려갔

다. 하지만 불은 끄기 어려웠다. 그 이유는 지

붕이 방수처리가 되도록 특별히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이것이 소방관이 뿌린 물이 안으

로 유입되는 것을 막았다. 그래서 소방관이 

건물에 물을 뿌렸을 때 물이 지붕 옆으로 흘

러내려 불이 실제로 번지고 있던 빈 공 간 안

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소방관에

게는 설상가상으로, 돌로된 외벽은 열기와 연

기를 가두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still, nonetheless, nevertheless, yet, 

however, even so

A가 B하는 것을 막다

prevent, stop, keep, ban, bar, 

discourage, inhibit, restrain, dissuade, 

prohibit A from B

게다가: in addition = additionally, as 

well, what's more, furthermore, 

moreover, also, besides, plus

besides / in addition to + 명사: ~ 외에도 

 ④ difficulties in putting fire out in Notre Dam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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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fire’s height gave it so much extra oxygen to grow 

/ that the flames reached way up high, making it hard for 

the water to get to them.

그리고 불의 높이로 인해 타오를 수 있는 많은 양의 산소를 추가로 확보

할 수 있었고, / 그 결과 화염이 높은 곳까지 이르러서 물이 거기에(= 화염

에) 닿기 어려웠다. 

 Then / how about water-bombing aircraft

 그렇다면 / 물을 뿌려대는 항공기는 어떨까? 

 No, using them could lead to the building’s falling down. 

안 된다.  그것의 사용은 건물 붕괴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불의높이로인해타 오를 수 있는 많은 

양의 산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결

과 화염이 높은 곳까지 이르러서 물이 거기에

(= 화염에) 닿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물을 뿌

려대는 항공기는 어떨까? 안 된다. 그것의 사

용은 건물 붕괴로 이어질 수 있었다. 

cause = lead to, bring about, result in, 

give rise to, generate 초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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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3점] 1

  

Each of us wants to know / how the weather will be 

tomorrow, ①what has just happened, and so on.

우리들 각각은 알고 싶어 한다. / 내일 날씨가 어떠한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등을

• what - like = how

We need information / even when we take rest at home, / 

so the Internet has become the number 1 source of news 

updates. 

우리는 정보가 필요하고 / 우리가 집에서 휴식을 취할 때조차도 , / 그래서 

인터넷이 뉴스 업데이트의 최고의 정보원이 되었다. 

Even TV news is not fast enough / if ②compared with the 

social media. 

TV 뉴스조차 그다지 빠르지 않다. / 소셜미디어와 비교하면 

Think of the past / when it was impossible for people ③  to 

stay aware of everything new that happened around 

them. 

과거를 생각해 보라./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모든 일

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 했던

우리들 각각은 내일 날씨가 어떠한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등을 알고 싶어 한다. 

우리가 집에서 휴식을 취할 때조차도 우리는 

정 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인터넷이 뉴스 업

데이트의 최고의 정보원이 되었다. 소셜미디

어와 비교하면 TV 뉴스조차 그다지 빠르지 

않다. 사람 들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새

로운 모든 일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 했던 

과거를 생각해 보라. 

중요문장

the Internet has become the number 1 

source of news updates. 

 ③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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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its top advantages is the chance to stay 

④connected to your acquaintance / even if you are far 

away.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지인들과 계속 연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조차도

It is also possible to communicate with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and ⑤discover new interesting facts, 

thanks to social networks.

 또한 소셜 네트워크 덕택에 전 세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흥미

로운 사실 들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당신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조차도 지인들과 계속 연락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또한 소셜네트워크 덕택에 전 세

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흥미로운 

사실 들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 

 

probability, possibility, opportunity

인터넷이 좋은 점

One of its top advantages is the 

chance to stay connected to your 

acquaintance even if you are far away. 

It is also possible tocommunicate with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and 

discover new interesting facts, thanks 

to social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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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1

 

My 13-year-old daughter spends time together with her 

friends on the phone. 

13살짜리 내 딸은 전화를 하며 친구와 시간을 보낸다. 

Unlike my generation, / she and her friends talk on the 

smartphone app that allows users to send pictures. 

우리 세대와는 달리, / 내 딸과 친구들은 사용자들이 사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스마트폰 앱으로 대화를 나눈다.

She enjoys ridiculous pictures of friends sent by the 

phone. 

 딸은 전화로 보내온 친구들의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즐겨본다. 

She spends most of the summer staying alone / in her 

room with her phone. 

딸은 여름 대부분을 혼자 보낸다. / 전화기를 들고 방에서

That’s just the way her generation is. 

그것이 바로 딸 세대의 방식이다. 

I think /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our generation 

and hers / is in how they spend their time.

나는 생각한다./ 우리와 그녀 세대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 시간을 보내는 

방식에 있다고

13살짜리 내 딸은 전화를 하며 친구와 시간

을 보낸다. 우리 세대와는 달리, 내 딸과 친구

들은 사용자들이 사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스마트폰 앱으로 대화를 나눈다. 딸은 전화

로 보내온 친구들의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즐

겨본다. 딸은 여름 대부분을 전화기를 들고 

방에서 혼자 보낸다. 그것이 바로 딸 세대의 

방식이다. 나는 우리와 그녀 세대사이의 가

장 큰 차이는 시간을 보내는 방식에 있다고 

생각한다.

spend[waste] + N + ing / on+명사 

 ② how they spend their tim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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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ose who recall more analog adolescences, / this may 

seem foreign. 

좀 더 아날로그적인 청소년기를 회상하는 사람들에게는 / 이러한 것이 이

질적으로 보일 수 있다.

Anyway, / being more comfortable in their bedrooms than 

in cars or at parties, / today’s teens may be physically 

safer for they’re not likely to get into car accidents.

어쨌든, / 차 안이나 파티장에서 보다는 침실에서 더 안락함을 느끼므로 / 

오늘날의 십대들은 차 사고는 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는 더 안

전할지도 모른다.

좀 더 아날로그적인 청소년기를 회상하는 사

람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다. 어쨌든, 차 안이나 파티장에서 보다는 

침실에서 더 안락함을 느끼므로 오늘날의 십

대들은 차 사고는 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신

체적으로는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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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1

According to a report, / the systems of autonomous cars 

have trouble / in recognizing people with darker skin 

tones. 

보고서에 의하면, /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 / 보다 어두

운 피부톤을 가진 사람들을 인식하는 데

The results of a study on autonomous cars show / that the 

vehicles are potentially deadly.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그러한 연구 결과는 보여준다./ 그러한 자동차들

이 잠재적으로 치명적이라는 것을

Researchers investigated eight AI models used in object 

detection systems / to complete their study. 

 연구원들은 목표물 탐지 시스템이 사용된 8개의 인공지능 모델을 조사했

다. / 연구를 완성하기 위해서

These systems allow autonomous cars to recognize road 

signs, traffic signs, pedestrians, and other objects / as 

they navigate roads. 

이 시스템은, 도로 표지판, 교통 신호등, 보행자, 그리고 다른 물체를 인지

하도록 해준다. /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다니면서

보고서에 의하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스템

은 보다 어두운 피부톤을 가진 사람들을 인식

하는 데 문제가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

한 그러한 연구 결과는 그러한 자동차들이 잠

재적으로 치명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

를 완성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은 목표물 탐지 

시스템이 사용된 8개의 인공지능 모델을 조

사했다. 이 시스템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

를 다니면서, 도로 표지판, 교통 신호등, 보행

자, 그리고 다른 물체를 인지하도록 해준다. 

 ④ recognizing people with darker skin ton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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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all the accuracy of the system decreased by 5 

percent / when it was presented with groups of images of 

pedestrians with darker skin tones. 

시스템의 정확도는 5% 감소했다. / 전반적으로 더 어두운 피부톤을 지닌 

보행자 이미지를 지닌 집단이 제시되었을 때,

And according to the study, the system showed poorer 

performance / if confronted with pedestrians with dark 

shades of skin / when the photo was taken at night. 

그리고 연구에 의하면, 그 시스템은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 주었

다./ 피부에 어두운 음영이 진 보행자를 마주치게 된다면 / 사진이 밤에 찍

혔을 때

The study suggests that such pedestrians will be less safe 

/ near roads dominated by autonomous cars / even if 

there are so many traffic lights. 

이 연구는 그러한 보행자들이 덜 안전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은 도로 근처에서는 / 교통 신호등이 아무리 많더라도

전반적으로 더 어두운 피부톤을 지닌 보행자 

이미지를 지닌 집단이 제시되었을 때, 시스템

의 정확도는 5% 감소했다. 그리고 연구에 의

하면, 그 시스템은 사진이 밤에 찍혔을 때 피

부에 어두운 음영이 진 보행자를 마주치게 된

다면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 주었

다. 이 연구는 그러한 보행자들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은 도로 근처에서는 교통 신호등

이 아무리 많더라도 덜 안전하다는 것을 암시

한다. 

 

if (it was) confronted with pedestrians 

with dark shades of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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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1

 

Sharing news content on social media is different from 

selecting and reading articles. 

소셜 미디어로 뉴스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기사를 선택해서 읽는 것과는 

다르다. 

Even though humans tend to forward positive material 

through social media, / their news-reading habits may still 

decide that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negative 

information / so that they must deal with it first.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긍정적인 자료를 전송하는 경향이 있지

만, / 뉴스를 읽는 그들의 습관은 여전히 부정적인 정보가 다른 어느 것보

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 그것들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결정

한다.

This shows the human tendency / to think more strongly 

about negative news content. 

 이는 성향을 보여 준다.  / 부정적인 뉴스 내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인

간의

So news agencies seek audiences and / point in that way.

따라서 뉴스 매체는 이런 방향으로 청중을 찾고 /  진행한다.

  

소셜 미디어로 뉴스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기

사를 선택해서 읽는 것과는 다르다. 사람들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긍정적인 자료를 전

송하는 경향이 있지만, 뉴스를 읽는 그들의 

습관은 여전히 부정적인 정보가 다른 어느 것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 그것

들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이는 

부정적인 뉴스 내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인

간의 성향을 보여 준다. 따라서 뉴스 매체는 

이런 방향으로 청중을 찾고 진행한다.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negative information

=Negative information is most 

important. 

 ④ think more strongly about negative news conten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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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ality, / magazine sales increase by 30 percent / when 

the cover is negative. 

실제로, / 잡지 판매는 30% 증가한다./ 표지가 부정적인 내용일 때

Even when people say that they like more positive news, / 

they still select online news stories that are full of 

accidents. 

사람들이 긍정적인 뉴스를 더 좋아한다고 말할지라도 / 그들은 여전히 사

고로 가득한 온라인 뉴스 정보를 선택한다. 

Humans may be designed to focus on negative 

information / because negative events’ potential costs are 

greater than the benefits described in positive information. 

[3점]

인간은 부정적인 정보에 초점을 맞추도록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 긍정적

인 정보에 묘사된 이익보다는 부정적인 사건들의 잠재적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실제로, 잡지 판매는 표지가 부정적인 내용

일 때 30% 증가한다. 사람들이 긍정적인 뉴

스를 더 좋아한다고 말할지라도 그들은 여전

히 사고로 가득한 온라인 뉴스 정보를 선택한

다. 긍정적인 정보에 묘사된 이익보다는 부정

적인 사건들의 잠재적 가치가 더 크기 때문

에 인간은 부정적인 정보에 초점을 맞추도록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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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5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내용/주제]1

 

Competition in the market leads to products of high 

quality. 

시장에서의 경쟁은 상품을 고품질화로 이끈다. 

①And the high quality of products / is based on 

production approaches toward customer demands. 

그리고 상품의 고품질은 / 고객의 요구에 따른 생산방식에 근거한다.

②So, for domestic companies to survive in the global 

market, / they must raise their customer satisfaction levels 

/ while fighting competition from foreign companies.

 따라서 국내 회사들이 세계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 외국 회사와 경

쟁하면서 고객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④ In addition, a product in the global market must live 

depending on its goodwill when it gets into a new country. 

게다가, 세계 시장에서 상품은 그것이 새로운 나라에 도입 될 때 그 나라

의 호의에 의지해서 살아남아야한다.

⑤ For example, as the two brands are living on their 

goodwill to survive the competition, the competition 

between Alibaba and Google has raised the market 

standards as well as the level of customer service.

예를 들어, 알리바바와 구글 같은 두 브랜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는 고객의 호의에 의존하여 살아야 하므로, 둘 사이의 경쟁은 고객 서비스 

수준뿐만 아니라 시장의 기준을 높였다.

  

시장에서의 경쟁은 상품을 고품질화로 이끈다. 그리고 상품의 고품질은 

고객의 요구에 따른 생산방식에 근거한다. 따라서 국내 회사들이 세계 시

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외국 회사와 경쟁하

면서 고객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게다가, 세

계 시장에서 상품은 그것이 새로운 나라에 도

입 될 때 그 나라의 호의에 의지해서 살아남

아야한다. 예를 들어, 알리바바와 구글 같은 

두 브랜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

객의 호의에 의존하여 살아야 하므로, 둘 사

이의 경쟁은 고객 서비스 수준뿐 만 아니라 

시장의 기준을 높였다. 

게다가: in addition = additionally, as 

well, what's more, furthermore, 

moreover, also, besides, plus

besides / in addition to + 명사: ~ 외에도 

 ③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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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체지문]1

When Billboard started publishing the lists of the most 

popular albums, / it collected data / by asking record 

stores to self-report the most popular musicians of the 

moment. 

빌보드가 가장 인기 있는 앨범 목록을 발표하기 시작했을 때, / 그것은 자

료를 수집했다./ 음반가게에게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음악가를 알아서 보고

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C) If the record-store owner has just sold out of AC/DC 

albums and had many Bruce Springsteen albums 

unsold, / the smart thing to do would be to tell Billboard 

that not AC/DC but Bruce Springsteen was selling like 

crazy.  

 만약 음반가게 사장님이 AC/DC 앨범은 방금 다 팔았고 Bruce 

Springsteen의 앨범은 팔지 않은 채 많이 남아있으면, /빌보드에게 말하

는 것이 영리한 일이었을 것이다. /  AC/DC가 아닌 Bruce Springsteen

이 날개 돋친 듯 팔린다고

• not Bruce Springsteen but AC/DC (X)

(B) That way, the Springsteen album flies up the chart, / 

which encourages music fans to come back to the store 

and buy Bruce Springsteen’s albums. 

그런식으로 / Springsteen 앨범이 차트에 올라가고, / 그것이 음악 팬들

로 하여금 가게로 되돌아와서 Bruce Springsteen의 앨범을 사도록 한

다. 

빌보드가 가장 인기 있는 앨범 목록을 발표하

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음반가게에게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음악가를 알아서 보고해 달라

고 요청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했다. (C) 만약 

음반가게 사장님이 AC/DC 앨범은 방금 다 

팔았고 Bruce Springsteen의 앨범은 팔지 

않은 채 많이 남아있으면, AC/DC가 아닌 

Bruce Springsteen이 날개 돋친 듯 팔린다

고 빌보드에게 말하는 것이 영리한 일이었을 

것이다. (B) 그런식으로 Springsteen 앨범

이 차트에 올라가고, 그것이 음악 팬들로 하

여금 가게로 되돌아와서 Bruce 

Springsteen의 앨범을 사도록 한다. 

 ⑤ (C) - (B) -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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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Billboard wasn't a perfect mirror of American tastes.

그래서 빌보드는 미국인의 취향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 했다.

(A) But this changed.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변했다. 

As Billboard used sales data from cash registers in stores, 

/ it could get timely information / on whose albums were 

really selling. 

빌보드가 가게에서 돈을 받는 수납대에서 얻은 판매 자료를 사용하면서 / 

그것은 누구의 앨범이 정말로 팔리는지에 관한 제대로 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After that,/  it started honestly tracking / the songs 

Americans were really buying and listening to. 

 그 이후 / 그것은 정직하게 추적하기 시작했다./ 미국인들이 정말로 사서 

듣는 노래를

그래서 빌보드는 미국인의 취향을 정확히 반

영하지는 못 했다. (A)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변했다. 빌보드가 가게에서 돈을 받는 수납대

에서 얻은 판매 자료를 사용하면서 그것은 누

구의 앨범이 정말로 팔리는지에 관한 제대로 

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그 이후 그것은 미

국인들이 정말로 사서 듣는 노래를 정직하게 

추적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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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1

When people start their small businesses, / they choose 

those who are similar to each other as coworkers. 

소규모사업을 시작할 때, / 사람들은 서로서로 비슷한 사람을 동료로 선택

한다.

It is easier to find an agreement thanks to this. 

그 덕택에 합의점을 찾기는 더 쉽다.

(C) However, / such a relationship can make everybody 

look at a problem / from the same perspective. 

하지만 / 그러한 관계는 모든 사람이 문제를 바라보게 할 수 있다. / 같은 

관점에서

And this will make it difficult to solve it.

그리고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A) On the other hand, / choosing workers only in terms of 

knowledge and ability / will not bring good results, either. 

반면, / 지식과 능력의 관점에서만 직원을 선발하는 것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Another frequently made mistake / is too much 

cooperation with family and friends. 

또 다른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 가족 및 친구들과 너무 많이 협업하는 것

이다.

소규모사업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서로서로 

비슷한 사람을 동료로 선택한다.  그 덕택에 

합의점을 찾기는 더 쉽다. (C)하지만 그러한 

관계는 모든 사람이 같은 관점에서 문제를 바

라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문제를 해

결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A) 반면, 지식과 

능력의 관점에서만 직원을 선발하는 것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또 다

른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가족 및 친구들과 

너무 많이 협업하는 것이다. 

conversely  반대로 / in contrast  대조적으

로 / on the contrary 반면에, 반대로/ on 

the other hand  반면에

contrary to(~와는 반대로) = despite, in 

opposition to  

 ④ (C) - (A) - (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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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is is because it is more difficult to force these 

people to take certain actions, / due to the nature of 

personal relationships or shared biases. 

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게 만들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 

개인적인 관계 또는 공유된 성향의 특성 때문에

So / it is better to use external help / when people are 

needed in a given business. 

그래서 / 외부의 도움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 / 주어진 업무에 사람이 

필요할 때 

(B) 이는 개인적인 관계 또는 공유된 성향의 

특성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

게 만들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

어진 업무에 사람이 필요할 때 외부의 도움

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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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

을 고르시오.[문법] 1

Do you remember your childhood days, making mud pies 

after a good summer rain?

당신은 시원하게 여름비가 내린 후 진흙으로 파이를 빚던 어린 시절 이 기

억나는가? 

There were always children that tried to eat the mud pie.

진흙으로 만든 파이를 먹으려 했던 아이들이 늘 있었다.

 ( ① ) Well instead of making fun of them, maybe we 

should have imitated them. 

우리는 그들을 조롱하지 말고, 아마 따라 했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 ② ) It turns out that eating dirt might be good for one’s 

health after all. 

흙을 먹는 것이 결국 우리의 건강에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 ③ ) Of course, we see in newspapers that there are 

headlines like “Haitians So Poor They Eat Dirt.” 

물론 우리는 신문에서 '아이티 사람들은 아주 가난해서 흙을 먹는다' 와 같

은 헤드라인을 본다. 

당신은 시원하게 여름비가 내린 후 진흙으로 

파이를 빚던 어린 시절 이 기억나는가? 진흙

으로 만든 파이를 먹으려 했던 아이들이 늘 

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조롱하지 말고, 아마 

따라 했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흙을 먹는 것

이 결국 우리의 건강에 좋을 수도 있다는 것

이 밝혀졌다. 물론 우리는 신문에서 '아이티 

사람들은 아주 가난해서 흙을 먹는다' 와 같

은 헤드라인을 본다. 

 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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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It will pull at your heartstrings / when you think these 

people are so hungry that they’re eating the dirt off the 

ground. 

심금을 울릴 것이다. / 사람들은 그들이 너무 가난해서 땅에서 흙을 주워 

먹는다고 생각하며

This happened more due to poverty, / but it isn’t always 

the case. 

이런 일은 가난 때문에 더 많이 일어나기는 / 하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

니다. 

• This: they’re eating the dirt off the ground

( ⑤ ) Many cultures actually eat dirt not to satisfy their 

hunger / but as a way of staying healthy, / just as some 

ancient cultures cooked potatoes in dirty clay / to protect 

themselves from toxic alkaloids. [3점]

많은 문화권에 서는 실제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라 /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흙을 먹는다 ./ 어떤 고대 문화권에서는 지저분한 진흙

에 넣어 감자를 요리했던 것과 같이, / 독성이 있는 알칼로이드로부터 스

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들이 너무 가난해서 땅에서 흙을 

주워 먹는다고 생각하며 심금을 울릴 것이

다. 이런 일은 가난 때문에 더 많이 일어나기

는 하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어떤 고

대 문화권에서는 독성이 있는 알칼로이드로

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저분한 진

흙에 넣어 감자를 요리했던 것과 같이, 많은 

문화권에 서는 실제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서가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흙을 먹

는다. 

부분부정 : not + 전체( all,both, every, 

always, completely, absolutely, 

necessarily, entirely, altogether, 

quite..): 주제문

알칼로이드

알칼로이드는 초기에는 질소를 포함하는 식

물 유래 화학 물질을 총칭하는 말이었으나 이

제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면서 질소를 포함하

는 물질 전체를 의미한다. 대부분 염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식물로부터 추출이 용이하

다. 알칼로이드는 포유동물의 신경계에 작용

하거나 암이나 병원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등 

다양한 생리 활성을 가지고 있다.

25



Reading Booster  15회_1회 
코코스학원  

Update 2021. 3. 6.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40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Let your friend get hold of a book with a large page size 

and with lines that go right across the page, and / read it 

with the top of the book just below his eye level. 

친구에게 페이지가 크고 줄이 페이지를 가로질러 오른쪽으로 진행 되는 

책을 붙잡고 / 책의 맨 윗부분이 눈높이 바로 아래에 오게 한 상태에서 책

을 읽게 해라. 

Then watch the movement of his eyes / as he reads the 

page. 

그러고 나서 그 페이지를 읽을 때, 친구의 눈의 움직임을 지켜봐라. 

You will see that your friend’s eyes do not make a 

continuous forward sweep.

당신은 친구 눈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Instead, / they progress by little jumps, moving, then 

stopping, / as they progress along the line. 

대신 / 약간의 점프, 이동, 멈춤 동작으로 진행할 것이다. / 눈은 각각의 줄

을 따라갈 때,

This kind of movement is used in the reading process. 

이러한 종류의 동작이 독서과정에 이용된다.

친구에게 페이지가 크고 줄이 페이지를 가로

질러 오른쪽으로 진행 되는 책을 붙잡고 책

의 맨 윗부분이 눈높이 바로 아래에 오게 한 

상태에서 책을 읽게 해라. 그러고 나서 그 페

이지를 읽을 때, 친구의 눈의 움직임을 지켜

봐라. 당신은 친구 눈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대신 눈

은 각각의 줄을 따라갈 때, 약간의 점프, 이

동, 멈춤 동작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종

류의 동작이 독서과정에 이용된다.  

 ① reading --------- eyes’ jumping movemen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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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s to be this starting and stopping movement / 

because the eye can see only when it is still or 

motionless. 

이런 시작과 멈춤 동작이 있어야 한다. / 눈은 멈추거나 움직이지 않을 때

만 볼 수 있기 때문에

Every time the eyes pause, / they see a phrase or even a 

sentence, / then skip to the next part of the line, and so 

on.

눈이 멈출 때마다 / 우리 눈은 한 구절이나 심지어 한 문장을 보고, / 그러

고 나서 그 줄의 다음 부분으로, 그리고 그 다음으로 건너뛴다. 

 

The physical action of reading is our eye’s jumping 

movement.

→ 책을 읽을 때 일어나는 신체적인 활동은 우리 눈의 건너뛰기 동작이다. 

눈은 멈추거나 움직이지 않을 때만 볼 수 있

기 때문에 이런 시작과 멈춤 동작이 있어야 

한다. 눈이 멈출 때마다 우리 눈은 한 구절이

나 심지어 한 문장을 보고, 그러고 나서 그 줄

의 다음 부분으로, 그리고 그 다음으로 건너

뛴다. 

→ 책을 읽을 때 일어나는 신체적인 활동은 

우리 눈의 건너뛰기 동작이다. 

whenever = each time = ever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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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There was a rich and greedy man. 

(A) 부유하면서도 탐욕스러운 남자가 있었다.

He had much, but always wanted more.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다. 

If he saw something new, he had to have that, too.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보면 그는 그 것도 가져야 했다. 

There was plenty of food, but he shared nothing with 

others. 

먹을 것이 풍부했지만, 그는 다른 사람과 아무것도 나누지 않았다. 

One day (a)he was eating food with peanut butter and 

fruit sauce. 

어느 날 그는 땅콩버터와 과일 소스가 뿌려진 음식을 먹고 있었다. 

 A delicious aroma rose up from the food. 

음식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It filled the village and wandered out into the jungle. 

 그 냄새는 마을 에 퍼지고 정글 속으로 떠돌았다.

                       

(A) 부유하면서도 탐욕스러운 남자가 있었

다.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더 많

은 것을 원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보면 

그는 그 것도 가져야 했다. 먹을 것이 풍부했

지만, 그는 다른 사람과 아무것도 나누지 않

았다. 어느 날 그는 땅콩버터와 과일 소스가 

뿌려진 음식을 먹고 있었다. 음식에서는 맛있

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 냄새는 마을에 퍼

지고 정글 속으로 떠돌았다.

43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

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44 밑줄 친 (a)~(e)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2

45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은?  3

  ④ (C) - (D) - (B)1

 ⑤ (e) 2

 ⑤ 개는 먹이를 먹고 배가 불러 정글로 다시 돌아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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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ere the aroma filled the nose of a thin hungry dog.

(C) 그 냄새는 배고픈 야윈 개의 코를 가득 채웠다. 

As the hungry dog smelled the aroma, it began to follow 

the smell. 

배고픈 개는 냄새를 맡고 따라가기 시작했다.

Soon it came upon the rich man eating the food. 

 곧 개는 음식을 먹고 있던 부자와 마주하게 되었다.

When he saw the skinny dog, he couldn’t eat another bite 

and lost his appetite.

뼈만 앙상한 개를 보았을 때, 그는 더 이상 한 입도 먹지 못 하고 식욕을 

잃었다

(c)He got angry and shouted at the dog, “Get away from 

me!” 

그는 화가 나서 그 개에게 "저리 꺼져!"라고 고함 쳤다. 

But it didn’t go away and stayed there smelling the aroma 

of the food. 

 하지만 그 개는 달아나지 않고 음식 냄새를 맡으면서 거기 있었다. 

Finally the rich man couldn’t stand any more. 

마침내 그 부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d)He went to the village’s wise man.  

그는 마을의 현자에게 갔다.

(C) 그 냄새는 배고픈 야윈 개의 코를 가득 

채웠다. 배고픈 개는 냄새를 맡고 따라가기 

시작했다. 곧 개는 음식을 먹고 있던 부자와 

마주하게 되었다. 뼈만 앙상한 개를 보았을 

때, 그는 더 이상 한 입도 먹지 못 하고 식욕

을 잃었다. 그는 화가 나서 그 개에게 "저리 

꺼져!"라고 고함 쳤다. 하지만 그 개는 달아나

지 않고 음식 냄새를 맡으면서 거기 있었다. 

마침내 그 부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

는 마을의 현자에게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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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e told him that he wanted the dog to pay for stealing 

the aroma of his food and making him lose his appetite. 

(D) 그는 개가 음식 냄새를 훔치고 그의 식욕을 잃게 만든 것에 대해 대가

를 치르기를 바란다고 현자에게 말했다.

He added that even its skinny shadow made him sick.

그는 심지어 그 개의 앙상한 그림자조차 그를 구역질나게 만든다고 덧붙

였다. 

 The villagers gathered around to hear what the wise man 

would say. 

 그 마을 사람들은 현자가 뭐라고 말할지 듣기 위해서 주변에 모여들었다. 

“The dog has stolen the smell of your food and appetite. 

"개가 당신의 음식 냄새와 식욕을 훔쳤군요.

For this, it must give up something,” (e)he said. 

이에 대해 그것은 무엇인가를 포기 해야겠군요."라고 그가 말했다. 

Hearing this, the rich man smiled. 

이 말을 듣고, 그 부자는 미소를 지었다. 

The wise man asked the villagers, “Do you agree that it 

was the smell of the food that was stolen?“

현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도난당한 것은 바로 음식 냄새였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라고 물었다.

(D) 그는 개가 음식 냄새를 훔치고 그의 식욕

을 잃게 만든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기를 바

란다고 현자에게 말했다. 그는 심지어 그 개

의 앙상한 그림자조차 그를 구역질나게 만든

다고 덧붙였다. 그 마을 사람들은 현자가 뭐

라고 말할지 듣기 위해서 주변에 모여들었

다. "개가 당신의 음식 냄새와 식욕을 훔쳤군

요. 이에 대해 그것은 무엇인가를 포기 해야

겠군요."라고 그가 말했다. 이 말을 듣고, 그 

부자는 미소를 지었다. 현자는 마을 사람들에

게 "여러분은 도난당한 것은 바로 음식 냄새

였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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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villagers said, “Yes!” 

(B) 마을 사람들은 "네!"라고 말했다.

“Then the payment shall be in smell,” he explained.  “It 

must give up its skinny shadow.” 

 "그렇다면, 냄새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겠군요. 그 개는 야윈 그림자를 포

기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How can it give up its skinny shadow?” the rich man 

wanted to know.

"어떻게 야윈 그림자를 포기할 수 있죠?"라고 부자는 알고 싶어 했다. 

“By growing a fat shadow,” the wise man told (b)him. 

"살찐 그림자로 만들면 됩니다."라고 현자는 그에게 말했다.

• 목적어 전치

“It will give its thin shadow to compensate for your aroma 

and lost appetite. 

"개는 당신의 (음식) 냄새와 잃어버린 식욕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의 야윈 

그림자를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Feed it until it grows a fat one.“ 

그림자가 통통해질 때까지 그것에게 먹이를 주세요."

The villagers laughed. 

마을 사람들은 웃었다. 

The rich man hung his head down. 

 그 부자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B) 마을 사람들은 "네!"라고 말했다. "그렇다

면, 냄새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겠군요. 그 개

는 야윈 그림자를 포기해야 합니다."라고 말

했다. "어떻게 야윈 그림자를 포기할 수 있

죠?"라고 부자는 알고 싶어 했다. "살찐 그림

자로 만들면 됩니다."라고 현자는 그에게 말

했다. "개는 당신의 (음식) 냄새와 잃어버린 

식욕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의 야윈 그림자를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그림자가 통통해질 때

까지 그것에게 먹이를 주세요." 마을 사람들

은 웃었다. 그 부자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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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he tossed a bite of food to the thin dog.

그러고 나서 그는 그 야윈 개에게 먹이 조각을 던졌다. 

 It wagged its tail as it ate. 

개는 먹으면서 꼬리를 흔들었다. 

So it went day by day and he came to like the dog.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났고 그는 그 개를 좋아하게 되었다. 

This is the way how the rich man learned to share. 

이런 식으로 그 부자는 나누는 법을 배웠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 야윈 개에게 먹이 조각

을 던졌다. 개는 먹으면서 꼬리를 흔들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났고 그는 그 개를 좋아

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 부자는 나누는 

법을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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