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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1[전체] 밑줄 친 there is a silver lining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1

All the countries that achieved an economic boom shared 

one common characteristic: / a rapidly growing young 

workforce. 

경제 호황을 누린 모든 나라들은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 그것

은 바로 급속히 늘어난 젊은 노동력이다. 

But / this driver of economic growth is fast disappearing. 

하지만 / 경제 성장의 이러한 추진력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 this driver = a rapidly growing young workforce.

Added to the problem of a rapidly aging workforce is / the 

fact that global population growth rates have declined. 

급속히 노령화하는 노동력 문제가 더해지고 있다. / 세계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As a result, / it became nearly impossible / for countries to 

generate the same level of economic growth as before. 

그 결과, / 거의 불가능해졌다./ 나라들이 전과 같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창출하기는

As a politician warned, / “Never in history has there been 

economic growth without population growth.” 

한 정치인은 경고했다. / “인구 성장 없이 경제적 성장을 이룬 적은 역사 

상 결코 없었다."라고

경제 호황을 누린 모든 나라들은 한 가지 공

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급속히 

늘어난 젊은 노동력이다. 하지만 경제 성장

의 이러한 추진력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세계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급속히 노령화하는 노동력 문제가 더해지고 

있다. 그 결과, 나라들이 전과 같은 수준의 경

제 성장을 창출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졌다. 

한 정치인은 "인구 성장 없이 경제적 성장을 

이룬 적은 역사 상 결코 없었다."라고 경고했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still, 

nonetheless, nevertheless, yet, 

however, even so

therefore = consequently, so, as a 

result, hence, thus, accordingly, for that 

reason, ergo, that being the case, on 

that account, that’s why

not A without B: A하면 반드시 B하다

It never rains without pouring.

반드시 비가 오면 쏟아 붇는다. 

 ① refugees can replace aging worker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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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t / there is a silver lining in this picture, and / it comes in 

the form of refugees. 

하지만 / 여기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고 / 그것은 난민에서 답을 찾을 수 있

다. 

• a silver lining = the bright side of a problem

Angela Merkel realized this and / threw open Germany’s 

doors to refugees. 

 Angela Merkel(독일의 총리-앙겔라 마르켈)은 이 사실을 깨닫고 / 독일 

문호를 난민에게 개방했다. 

• this = there is a silver lining in this picture, and it comes in the 

form of refugees.

It is ultimately the smartest way/ for her country to 

maintain its competitive edge / as it battles against an 

aging and shrinking workforce.  

그것은 궁극적으로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녀의 나라가 경쟁적 우위를 

유지하는  / 노령화되며 줄어드는 노동력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므로, 

• edge: 우위, 우세: dominant, prominent position, advantage  

하지만 여기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고 그것은 

난민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Angela 

Merkel(독일의 총리)은 이 사실을 깨닫고 독

일 문호를 난민에게 개방했다. 노령화되며 줄

어드는 노동력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므로,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녀의 나라가 경쟁적 우

위를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still, 

nonetheless, nevertheless, yet, 

however, even so

picture:상황

When you refer to the picture in a parti

cular place, you are referring to the 

situation there.

It's a similar picture across the border 

in Ethi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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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전체]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Looking at various flowers, / we feel relieved and want 

them to flourish forever.

우리는 다양한 꽃을 보면서 / 위안을 느끼고, 그것들이 영원히 번성하기

를 바란다. 

Can it be possible? 

그것이 가능할까? 

Scientists have recently discovered / that flowers use 

patterns of electrical signals / to heighten the flowers’ 

attraction to insects like bees, the pollinators.

과학자들은 최근에 발견했다. / 꽃이 전자신호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수분 매개자 인 꿀벌과 같은 곤충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도를 높이기 위

해서

When the signals are noticed by bees, / they find and 

distinguish electric signals given out by flowers.

그 신호가 꿀벌에 의해 인지되면, / 꿀벌은 꽃이 방출한 전자신호를 찾아

내고 구분한다. 

Flowers also produce bright colors and nice fragrances / 

to attract them. 

 꽃들은 또한 밝은 색상과 근사한 향기를 만들어 낸다. / 그것들을 끌어들

이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꽃을 보면서 위안을 느끼고, 

그것들이 영원히 번성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가능할까? 과학자들은 최근에 꽃이 수분 매

개자 인 꿀벌과 같은 곤충을 끌어들일 수 있

는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자신호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신호가 꿀벌

에 의해 인지되면, 꿀벌은 꽃이 방출한 전자

신호를 찾아내고 구분한다. 꽃들은 또한 그것

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밝은 색상과 근사한 

향기를 만들어 낸다.

 ① How Do Flowers Attract Bees, the Pollinators?1

3



Reading Booster  15회_1회 
코코스학원  

Update 2021. 3. 6.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When a bee lands on a flower, / the flower’s potential for 

pollination changes, and this could be a way / by which 

flowers tell bees that another bee has recently been 

visiting.

꿀벌이 꽃에 앉으면 / 수분을 위한 그 꽃의 잠재능력이 바뀌고, / 이것이 

알려주는 방법일 수 있다. / 꽃이 꿀벌에게 다른 꿀벌이 최근에 (자신들에

게) 들렀다는 것을

To our surprise, bees can detect and distinguish between 

different floral electric fields. 

놀랍게도, 꿀벌들은 서로 다른 꽃의 전자장 사이의 차이를 탐지하고 구분

할 수 있다.

Nevertheless, they can still do their work as pollinator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여전히 수분 매개자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

다.

꿀벌이 꽃에 앉으면 수분을 위한 그 꽃의 잠

재 능력이 바뀌고, 이것이 꽃이 꿀벌에게 다

른 꿀벌이 최근에 (자신들에게) 들렀다는 것

을 알려주는 방법일 수 있다. 놀랍게도, 꿀벌

들은 서로 다른 꽃의 전자장 사이의 차이를 

탐지하고 구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것들은 여전히수분 매개자로서 제 역할

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still, nonetheless, nevertheless, yet, 

however, even so

pollinator 수분 매개체

pollinate 수분하다

pollination 수분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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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전체]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

지 않은 것은?1

 

There are processors / much ①faster than 

supercomputers / inside the brain of the bee / despite its 

size. 

프로세서(= 처리기)가 있다. /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빠른 / 꿀벌의 두뇌 

속에는 /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As it has to distinguish between something ②available 

and something dangerous quickly / while flying to search 

for food among the flowers, / the bee’s eye has thirty 

thousand superior lenses / that capture a vivid, colorful 

image!

이용 가능한 것과 위험한 것을 재빨리 구분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 꿀

벌이 먹이를 찾아 꽃들 사이에서 날아다니는 동안,/ 꿀벌의 눈에는 3만 개

의 훌륭한 렌즈가 있다! / 선명하고 다채로운 이미지를 포착하는 

 This enables the bee to have ③better vision. 

 이것이 꿀벌로 하여금 더 잘 볼 수 있도록 해준다. 

• this = the fact that the bee’s eye has thirty thousand superior 

lenses

Though scientists are trying to imitate that, / they are 

④incapable.

과학자들이 아무리 모방하려고 / 해도 할 수가 없다.

꿀벌의 두뇌 속에는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슈

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빠른 프로세서(= 처리

기)가 있다. 꿀벌이 먹이를 찾아 꽃들 사이에

서 날아다니는 동안, 이용 가능한 것과 위험

한 것을 재빨리 구분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

에, 꿀벌의 눈에는 선명하고 다채로운 이미지

를 포착하는 3만 개의 훌륭한 렌즈가 있다! 

이것이 꿀벌로 하여금 더 잘 볼 수 있도록 해

준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모방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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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small head contains thousands of millions of cells and 

they work simultaneously at a tremendous speed. 

그것의 작은 두뇌는 수십억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고 이들은 놀라운 속도

로 동시에 작용한다.

• they: thousands of millions of cells

Besides, its eyes consist of thousands of small lenses, 

taking the hexagonal shape. 

 게다가 그것의 눈은 육각형 형태로 된 수천 개의 작은 렌즈들로 구성되

어 있다. 

This design helps the bee for better vision in forests and 

to ⑤avoid collision with each other.

 이러한 디자인은 꿀벌이 숲 속에서 더 잘 볼 수 있고, 서로 충돌을 직면하

도록(→ 피하도록) 해준다.

그것의 작은 두뇌는 수십억 개의 세포를 가지

고 있고 이들은 놀라운 속도로 동시에 작용한

다. 게다가 그것의 눈은 육각형 형태로 된 수

천 개의 작은 렌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

한 디자인은 꿀벌이 숲 속에서 더 잘 볼 수 있

고, 서로 충돌을 직면하도록(→ 피하도록) 해

준다. 

게다가: in addition = additionally, as 

well, what's more, furthermore, 

moreover, also, besides, plus

besides / in addition to + 명사: ~ 외에도

consist of: ~로 구성되어 있다

= be composed of, be comprised of, be 

made up of

참조> lie in = consist in: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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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전체]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1

You may think you don’t have a fear of anything, / but fear 

is common among most people. 

당신은 무엇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 두려움은 

대부분 사람들 사이에서 공통적이다.

Some people argue / that they fear darkness or ghosts 

more than anything.

어떤 사람들은 주장한다./ 그 어떤 것보다도 어둠이나 유령을 더 두려워한

다고

But if I ask them, “Why do you fear ghosts?” / they say 

that it’s because they look strange.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왜 유령을 두려워하나요?"라고 물으면, / 그들은 

유령이 이상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In fact, they fear them / because they think ghosts have 

the intention to kill them. 

사실 / 그들은 유령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유령이 그들을 죽일 의도가 있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Similarly, some fear darkness / because they have more 

danger of losing their lives in the darkness / or something 

unknown will threaten their lives, taking advantage of 

darkness. 

이와 유사하게, 어떤 사람들은 어둠을 두려워한다. /  그들이 어둠 속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더 많기 때문에 / 혹은 모르는 무엇인가가 어

둠을 이용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무엇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생

각할지 모르지만, 두려움은 대부분 사람들 사

이에서 공통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어둠이나 유령을 더 두려워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왜 유령을 

두려워하나요?"라고 물으면, 그들은 유령이 

이상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실 그들

은 유령이 그들을 죽일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

기 때문에 유령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어둠 속에

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더 많기 때문

에 혹은 모르는 무엇인가가 어둠을 이용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둠

을 두려워한다. 

similarily= likewise, equivalently, in the 

same way, the same, identically 

 ② increase the chances of surviva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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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 fear stray dogs and try to scare them away, / even 

throwing stones at them to secure their safety. 

다른 사람들은 사나운 떠돌이 개를 두려워하고 그것들을 겁주어 쫓아내려

고 한다. /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심지어 돌멩이를 던지면서

It’s just like elephants which do so / when they see a tiger 

or another dangerous animal. 

그것은 코끼리들이 하는 것과 똑같다. / 호랑이나 다른 위험한 동물을 보

았을 때

In short, “fearing” is a way to increase the chances of 

survival .  [3점]

즉, '두려움'은 생존가능성을 높이려는 한 방법이다.

다른 사람들은 사나운 떠돌 이 개를 두려워하

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심지어 돌

멩이를 던지면서 그것들을 겁주어 쫓아내려

고 한다. 그것은 코끼리들이 호랑이나 다른 

위험한 동물을 보았을 때 하는 것과 똑같다. 

즉, '두려움'은 생존가능성을 높이려는 한 방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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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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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전체]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

절한 곳을 고르시오.1

Today, many millions of workers in developed economies / 

compete for jobs with other workers around the world. 

오늘날 선진 경제국에 있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은 / 전 세계의 다른 노

동자들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 ① ) The reason is that a large and growing proportion of 

all work is information-based and doesn’t involve moving 

or processing anything physical at all. 

이는 모든 일자리 중에서 많은, 그리고 증가하는 부분이 정보에 근거하고 

있으며, / 어떤 물리적인 것을 움직이거나 처리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 ② ) We’re all familiar with the results: workers in other 

countries answering our customer service calls, reading 

our X-rays, and writing our software.

우리 모두는 그 결과, 즉 우리의 고객 서비스 전화에 응답하거나, 우리의 

X선을 판독하거나,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다른 나라에 있는 노동

자들에 익숙하다. 

Other developments that are happening in many 

advanced countries may be more surprising.

 많은 선진국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진전들은 더욱 놀라울 수 있다. 

오늘날 선진 경제국에 있는 수백만 명의 노동

자들은 전 세계의 다른 노동자들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이는 모든 일자리 중에서 많

은, 그리고 증가하는 부분이 정보에 근거하

고 있으며, 어떤 물리적인 것을 움직이거나 

처리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이

다. 우리 모두는 그 결과, 즉 우리의 고객 서

비스 전화에 응답하거나, 우리의 X선을 판독

하거나,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다른 

나라에 있는 노동자들에 익숙하다. 많은 선진

국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진전들은 더욱 

놀라울 수 있다.

be used to do: 목적:~하기위해 사용되다

(사물주어)

Salt is used to preserve food.

be(get) used(accustomed) to N: ~에 익

숙하다(사람주어) = be familiar with = be 

acquainted with

Sam is used to eating spicy food. 

 ③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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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More than a million American tax returns are 

prepared in India each year. 

백만 건 이상의 미국 세금 환급이 매년 인도에서 준비 된다.

( ④ ) A major accounting firm in London hired a team of 

accountants by flying them from India, letting them stay in 

a hotel for three weeks, and flying them back. 

런던에 있는 어느 큰 회계회사는, 회계사팀을 인도에서 비행기로 오게 하

고 3주 동안 그들을 호텔에 머물게 한 후, 다시 비행기로 돌려보내는 방법

으로 그들을 고용했다. 

( ⑤ ) It was because it was much cheaper than using 

British accountants.    

 이는 그것이 영국 회계사를 고용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했기 때문이었

다.

백만 건 이상의 미국 세금 환급이 매년 인도

에서 준비 된다. 런던에 있는 어느 큰 회계회

사는, 회계사팀을 인도에서 비행기로 오게 하

고 3주 동안 그들을 호텔에 머물게 한 후, 다

시 비행기로 돌려보내는 방법으로 그들을 고

용했다. 이는 그것이 영국 회계사를 고용 하

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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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전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I think / we need to celebrate some of the benefits of AI. 

나는 우리가 인공지능의 일부 혜택을 축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Equally, we are right to worry about the implications of AI.

그와 똑같이 인공지능이 함축하는 바에 대해 걱정하는 것도 맞는 일이다. 

Though we already see so many people benefiting from 

using it, / there are justifiable (a)concerns that arise from 

the automation of roles that it enables. 

비록 우리는 이미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것(= 인공지능)을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보고 있음을 지켜보지만, / 그것으로 인해 가능해진 역할의 자동화

로부터 생기는 타당한 우려가 있다. 

Topics related to the dangers of AI range from 

autonomous weapons to things like ”fake news“ videos 

showing leaders or other public figures saying things they 

never actually said. 

인공지능의 위험 에 관련된 주제는 자동화 무기에서부터 자신이 절대 실

제로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지도자 또는 다른 공인들을 보여주는 '가짜 

뉴스' 비디오 같은 것들에까지 이른다. 

All of those things are (b)risks / we must deal with.

그러한 모든 것들은 위험요소들이다. /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41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42 밑줄 친 (a)~(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점] 2

나는 우리가 인공지능의 일부 혜택을 축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그와 똑같이 인공

지능이 함축하는 바에 대해 걱정하는 것도 맞

는 일이다. 비록 우리는 이미 아주 많은 사람

들이 그것(= 인공지능)을 사용함으로써 이익

을 보고 있음을 지켜보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능해 진 역할의 자동화로부터 생기는 타당

한 우려가 있다. 인공지능의 위험에 관련된 

주제는 자동화 무기에서부터 자신이 절대 실

제로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지도자 또는 

다른 공인들을 보여주는 '가짜 뉴스' 비디 오 

같은 것들에까지 이른다. 그러한 모든 것들

은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위험요소들이다.

similarily= likewise, equivalently, in the 

same way, the same, identically 

 ⑤ The Ethical Questions Regarding AI 1

 ⑤ (e) 2

12



Reading Booster  15회_1회 
코코스학원  

Update 2021. 3. 6.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But at the same time / we need to think about AI-related 

ethics in two ways / because this is an incredibly 

(c)powerful tool and a general-purpose technology. 

하지만 동시에 /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인공지능 과 관련된 윤리에 대

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 왜냐하면 이것(= AI)이 놀랄 정도로 강력한 도

구이며 다목적 기술이기 때문이다.

One question is, “For what purposes do you want it to be 

used?” 

한 가지 질문은 "당신은 어떤 목적으로 그것이 사용되기를 원하는가?"이

다.

Do you want to use it for good or for ill? 

당신은 그것을 좋은 목적으로 또는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가? 

Of course, you can use this tool for doing good things like 

(d)improving people’s health.

물론, 당신이 사람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과 같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서 이러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However, you can also use it to hurt people in various 

ways. 

하지만 또한 당신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해치는 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인공

지능과 관련된 윤리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

는데, 왜냐하면 이것(= AI)이 놀랄 정도로 강

력한 도구이며 다목적 기술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질문은 "당신은 어떤 목적으로 그것

이 사용되기를 원하는가?"이다. 당신 은 그것

을 좋은 목적으로 또는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

고자 하는가? 물 론, 당신이 사람들의 건강

을 향상시키는 것과 같은 좋은 일을 하기 위

해서 이러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또한 당신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해치

는 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still, 

nonetheless, nevertheless, yet, 

however, even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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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e you’ve decided to use it for a good purpose, / the 

other ethical question is, “In the execution of trying to use 

it for good, are you also doing the right ethical things?” 

일단 당신이 그것을 좋은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다른 윤리

적인 질문은 "그것을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실행하는 측면에서, 당신

은 또한 올바른 윤리적인 것을 하고 있는가?”이다.

Sometimes you could have (e)intended consequences. 

때로 당신은 의도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You can introduce bias that you don't want in various 

ways despite your intention to use it for good. 

그것을 좋은 일에 사용하려는 의도에 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

이 원하지 않는 편견을 끌어들일 수 있다. 

So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both levels of ethical 

issues. 

 그래서 당신은 윤리 문제의 두 가지 측면 모두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

다.

일단 당신이 그것을 좋은 목적을 위해 사용하

기로 결정했다면, 다른 윤리적인 질문은 "그

것을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실행하는 측

면에서, 당신은 또한 올바른 윤리적인 것을 

하고 있는가?”이다. 때로 당신은 의도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것

을 좋은 일에 사용하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이 원하지 않는 편견을 

끌어들일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은 윤리 문제

의 두 가지 측면 모두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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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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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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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