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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1>  다음 글에 드러난 ‘I’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I heard something moving slowly along the walls. 
to move (X) ~ 을 따 라

I searched for a match in the dark and tried to strike 
성 냥 ( X ) striking (X)

it, but it wouldn’t light. 

This time I was certain: Something was moving in the 
이번에는 화 신 한

tunnels, something alive, and it wasn’t a rat. A very 
쥐

unpleasant smell came into my nostrils. Finally, I 
불 쾌 한 들 어 왔 다 콧 구 멍 으 로

managed to light a match. 
가 까 스 로 ~ 하 다 켜 다 성 냥 불 을

At first I was blinded by the flame; then I saw 
불 꽃

something creeping toward me. From all the tunnels. 
기 어 오 는

Shapeless figures crawling like spiders. The match 
형 체 가 없 는 . . . 것 들 이 기 어 오 는

fell from my trembling fingers. I wanted to start 
떨 리 는 손 가 락 에 서

running, but I couldn’t.

*nostril: 콧구멍

터널 안에서 생긴 일 

나는 무엇인가 벽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성냥을 찾아서 그것을 켜

려고 했으나 불이 붙지 않았다. 

이번에는 확신했다. 뭔가 살아 있는 것이 터널 속에

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쥐가 아니었다. 매우 

불쾌한 냄새가 나의 콧구멍으로 들어왔다. 마침내 

나는 가까스로 성냥불을 켰다. 

처음에 나는 불꽃 때문에 볼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나는 뭔가가 나를 향해 기어 오는 것을 보았다. 모

든 터널로부터, 거미처럼 기어 오는 형체가 없는 것

들. 떨리는 나의 손가락에서 성냥이 떨어졌다. 나는 

달아나고 싶었으나 그럴 수가 없었다.

 ① frighten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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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글의 상황에 나타난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Once they arrived at the lake, Maggie took in a deep 
일단 ~하면

breath. She was always amazed at how beautiful the 

lake was this time of year. The water was a crystal 
맑 은

blue, which allowed her to see to the bottom at the 
바 닥

edge. 

She stepped out of the car onto the ground and 
나 왔 다

looked at the spot / Jamie chose for their picnic. It 
장 소

was perfect. Jamie strolled to the back of his car 
어 슬 렁 거 리 다

and took out a picnic basket and blanket from the 
바 구 니 담 요

trunk of his convertible. 

He spread the blanket beneath an enormous oak 
펼 쳤 다 떡갈나무

tree that shaded a grassy spot. He invited her to sit 
그늘을 드리우다 풀이 덮인 땅에

down beside him. He opened the basket and let her 

take  a peek at the contents. 
들여다 보다 내 용 물

He surprised her with her favorite fried chicken and 

potato salad. For dessert, he had bought chocolate-

covered strawberries. She was very pleased with his 

choices and couldn’t be more comfortable here.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함을 느꼈다

호숫가에서의 소풍 

그들이 일단 호수에 도착하자, Maggie는 깊은 숨

을 들이 쉬었다. 그녀는 연중 이맘 때 호수가 얼마

나 아름다운지에 대해 항상 깜짝 놀랐다. 물은 수정

처럼 푸르렀는데, 그 덕분에 그녀는 호숫가에서 바

닥까지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차에서 나와 땅에 발을 디디고 Jamie가 그

들의 소풍을 위해 선택한 곳을 바라보았다. 완벽했

다. Jamie는 차의 뒤편으로 어슬렁거리며 가서 무

개차의 트렁크에서 소풍 바구니와 담요를 꺼냈다. 

그는 풀이 덮인 땅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큰 떡갈

나무 아래에 담요를 펼쳤다. 그는 그녀에게 자기 옆

에 앉으라고 청했다. 그는 바구니를 열고 그녀가 그 

안에 든 내용물을 살짝 들여다보게 했다. 

그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닭튀김과 감자 샐러드

로 그녀를 놀라게 했다. 디저트용으로 그는 초콜릿

으로 덮인 딸기를 사 왔다. 그녀는 그의 선택에 매

우 기뻐했고 여기서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함을 느꼈

다. 

 ② peaceful and relaxin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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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글에 드러난 ‘ I ’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On the first day of summer vacation, I approached 

the stone steps of Porter Convalescent Center. The 

Saturday before, I had attended junior volunteer 
참 석 했 다 3 학 년

orientation there. 

Now I was a completely trained “Cheery Blossom.” I 
완 전 하 게 훈 련 된

straightened my bright pink smock and marched 
펴 다 작 업 복 씩씩하게 걸어갔다

inside. I felt like Florence Nightingale, striding into 
성큼성큼 걸어 들어 가 는

battle to heal and hearten the troops. The volunteer 
치료하다 용기를 북돋다

director assigned me to 3 South. As we rode the 
책 임 자 는 배 정 했 다

shaky elevator, she explained that this was a long-
흔 들 리 는

term care unit. 
장 기 치 료 병 동

Most of its patients would never go home. I felt sick 

to my stomach as we opened the door to 3 South. 

The foul odor of urine and Lysol overwhelmed me. 
냄 새 오 줌 소 독 약 압 도 했 다

The head nurse, Ms. Ticknor, was less than 

welcoming.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다

Porter 회복기 환자 센터에서의 자원봉사 

여름 방학 첫날에 나는 Porter 회복기 환자 센터의 

돌계단으로 다가갔다. 그 전주 토요일에 나는 그곳

에서 3학년 대상의 자원봉사 오리엔테이션에 참석

했었다. 

이제 나는 완전하게 훈련된 ‘활기찬 유망한 사람’이

었다. 나는 밝은 분홍빛의 내 작업용 덧옷의 구겨진 

곳을 편 다음 안으로 씩씩하게 걸어갔다. 나는 병사

들을 치료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싸움터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Florence Nightingale과 같은 느낌이었

다. 자원봉사 책임자는 나를 남쪽의 3번 병동으로 

배정했다. 우리가 흔들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

서, 그녀는 이곳이 장기 치료 병동이라고 설명했다. 

그곳의 환자들 대부분은 결코 집으로 가지 않을 것

이라고 했다. 우리가 남쪽 3번 병동으로 이어진 문

을 열자 속이 메스꺼워짐을 느꼈다. 오줌과 소독약

의 나쁜 냄새가 나를 압도했다. 수간호사 Ticknor 

씨는 결코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다. 

 ③ proud → uncomfor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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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음 글에 드러난 Brendan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

은?  1

One block farther on, Brendan saw a small brick 

building. Like the rest of the buildings they had 

passed on this street, it looked deserted. He paused 
사람이 살지 않는

in front of it, not sure why this building had caught 
관심을 끌다

his attention. The front door was ajar. 
조금열린

He took a deep breath to gather his courage, then 
용기를 내다

pulled it open. No one shouted. There was no sound 

at all from inside. “Wait for me,” Brendan whispered, 

releasing Dai Yue’s hand. He slipped through the 
손 을 놓 다

opening. 
열 린 틈

There was a subtle odor that Brendan recognized 

but couldn’t place for a moment. When he did, he 
평 가 하 다

almost smiled. The room smelled like the library at 

St. Mary’s. Was this a bookstore? Brendan took one 

cautious step, then another, feeling his way. 
더듬어 나아가며

When his fingertips brushed a leather binding, he 
손 끝 스 쳤 다 가 죽 제 본

did smile. Books. No one would be likely to try to 

steal books tonight. He and Dai Yue would be safe 

here. 

*ajar (문이) 조금 열리어

서점에 숨어 들어가기 

한 블록 더 멀리에서, Brendan은 작은 벽돌 건물

을 보았다. 그들이 이 거리에서 지나쳤던 그 밖의 

다른 건물들처럼, 그것도 사람이 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왜 이 건물이 그의 관심을 끌었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채로, 그 앞에 멈추어 섰다. 

정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그는 용기를 내기 위해 심호흡을 한 다음, 문을 당

겨 열었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아무런 

소리도 안으로부터 나지 않았다. “나를 기다려.” 

Brendan은 Dai Yue의 손을 놓으면서 속삭였다. 

그는 열린 틈을 통해 살그머니 들어갔다. 

Brendan이 알고는 있지만 잠깐 분간할 수 없는 미

묘한 냄새가 났다.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거의 미소

를 지을 뻔했다. 그 방은 St. Mary의 도서관과 같

은 냄새가 났다. 이곳은 서점이었을까? Brendan

은 더듬어 나아가며 한 발자국, 그리고 또 한 발자

국을 내딛었다. 

그의 손끝이 가죽 제본을 스쳤을 때, 그는 정말 미

소를 지었다. 책이었다. 아무도 오늘밤에 책을 훔치

려 할 것 같지는 않았다. 그와 Dai Yue는 여기서 

안전할 것이다. 

 ① tense → relieve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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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글에 드러난 ‘ I ’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My run slowed to a jog as we approached the gate 
속 보

for our flight to Paris. The plane was still there, but 

the door to the Jetway was shut. The gate agents 
승강용 통로 담 당 직 원

were quietly sorting tickets. 
정 리 하 다

They had already retracted the hood connecting the 
접 다 덮 개 연 결 하 는

Jetway to the airplane door. “Hi, we’re on this flight!” I 

panted. “Sorry,” said the agent. “We’re done 
헐 떡 였 다

boarding.” “But our connecting flight landed just ten 
탑 승 연 결 비 행 기

minutes ago. 

They promised us they would call ahead to the 
미 리

gate.” “Sorry, we can’t board anyone after they’ve 
탑 승 하 다

closed the door.” My boyfriend and I walked to the 

window in disbelief. Our long weekend was about to 
믿기지 않아서

fall to pieces. The plane waited right before our 
산산조각나다

eyes. 

비행기를 놓친 승객 

파리로 가는 우리 비행기의 게이트에 가까워졌을 

때 나는 달려가던 걸음을 늦추었다. 비행기는 아직 

거기에 있었지만 제트웨이의 문은 닫혀 있었다. 게

이트 담당 직원은 조용히 티켓을 정리하고 있었다. 

제트웨이와 비행기의 문을 연결하는 덮개는 이미 접

혔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 비행기 승객이에요!”

라고 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탑승

이 끝났습니다.”라고 그 직원이 말했다. “하지만 우

리 연결 비행기가 겨우 10분 전에 착륙했어요. 

게이트에 미리 전화해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는

데요.” “죄송합니다만 문을 닫은 후에는 아무도 태

울 수가 없습니다.” 내 남자친구와 나는 믿기지가 

않아서 창으로 걸어갔다. 우리의 긴 주말이 막 산산

조각나려는 참이었다. 비행기는 바로 우리 눈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⑤ frustrate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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