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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We really have to understand the person we want to 

love. If our love is only a will to possess, it is not 
의 지 소 유 하 다

love. If we only think of ourselves, if we know only 

our own needs and ignore the needs of the other 

person, we cannot love. We must look deeply in 

order to see and understand the needs, aspirations, 
염 원

and suffering of the person we love. This is the 
고 통

ground of real love. You cannot resist loving 
기 초 ~하지 않고는 못 배 긴 다

another person when you really understand him or 
이 해 하 다

her. 

From time to time, sit close to the one you love, 

hold his or her hand, and say, "Darling, do I 

understand you enough? Am I making you suffer? 
괴 롭 히 나 요 ?

Please tell me so that I can learn to love you 

properly. I don't want to make you suffer, and if I do 
대동사

so because of my ignorance, please tell me so that 
무지함으로 인해서

I can love you better, so that you can be happy." If 
그 래 서

you say this in a voice that communicates your real 
전 달 하 다

openness to _______, the other person may cry. 
열 린 마 음 을

That is a good sign, because it means the door of 

understanding is opening and everything will be 

possible again.

01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2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2

번역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진실로 

이해해야만 한다. 우리의 사랑이 단지 소유하려는 

의지라 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단지 자

신만을 생각 한다면, 우리가 자기 자신의 요구만 알

고 상대방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사랑 하는 사람의 요구, 염원, 고통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는 우리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 의 기초이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진실로 이해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앉아 그 사람의 손을 

잡 고 “임이여, 내가 당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나

요? 내 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나요? 내가 당신을 

바르게 사랑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말해주세요. 

당신을 고통스 럽게 만들고 싶지 않은데, 나의 무지

함으로 인해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당신을 더 잘 

사랑할 수 있도록,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말해 주세요.”라고 말 하라. 여러분이 (상대방을) 이

해하려는 여러분의 진정 한 열린 마음을 전달해 주

는 목소리로 이 말을 한다면, 그 상대방은 울지도 

모른다. 그것은 이해의 문이 열리고 있고 모든 것이 

다시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좋은 

징조이다.

 ② What True Love Means1

 ⑤ understan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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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One great thing about author Leo Buscaglia is his 

continued persistence in asking himself a question 
지 속 적 인 집 요 함

that his father instilled in him from his early 
심 어 주 었 다

childhood. Each day at the dinner table, his father 

would ask, "Leo, what have you learned today?" 

Leo had to have a quality answer. 
양 질 의

If he hadn't learned anything really interesting in 

school that day, he would run and get the 

encyclopedia to study something that he could 

share. He says that to this day he won't go to bed 

until he has learned something new that is of 

value.
v a u a b l e

As a result, he's constantly stimulating his mind, and 
자 극 하 다

a great deal of his passion and love for  _______ 
왜냐하면

has come from this question, asked repeatedly, 
제 기 된

begun decades ago.

 

03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04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2

번역

작가 Leo Buscaglia에 있어 정말 좋은 점 하나 는 

그의 아버지가 유년 시절부터 그에게 심어 준, 지속 

적으로 끈덕지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다. 매 일 저녁 식탁에서, 그의 아버지가 ‘Leo야, 오

늘 무엇 을 배웠니?’라고 곧잘 묻곤 했다. Leo는 양

질의 답 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다. 

학교에서 그날 정말 흥미로 운 것을 배운 것이 없었

다면, 그는 곧잘 뛰어가서 백과 사전을 가져와 (아

버지와) 공유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공부하곤 했다. 

그는 오늘까지도 가치 있는 새로운 뭔 가를 배워야

만 잠자리에 든다고 말한다. 

그 결과, 그는 변함없이 자신의 생각을 자극하고 있

고, 배움에 대한 그의 열정과 애정의 상당 부분이 

수십 년 전에 시작되 어 반복적으로 제기된 이 질문

으로부터 생겼다.

 ④ Your Questions of Destiny Determine Who You Are1

 ③ learn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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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some questions that would be useful for 

you to ask of yourself on a regular basis? I know / 
정 기 적 으 로

two of my favorite are the most simple. They help me 

to turn around any  challenges that may come up 
호 전 시 키 다 어떤 ~라도 난 제 생 기 다

in my life. They are simply, "What's great about this?" 

and "How can I use this?" 

By asking what's great about any situation, I usually 

find some powerful, positive meaning, and by asking 

how I can use it, I can take any  challenge and turn 
받아들이다 어떤 ~라도 난 제

it into a benefit. So what are your questions you can 

use to change your emotional states or give you the 
목적

resources you truly desire?
자 질 을

번역

정기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볼 유용할 질문들

이 무엇인가? 나는 내가 선호하는 질문 중 두 개가 

가장 단순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들은 나로 하

여금 나 의 삶에서 생길지도 모를 어떤 난제라도 호

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그것들은 그저 ‘이것에 

있어서 무엇이 대단한가?’와 ‘이것을 어떻게 사용

할 수 있을까?’일 뿐이다. 

어떠한 상황에 관한 것이라도 무엇이 대단한지 물 

음으로써 나는 대개 어떤 강력하고 긍정적인 의미

를 찾 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물음으

로써 나는 어떠한 난제라도 받아들여 그것을 이로

운 것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감

정 상태를 변화시키 거나 진정으로 바라는 자질을 

얻기 위해 여러분이 사용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질문

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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