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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와 (B)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People who are paid by the hour volunteer less of 
자 원 봉 사 하 다

their time and tend to feel more nervous or impatient 

when they are not working. In an experiment carried 

out by Sanford DeVoe and Julian House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two different groups of people 

were asked to listen to the same passage of music 

— the first 86 seconds of "The Flower Duet" from the 

opera "Lakmé." 

Before the song, one group was asked to calculate 
계 산 하 다

their hourly wage. The participants who made this 
시간당 임금

calculation ended up feeling less happy and more 

impatient while the music was playing. "They 

wanted to get to the end of the experiment to do 

something that was more profitable," Mr DeVoe 
이 득 이 되 는

explains.

According to the experiment by DeVoe and Julian 

House, people who see their time in terms of   (A)___     

tend to be more     (B)        when they are not 

working.

번역

시간당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하는 시

간이 더 적고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더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경향이 있다. 토론토 대학교의 

Sanford DeVoe와 Julian House가 수행한 실험

에서, 서로 다른 두 집단의 사람들이 동일한 악절, 

즉 오페라 “Lakme”에 나오는 “The Flower Duet”

의 초반 86초 부분을 들어 보라고 요청받았다. 

노래에 앞 서 한 그룹은 자신들의 시간당 임금을 계

산해보라고 요 청받았다. 이러한 계산을 한 참여자

들은 그 음악이 재 생되는 동안 결국 덜 유쾌하고 

더 안절부절못하는 기분 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득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 그 실험을 끝내고 

싶어 했어요.”라고 DeVoe 씨가 설명한다.

DeVoe와 Julian House의 실험에 따르면, 자신

들의 시간을 돈이라는 면에서 보는 사람들이 일을 

하 고 있지 않을 때 더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 

 ④ money  anxiou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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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When listening to provide support, it's important to 
지 지 해 주 다

avoid judgmental responses. Although Western 
판 단 하 는 반 응 을

culture emphasizes evaluation, we don't always 
평 가 를

need to judge others or what they feel, think, and do. 
판 단 하 다

When we judge what another says, we move away 
멀 어 진 다

from that person and his or her feelings. 

To restrain evaluative tendencies, ask whether you 
억 제 하 다 평 가 하 는 성 향 을

really need to pass judgment in the present 
판 단 을 내 리 다

moment. Only if someone asks for our judgment 
부탁하다

should we offer it  when we are listening to 
도 치 judgment

support. Even  if our opinion is sought, we should 
~한다 하더라도 의견을 구하다

express it in a way that doesn't offend others. 
불쾌하게 하다

Sometimes people excuse judgmental comments by 
해 명 하 다

saying, "I mean this as constructive criticism." Too 
건 설 적 인 비 판

often, however, the judgments are not constructive 

and harsher than needed. Good relational listening 
관 계 를 위 한

includes responses that support others.

It is desirable to    (A)      our judgment in listening 

to support others, and it is necessary not to be   (B)     

when we have to give them feedback.

상대방을 지지하기 위한 경청의 자세

(누군가를) 지지해 주려고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는 판단을 하는반응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구 

문화가 평가를 강조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항상 다

른 사람들, 즉 그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

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다른 사

람이 말하는 것을 판단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감정으로부터 멀어진다. 

평가하는 성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로 현재의 순간에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를 물어보아

라. 지지해 주려고 듣고있을 때에는 어느 누군가가 

우리의 판단을 부탁할 경우에만 우리는판단을 제공

해야만 한다. 우리의 의견을 구한다고 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해야만 한다. 

때때로 사람들은“저는 이것을 건설적인 비판의 뜻

으로 말하는 것입니다.”라는 말로 비판적인 의견 제

시에 대해 해명한다. 그러나 너무나도 자주, 판단은 

건설적이지 않으며 필요 이상으로 더욱 가혹하다. 

훌륭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듣기는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반응을 포함한다.

                              
다른 사람을 지지하려고 (그들의 말을) 들을 때는 

우리의 판단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피드백을 해 주어야 할 때에는 불쾌감을 

주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⑤ suspend – offensiv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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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We continually create false personal narratives. By 
거 짓 된 이 야 기

enhancing ourselves and derogating others, we 
가 치 를 떨 어 뜨 리 다

automatically create biased histories. We were more 
편 향 된 이 력

moral, more attractive, more beneficial to others than 

in fact we were. 
대 동 사

Recent evidence suggests that forty- to sixty-year-

olds naturally push memories of negative moral 
밀 어 낸 다

actions roughly ten years deeper into their past than 

memories of positive ones. Likewise, there is a 

similar but not so pronounced bias regarding 
뚜 렷 한 관 해 서

nonmoral actions that are positive or negative. 

An older self acted badly; a recent self acted better. I 

am conscious of this in my own life. When saying 
의 식 한 다

something personal, whether negative or positive, I 

displace it farther in the past, as if I am not revealing 
옮 기 다 드 러 내 다

anything personal about my current self, but this is 

especially prominent for negative information — it 
두드러진 conspicuous

was a former self acting that way. 

→We tend to feel      (A)       about ourselves by 

creating false memories concerning our negative 

actions, moral or nonmoral, as if we had done the 

actions     (B)        than we actually did.  

번역

우리는 끊임없이 개인에 관한 거짓된 이야기를 만

들어 낸다. 우리 자신의 가치는 높이고 다른 사람들

의 가치 는 떨어뜨림으로써 우리는 자동적으로 편

향된 이력을 만들어 낸다.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그

랬던 것보다 더 도덕적이었고, 더 매력적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유용했다는 것이다. 

40세에서 60세의 사람들은 자연 스럽게 부정적인 

도덕적 행위에 대한 기억을 긍정적인 도덕적 행위

에 대한 기억보다 대략 10년 더 멀리 자 신의 과거

로 밀어낸다고 최근의 증거는 시사한다. 마찬 가지

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도덕과 관계없는 행위 

에 관해서는 유사하지만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은 

편향 이 있다. 

옛날의 자신은 나쁘게 행동했지만, 최근의 자 신은 

더 낫게 행동했다는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의 삶에 서 

이것을 의식한다. 부정적이든지 긍정적이든지 개인 

적인 것을 말할 때 나는 마치 현재의 내 자신에 관한 

개인적인 것은 어떤 것도 드러내고 있지 않는 것처

럼 그것을 더 먼 과거로 옮겨 놓지만, 이것은 부정적

인 정보에 있어서 특히 두드러진다. 즉, 그렇게 행동

하는 것 은 이전의 자신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도덕적이든 도덕과 관계없든, 우리의 부정

적인 행위를 우리가 실제로 했던 것보다 더 이전에 

했던 것 처럼 그 행위에 관한 잘못된 기억을 만들어 

냄으로써 자신을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① good       earli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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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Cultural miscommunication can occur between 
의사소통의 오류 . . . . . . . . . . . . . . .

speakers of the same language with differing cultural 

backgrounds. A British boss asked a new, young 

American employee if he would like to have an 

early lunch at 11 A.M. each day. 

The employee answered as agreeably as he could, 
기 분 좋 게

"Yeah, that would be great!" The boss, hearing the 

word yeah instead of the word yes, assumed that 

the employee was rude and ill-mannered. The boss 

responded rudely and coldly, "With that kind of 

attitude, you might as well forget about lunch!" The 

employee was hurt and confused. What had gone 

wrong? 

In the process of the employee's encoding agreement 
표 현 하 다

(the intended meaning) into yeah (a word symbol) and 

then the boss's decoding of that same symbol, the 
해 독 하 다

boss received a message entirely different from the 

message / the employee had meant to send.

Cultural miscommunication happened / when the 

utterance of "yeah" by an American employee made 
말 투

a British boss think the American was   (A)   , but the 

employee never knew or intended his utterance to 
말 투 가

be    (B)   that way by the boss.

발화 yeah의 함축된 의미에 대한 문화적 시각차

문화적 차이에 따른 잘못된 의사소통이 다른 문화

적 배경을 가진, 동일한 언어 화자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한 영국인 상사가 신출내기 젊은 미국인 

사원에게 매일 오전 11시에 이른 점심을 하고 싶어 

하는지 었다. 

그 사원이“예(yeah), 그거 좋겠어요!”라고 최대한 

흔쾌히 대답했다. 단어 ‘yes’ 대신에 단어 ‘yeah’를

듣자, 그상사는 그가 무례하고 예의가 없다고 추정

했다. 그 상사는“그런 태도를 가지고서는 점심은 잊

어버리는 편이 나을 거야!”라고 무례하고 차갑게 응

답했다. 그 사원은 감정이 상하고 어리둥절해졌다.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인가? 

사원이 동의(의도된 의미)를 ‘yeah’(단어 기호)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상사가 동일한 그 기호를 해독

하는 과정에서 그 상사는 그 사원이 전하려고 의도

한 메시지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받은 것이다.

                                  

문화적 차이에 따른 잘못된 의사소통이 미국인 사

원의 발화 ‘yeah’가 영국인 상사로 하여금 그 미국

인이 무례하다고 생각하게끔 했을 때 일어났지만, 

그 사원은 자신의 발화가 상사에 의해 그렇게 해석

되리라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고 의도하지도 않았

다.

 ④ impolite-interpret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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