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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➁ 유형 어휘(일반주제) 난이도 ★

해석 시내에 가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다. 당신은 지하철, 트롤리, 또는 
버스를 탈 수 있다.

해설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말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alternatives(다른 방법들, 대안들)가 
적절하다.

선택지의 어휘 모두 생활영어 기본이론 수업 
중에 다루었던 단어들이다.
aspect (p.558) alternative (p.558)
distance (p.509) property (p.574)

어휘 aspects 양상, 국면
distance 거리
property 재산, 소유물, 특성

To get downtown there are several        . 
You can take the subway, the trolley, or a 
bus.

➀ aspects ➁ alternatives
➂ distances ➃ properties

02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➂ 유형 어휘(일반주제) 난이도 ★

해석 만약 누군가가 그들에게 감사하면, 직원들은 
종종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의 상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근
로자들은 종종 더 생산적이게 된다.

해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에 대 한 예를 
들고 있으므로, productive(생산적인)가 적절
하다.

선택지의 어휘 모두 수업 중에 수차례 언급되
었으며, 특히 접미어의 역할 중 ‘~ive’ (~성질
을 지닌, ~하기 쉬운)에 대해 기본이론 수업 
중에 다루었다.

어휘 appreciate 감사하다
suggestive 시사하는, 암시하는
possessive 소유욕이 강한
hesitative 주저하는, 망설이는

Employees often get more work done if 
someone appreciates them. For example, 
workers are often more            when 
their bosses say “thank you.”

➀ suggestive ➁ possessive
➂ productive ➃ hesitative

2021년 소방직(경력특채) 생활영어 기출문제 (2021. 4. 3. 시행) 해설 
소방사관학원 부산캠퍼스 생활영어 담당 최정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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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➀ 유형 어휘(일반주제) 난이도 ★

해석 음, 먼저 제 생각에 저는 매우 낙천적인 사람
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언짢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긍정적이려고 노력하고, 밝은 면을 보려
고 합니다.
예를들어, 지난 주에 저는 운전 면허 시험에
서 떨어졌지만, 제가 왜 떨어졌는지 알고 있
었고 저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 
시험을 다치 치를 것이고, 통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해설 빈칸 앞에서는 자신의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에 대해 이야기 했고, 빈칸 뒤에서는 자
신에게 있었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For instance(예를 들어)
가 적절하다.

연결어에 대한 내용과 연결어 문제 접근방법 
및 해결방법은 문제풀이 및 모의고사 수업 중
에 상세하게 다루었다.

어휘 quite 매우, 꽤
optimistic 낙천적인, 낙관적인
positive 긍정적인
mind 꺼리다, 신경쓰다
retake test 시험을 다시 치르다
confident 확신하는, 자신이 있는

Well, to start with I think I’m quite an 
optimistic person, because I don’t get upset 
when things go badly for me. I always try to 
stay positive and look on the bright side.
          , last week I failed my driving test, 
but I didn’t mind because I knew why I 
failed and learned from my mistakes. I’m 
going to retake my test next month and I’m 
confident I’ll pass.

➀ For instance ➁ In addition
➂ Besides ➃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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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➃ 유형 대화(일상생활) 난이도 ★☆

해석 A: 그래, 너의 새 아파트는 어때?
B: 작지만, 매우 편리해.
A: 좋겠다. 어디에 있는데?
B: 시내에 있어, Pine Street에.
A: 방은 몇 개나 있어?
B: 침실 하나, 거실 하나, 주방 하나 
   그리고 작은 욕실 하나가 있어.
➀ 너의 아파트는 어디에 있니?
➁ 너의 아파트는 여기에서 얼마나 머니?
➂ 너의 이사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니?

해설 B의 대답인 “작지만 매우 편리해”라는 말로 
보아, 아파트가 어떤지 묻는 표현이 적절하
다. 나머지 선택지 ➀, ➁, ➂을 통해서는 그
런 대답이 나올 수 없다.

기본이론 교재 p. 295
what is ~ like? (~는 어때?) 라는 표현은 생
활영어 기본이론 수업 중에 여러 번 강조하였
던 표현이다.

어휘 convenient 편리한
how far 얼마나 먼
what else 다른 무엇

A: So,                       ?
B: It’s small, but it’s very convenient.
A: That’s good. Where is it?
B: It’s downtown, on Pine Street.
A: How many rooms are there?
B: It has one bedroom, a living room, 
   a kitchen, and a small bathroom.

➀ where is your apartment
➁ how far is your apartment from here
➂ what else do you need for your move
➃ what’s your new apartment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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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➁ 유형 독해(일반주제) 난이도 ★☆

해석 Park의 3대에 걸친 협력으로, 그들의 확장된 
사업이 1996년에 큰 기업을 이루었다. 
Helene는 요리 전문가다. Helene의 남편 
Danny Park는 의사 결정을 잘 한다. 그들의 
딸인 Hannah는 컴퓨터를 잘 다룬다. 
Hannah의 남편인 Danny Vu는 새로운 아이
디어를 생각해 내는 것과 연구에 능하다. 
Hannah의 여동생인 Elizabeth는 가족의 디
자이너다. 그녀는 식당 내부를 디자인한다. 
그들의 여동생인 Mina는 운영을 잘 한다. 
Elizabeth는, “만약 당신이 가족 사업을 하려
면, 당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강점들을 가졌기 때문에 함께 일
을 잘 합니다.”라고 말한다.

해설 각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그들 각자 잘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➁ 가족 구성원
들이 사업에 도움을 주는 서로 다른 강점들을 
가졌다’는 것이 글의 요지이다.

어휘 corporation 기업, 회사
generation 세대
make decision 의사결정을 하다
be good at ~을 잘하다
maange 관리하다, 운영하다
strength 장점, 강점

Their expanding business became a large 
corporation in 1996, with three generations 
of Parks working together. Helene is the 
expert on cooking. Helene’s husband Danny 
Park is good at making decisions. Their 
daughter Hannah is good with computers. 
Hannah’s husband Danny Vu is good at 
thinking of new ideas and doing research. 
Hannah’s sister Elizabeth is the family 
designer. She designs the insides of the 
restaurants. Their sister Mina is good at 
managing. Elizabeth says, “If you’re going to 
work as a family, you have to know what 
you’re good at. We work well together 
because we have different strengths.”

➀ Only family businesses are successful.
➁ Family members have different strengths that 
   help the business.
➂ Family businesses can have problems.
➃ Family members have almost similar streng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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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➂ 유형 대화(일상생활) 난이도 ★

해석 여: 너 피곤해 보인다. 괜찮아?
남: 피곤하진 않아. 감기 걸렸고, 알러지 
    때문에 힘들기도 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여: 참 안됐다. 병원에는 가 봤니?
남: 가 봤지. 하지만 약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아.

해설 남자가 감기와 알러지로 힘들어 하고 있는 상
황에서 여자가 병원에 가 봤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남자는 가 봤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
았다고 말하는 ➂번이 가장 적절하다.

어휘 suffer from ~로 고통받다, 힘들어 하다
allergy 알러지
medication 약
appointment 약속

W: You look tired. Are you okay?
M: I’m not tired. I have a cold and 
   I’m suffering from an allergy, too. 
   I have no idea what to do.
W: That’s terrible. Did you go see a doctor?
M:                                .

➀ I happen to have the same allergy
➁ Drink hot herbal tea and take a rest
➂ Yes, I did. But the medication doesn’t 
   help much
➃ Excuse me, but I’d like to change 
   my appointment

07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➀ 유형 어휘(일반주제) 난이도 ★

해석 (A) 문이 밖에서 잠겨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았을 때, 두려움이 시작되었다.
(B)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매일 약간의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라.

해설 문맥에 맞는 숙어의 뜻을 묻는 문제이다.

어휘 set in 시작하다, 시작되다
set aside 확보하다, 챙겨두다

(A) Fear         in when the people realized 
   the door was locked from the outside.
(B) Try to         aside some time each day 
   for exercise.

➀ set     ➁ stand     ➂ fly     ➃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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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➂ 유형 어휘(일반주제) 난이도 ★

해석 전쟁은 둘 혹은 그 이상의 지역이나 국가들이 
총과 폭탄과 같은 무기를 사용하는 갈등이다.

해설 전쟁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어휘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이다.

어휘 region 지역
conscience 양심
confidence 신용, 비밀
contribution 기여, 공헌

War is a            between two or more regions 
or countries involving weapons such as guns and 
bombs.

➀ conscience ➁ confidence
➂ conflict ➃ contribution

09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➃ 유형 어휘(소방주제) 난이도 ★

해석 옷에 불이 붙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길고 늘
어진 옷소매는 주방에서 입어서는 안된다. 그
것들은 팬의 손잡이에 엉키기 쉽고, 렌지 버
너에서 불이 붙기도 쉬우며, 일반적으로 방해
가 된다.

해설 긴 옷소매가 주방에서 위험한 요소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렌지 버너에서 불이 붙기도 
쉽다고 말하는 것이 문맥상 적절하다.

수업 중 다루었던 소방, 화재 관련 필수 어휘
이다.
ignite (p.205)
extinguish (p.596)

어휘 hazard 위험
flowing 늘어진
in the way 방해 되는
ignite 점화되다, 불이 붙다

Clothing fires are a real hazard. Long, 
flowing sleeves have no place in a kitchen 
— they are too easily caught on pan 
handles, are easily          by range 
burners, and are generally in the way.

➀ broken ➁ extinguished
➂ ignored ➃ ign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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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➂ 유형 대화(질병주제) 난이도 ★

해석 A: 나 열이 나고 배가 아파.
B: 이런 증상이 얼마나 오래 됐어?
A: 그저께부터 시작됐어.
B: 감염증에 걸린 것 같아 보여.

해설 열이 나고 배가 아픈 증상으로 보아, 감염증
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는 대답이 적절하다.

수업 중 다루었던 질병, 구급 관련 필수 어휘
이다. 
infection (p.115)

어휘 temperature 열
the day before yesterday 그제
pick up 병에 걸리다, 옮다

A: I’ve got a temperature and my stomach 
   hurts.
B: How long have you been feeling this way?
A: It started the day before yesterday.
B: You seem to have picked up a kind of 
                 .

➀ affair ➁ effect
➂ infection ➃ inspection

11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➂ 유형 독해(소방주제) 난이도 ★☆

해석 A: 이봐, 새로운 주차 규정에 대해 들었어?
B: 아니, 변동이 있다고 못 들었어, 
   어떤 건데?
A: 소화전에 얼마나 가까이 주차 해도 
   되는지에 관한 새로윤 규정이 생겼어.
B: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
A: 맞아. 소화전 5미터 이내에 주차를 하면 
   누구든지 벌금을 내야 해.
B: 주차 하는 게 더 힘들어지겠지만, 결국엔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 같네.

해설 소화전 5미터 이내에 주차를 하면 벌금을 내
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주차를 더 힘들어 
지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모두에
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
다.

어휘 fire hydrant 소화전
within ~이내에
fine 벌금, 벌금을 부과하다
in the long run 결국에는

A: Hey, have you heard of the new parking 
   rules?
B: No, I haven’t heard of any changes. 
   What’s up?
A: There are new rules about how close 
   you can park to a fire hydrant.
B: Sounds like something I need to know.
A: Yes, anyone parking within five meters of 
   a fire hydrant will be fined.
B: That could make parking difficult, 
   but I know in the long run this          
   for everyone.

➀ costs a lot
➁ sounds so noisy
➂ makes it dangerous
➃ will be bene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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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방관의 식단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 ➃ 유형 독해(소방주제) 난이도 ★☆

해석 소방 활동은 하루에 6,000 칼로리를 필요로 
하는 힘든 일이다.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는 소방관들은 지칠 것이고 신체의 지방과 
근육이 없어질 것이다.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바쁜 시기의 몇 달, 몇 주 내에 많은 칼로리
를 소모하는 것은 면역 기능에 해를 주고 질
병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이는 체중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소방관들
은 에너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2주에 한번씩 
체중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아침시간 식사 전이다.

해설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체중을 확인하기 가장 
좋은 때는 아침시간 식사 전이라고 했으므로, 
➃번은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어휘 demanding 힘든
sufficient 충분한
exhausted 지친, 기진맥진한
eliminate 없애다, 제거하다
consume 소비하다, 소모하다
immune 면역의
function 기능
result in ~결과를 낳다
opportunity 기회
prior to ~에 앞서, ~전에

Firefighting is a demanding job that will 
need 6,000 calories daily. Firefighters who 
don’t eat sufficient calories will get 
exhausted and eliminate body fat and 
muscle. Consuming a lot of calories within 
the months and weeks of a busy fire season 
may harm immune function and result in 
illness. This really isn’t the opportunity to 
drop weight. Firefighters should test their 
weight every two weeks to track their energy 
balance. The very best time to consider is 
at the morning prior to breakfast.

➀ 불을 끄는 일에는 하루에 6,000칼로리가 필요하다.
➁ 소방관이 칼로리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을 잃는다.
➂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면 면역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
➃ 소방관이 몸무게를 확인하기 좋은 시간은 
   잠자기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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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➀ 유형 독해(소방주제) 난이도 ★★

해석 불과 10~15%의 산불만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다. 나머지 85~90%는 방치된 캠프와 잔해물
로 인한 화재, 버려진 담뱃불, 그리고 방화를 
포함한 사람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자연적
으로 발생하는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가뭄 동
안 발화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보통 녹색 
잎의 식물들이 바싹 마르게 되어 가연성 연료
로 변하고, 강한 바람이 화재를 빠르게 확산
시키며, 따뜻한 온도가 연소를 촉진하기도 한
다. 이러한 요소들이 있을 때, 유일하게 빠진 
한가지는 바로 황폐화 시킬 수 있는 (번개, 
방화, 떨어진 전선, 타고 있는 캠프 파이어 
또는 담뱃불의 형태인)불꽃이다.

해설 자연적 산불의 발생과정과 여러 가지 원인들
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전체 내용을 아우
를 수 있는 제목으로는 ‘➀ 어떻게 산불이 시
작되는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어휘 wildfire 산불
result from ~로부터 일어나다
unattended 방치된, 내버려둔
debris 파편, 잔해
discard 버리다
arson 방화
drought 가뭄
vegetation 식물, 초목
convert 바꾸다, 전환하다
combustion 연소
ingredient 재료, 구성요소
lightning 번개
wreck havoc 파괴하다, 황폐화 하다

Only 10 to 15 percent of wildfires occur on 
their own in nature. The other 85 to 90 
percent result from human causes, including 
unattended camp and debris fires, discarded 
cigarettes, and arson. Naturally occurring 
wildfires can spark during dry weather and 
droughts. In these conditions, normally green 
vegetation can convert into bone-dry, 
flammable fuel; strong winds spread fire 
quickly; and warm temperatures encourage 
combustion. With these ingredients, the only 
thing missing is a spark — in the form of 
lightning, arson, a downed power line, or a 
burning campfire or cigarette — to wreak 
havoc.

➀ How Wildfires Start
➁ Benefits of Wildfires
➂ What to Do in a Wildfire
➃ How Wildfires Are Stopped



- 10 -

14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➀ 유형 대화(일반주제) 난이도 ★

해석 A: Anna, 무슨 일이야?
B: 음, 일요일이 내 생이라서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올 수 있어?
A: 물론이지! 그래야지.
B: 좋아. 난 Evergreen 아파트에 살아.
A: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 줄래?
B: 공원에서 1번가 쪽으로 올라가.
   그리고 Pine Street에서 왼쪽이야.

해설 대화의 마지막 문장에서 B(=Anna)가 살고 있
는 아파트를 찾아가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
므로, 이에 대해 질문하는 말로는 ➀번이 적
절하다.

기본이론 수업 중에 다루었던 길 안내 및 방
향 묻고 답하기 관련 내용이다. (p.285)

어휘 direction 방향, 지시
nearby 근처에

A: Hey Anna, what’s up?
B: Well, it’s my birthday on Sunday, 
   and I’m having a party. Can you come?
A: Sure! I’d love to.
B: Great. I live in the Evergreen Apartment.
A:                                 ?
B: From the park just go up First Avenue. 
   Take a left on Pine Street.

➀ Can you give me directions
➁ What’s your apartment number
➂ Is there a park nearby
➃ When was Evergreen Apartment built



- 11 -

15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➂ 유형 독해(일반) 난이도 ★☆

해석 거의 모든 성공적인 온라인 멤버십 회사는 무
료 체험을 제공한다. 소비자들에게 무료 체험
을 제공함으로써, 당신은 고객들에게 그 제품
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유권의 느낌을 주게 되
고, 그것은 감정적 애착으로 발전하게 된다. 
체험 기간이 끝나게 될 때, 소비자들은 제품
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계
속적인 서비를 위해 돈을 지불할 것인지 선택
해야만 한다. VOD를 처음 사용하는 소비자들
은 그 서비스가 그들에게 맞는지 알아보기 위
해 30일 무료 체험을 하는데, 당신은 그 회사
에게 있어서 큰 손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
은 매우 반대이다.

해설 고객들에게 무료 체험을 제공하는 회사는 적
자(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고객들에게 ‘➂ 소유권에 대한 느낌’을 주어 
이것이 감정적 애착으로 발전하게 한다. 

어휘 free trial 무료 체험
develop 발전하다
attachment 애착, 집착
loss-maker 적자, 손해
candidate 후보자
ownership 소유권
permanent 영구적인
residence 거주

Almost every successful online membership 
company offers free trials. By offering a free trial 
to consumers, you’re giving customers           
over that product or service, which develops an 
emotional attachment. When the trial period 
ends, consumers have to choose between losing 
the product or paying for continuing the service. 
Customers new to VOD can take out a 30-day 
free trial to see if the service works for them, 
which you’d think is a big loss-maker for the 
company — but it’s quite the opposite.

➀ the loss of health
➁ the choice of candidates
➂ the feeling of ownership
➃ the permanent residence



- 12 -

16 다음 대화문 중 가장 어색한 것은? 정답 ➁ 유형 대화(일반주제) 난이도 ★

해석 ➀ A: 네 컴퓨터가 왜 갑자기 꺼졌니?
   B: 알아내려고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찾지 못했어.
➁ A: 암벽 등반에 관한 안내 책자 받았니?
   B: 언젠가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
➂ A: 이 치마가 나한테 맞지 않아.
   B: 환불이나 교환 받는게 어때?
➃ A: 가족들을 위한 기념품을 사려고 해.
   B: 구매 목록을 만들어 보는게 어때?

해설 ➁ 암벽 등반 안내 책자가 있는지 묻는 말에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응답은 적절하지 
못하다.

어휘 shut down 꺼지다
figure out 알아내다
rock-climbing 암벽 등반
fit 맞다, 적합하다
souvenir 기념품

➀ A: Why did your computer suddenly 
      shut down?
   B: I tried to figure it out, but I couldn’t 
      find what’s wrong.

➁ A: Did you get the guide book for 
      rock-climbing?
   B: I’d like to go there someday.

➂ A: This skirt doesn’t fit me.
   B: How about getting a refund or an 
      exchange?

➃ A: I am going to buy some souvenirs for 
      my family.
   B: How about making a shopping list?

17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➁ 유형 어휘(구조주제) 난이도 ★

해석 당신이 해변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든, 먼 
바다에서 항해를 하든, 긴급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해설 긴급 상황에 도움요청 수단을 갖는 것은 필수
이다.

어휘 sail 항해하다
further 더 먼
means 수단, 방법
emergency 긴급상황
trivial 사소한, 하찮은
outdated 구식의, 유행이 지난
insignificant 무의미한, 중요하지 않은

No matter if you’re scuba diving along the 
coast or sailing further out to sea, having 
the means to call for help in an emergency 
can be               .

➀ trivial
➁ essential
➂ outdated
➃ in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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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➀ 유형 어휘(소방주제) 난이도 ★

해석 조명 설비, 전등 그리고 전구는 전기 화재의 
흔한 이유이다. 전등과 조명 설비에 너무 높
은 와트 수를 가진 전구를 설치하는 것은 전
기 화재의 주된 원인이다. 조명 설비나 전등
에 권장되는 최대 와트 수를 항상 확인하고 
절대 권장량을 넘기지 마라.

해설 높은 와트 수의 전구를 설치하는 것은 전기로 
인한 화재의 원인(=이유)이다.

어휘 fixture 정착물, 설비, 시설
light bulb 전구
install 설치하다
wattage 와트 수
maximum 최대
recommend 권장하다, 추천하다
effect 결과, 효과
solution 해결책, 용해, 용액
misunderstanding 오해, 의견 차이

Light fixtures, lamps and light bulbs are 
common              for electrical fires. 
Installing a bulb with a wattage that is too 
high for the lamps and light fixtures is a 
leading cause of electrical fires. Always 
check the maximum recommended bulb 
wattage on any lighting fixture or lamp and 
never go over the recommended amount.

➀ reason
➁ effect
➂ solution
➃ mis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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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➀ 유형 대화(일반주제) 난이도 ★

해석 A: 실례합니다만, 이 양식을 한 번 
   봐 주시겠어요?
B: 물룐이죠, 문제가 있으신가요?
A: 이걸 이해하지 못하겠네요.
   “MM/DD/YY”가 무슨 뜻인가요?
B: 그건, “월/일/년”을 의미해요.
   숫자를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 당신의 
   생일이 1997년 1월 12일 이라면, 
   01/12/97이라고 쓰세요.
A: 충분히 쉽네요.
B: 그리고, 그 양식을 제출하시기 전에 
   서명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해설 대화자 A가 “MM/DD/YY”가 뜻하는 것을 이
해하지 못해 B에게 설명을 요청하여 B가 예
를 들며 설명하고 있다. 설명을 들은 A는 이
해했다는 의미로 답하는 것이 적절하다.

어휘 submit 제출하다
complain 불평하다

A: Excuse me, but will you look at this
   form?
B: Sure, are you having problems with it?
A: I don’t understand this one. 
   What does “MM/DD/YY” mean?
B: Oh, that means “Month/Day/Year.” 
   Use numbers. For example, if your birth 
   date is January 12, 1997, write 01/12/97.
A:                               .
B: Also, don’t forget to sign before you 
   submit the form.

➀ That’s simple enough
➁ I didn’t bring my photo ID
➂ I have already complained about it
➃ My wife’s birthday is just two weeks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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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➂ 유형 독해(일반주제) 난이도 ★★

해석 심리학자들은 같은 두 사람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사람의 이
해는 세상에 대한 그들 각자의 개인적 경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같은 방식으로 
언어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심리학자
들은 의뢰인이 그들의 상황에 대한 자기자신
의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들은 의뢰인들이 개방적이
고 자유롭게 대화함으로써 그들의 삶과 감정
의 여러 양상들을 탐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좋은 상담은 의뢰인이 그들의 태도나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효과적인 결
정을 하도록 하면서 의뢰인의 혼란을 줄여 주
어야 한다. 심리학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뢰
인이 그들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결정에 도달하며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설 심리학자가 알아야 할 내용들과 의뢰인을 어
떻게 대해야 하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 글이며,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제목으로는 ‘➂ 심리학자의 역할’이 가장 적
절하다.

어휘 be aware 알다
link 잇다, 연결하다
client 의뢰인, 고객
enable 가능하게 하다
aspect 양상, 국면
counsel 상담하다
confusion 혼란
attitude 태도
behaviour 행동
ultimate 궁극적인
aim 목표, 목적

Psychologists need to always be aware that 
no two people are the same. No one 
understands language the same way since 
their understanding will be linked to their 
personal experience of the world. So, 
psychologists try to help the client develop 
their own understanding of their situation. 
They enable clients to explore aspects of 
their life and feelings by being able to talk 
openly and freely. Good counselling should 
reduce the client’s confusion, allowing them 
to make effective decisions that lead to 
positive changes in their attitude or 
behaviour. The ultimate aim of a 
psychologist is to allow the client to make 
their own choices, reach their own decisions 
and act upon them.

➀ New Relationship Between Nurses and Clients
➁ Physical Health Treatments for Young People
➂ Roles of a Psychologist
➃ Disadvantages of Professional Counselling 
   Servi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