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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 기[ ]

출제의도 특정 정보 파악하기1. [ ]
M: May I help you, ma’am?
W: Yes, I’m looking for a stroller for my baby.
M: How about this model with three wheels? It’s
brand-new.

W: Well, I don’t think a stroller with three wheels
is stable enough.

M: Then, I think you’ll like this model with four
wheels.

W: Oh! It doesn’t have a basket for baby things.
M: What about this one? It has a basket and is
the best seller in our shop.

W: Beautiful! I like it. But what is this?
M: It’s a parasol. It’s very useful for screening the
sun out. Do you like it?

W: No, I don’t need it. I’ll take the one without a
parasol.
어구 유모차 가리다[ ] stroller screen
해설 바퀴가 네 개이고 바구니는 있지만 파라솔이[ ]
없는 유모차를 선택한다는 내용이다.
출제의도 심경 변화 추론하기2. [ ]

W: Daniel, you look sad. What’s going on?
M: I can’t take part in a soccer game this Wednesday.
W: Why not? You’ve practiced very hard and bought
a pair of new soccer shoes for the game.

M: Yesterday, I got the news that there would be
a test that day.

W: That’s too bad!
M: Yeah, I don’t really want to miss it, but the
test is very important to me.

W: What test is it?
M: Modern History in Mr. Wilson’s class.
W: Didn’t you hear? He said the test was postponed
until next Monday.

M: Really? What a relief! Then I can make it.
어구 연기하다 안심[ ] postpone relief
해설 시험 때문에 축구 시합을 할 수 없게 되어[ ]
실망하다가 시험이 연기되어 안심하고 있다.

출제의도 담화의 주제 파악하기3. [ ]
W: Hello, students. Do you know the consumption
of broccoli has risen almost ten times in the
last 25 years in the country? It’s really
amazing! This surprising rise resulted from its
fresh taste and it being very easy and simple
to cook. It’s also a very healthy food, and is
often included in the list of ‘superfoods’ with
others such as garlic, blueberries, and
tomatoes. Broccoli protects the body against
cancer and helps control blood sugar levels.
Let’s look into more reasons why people want
to eat it.
어구 소비[ ] consumption
해설 브로콜리 소비증가의 이유에 대해 맛 조리의[ ] ,
편의성 건강상의 이점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
출제의도 특정 정보 파악하기4. [ ]

M: Susan, where are you going?
W: James, I’m going to see Alex in the hospital.
M: Really? What happened to him?
W: He had a car accident last night and had his
leg broken.

M: That’s terrible. I’m sorry to hear that.
W: James, if you have time, will you come with me?
M: I’m afraid I can’t. I have something important
to do in the office.

W: Okay, I understand. What do you have to do?
M: I have to go to the office and email a customer
urgently.

W: (pause) Oh, could you fax a document to the boss?
M: Sure. Give it to me and I’ll do it for you at
my place.
어구 긴급히[ ] urgently
해설 남자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자의 문서를 상[ ]
사에게 팩스로 보내 주겠다는 내용이다.
출제의도 특정 정보 파악하기5. [ ]

[Door bell rings.]
M: Hello, Leo’s In-line Skates. May I help you?
W: Yes, I’m interested about the used model in the ad.
How much does it cost?

M: 50 dollars. It’s a real bargain.
W: That’s more than I expected, though. Can you
come down a little?

M: Sorry. Our prices on the used skates are fixed.
W: Okay, I’ll get it. And one more thing, can I
change all the wheels?

M: A set of new wheels is just 20 dollars.
W: That’s a bit expensive. Will you give me a discount?
M: Well, if you have our store coupon, you can
change all the wheels for only 15 dollars.

W: Actually I do have one. Here it is.
어구 싸게 산 물건[ ] bargain
해설 중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달러에 사고 바퀴[ ] 50 ,

를 모두 교환하는 데 원래는 달러지만 쿠폰이 있20
어서 달러에 교체하여 총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15 65 .
출제의도 담화의 목적 파악하기6. [ ]

M: Hello, parents! I’m James Williams, principal of
Leads High School. I’m very pleased to see
you all again at this meeting. I always
appreciate your concern for our school. Now
I’m standing here to ask for your help. We
need help in our school cafeteria during lunch
time. Volunteers are needed to serve meals to
the students. Each volunteer would only work
one day a week. It would be a great help to
our school. This would start next month. If you
are able to help, please fill out the form on the
table at the entrance to the hall. Thank you.

어구 관심[ ] concern
해설 학교 점심 급식시간에 배식을 도와줄 학부모[ ]
급식도우미 참여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출제의도 특정 정보 파악하기7. [ ]

W: Justin, your group presentation was amazing!
M: Thank you, Ms. Wilson.
W: How long did you prepare for it?
M: About three weeks. Our group worked on it　
every weekend.

W: Great! Did all of you take part in the work?
M: Of course, we did! We all had a part that we
had to do.

W: Wonderful! Most of all, I was so impressed by
your visual aids. Did you make them by
yourselves?

M: Jane made those. She is very good at making
visual materials.

W: Justin, I’d like to show your work to other
classes as a good example. Could you email
your presentation file to me?

M: Sure. I’ll do that for you.

어구 시각자료[ ] visual aids
해설 여자가 남자에게 발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 ]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다.
출제의도 대화 장소 추론하기8. [ ]

W: Mike, sorry for being late. I was stuck in traffic.
M: That’s all right. I was looking for a book to
help with my report while waiting for you.

W: Did you find anything?
M: I did. By chance, I found a good one on the
bookshelf next to the bestseller section.

W: Good for you! By the way, how much time do
we have before the movie starts?

M: About an hour. Why?
W: I just need to find a jewelry shop to buy a
wedding gift for my aunt.

M: No problem, but we have to be at the theater
before 3 o’clock.

W: I see. Can you come with me, Mike?
M: Okay, but before we go, let me pay for the book.

학년도 월 고 전국연합학력평가2011 11 2

정답 및 해설



2- 2 -

어구 교통체증에 갇힌[ ] stuck in traffic
해설 남자가 베스트셀러 섹션 옆에 있는 책장에서[ ]
책을 찾았고 책값을 지불한다는 말을 통해 서점임을,
추론할 수 있다.
출제의도 화자의 관계 추론하기9. [ ]

W: Good morning, sir. What can I do for you?
M: Hello! I’d like to check in, please.
W: I’m afraid that it’s too early for you to check in.
M: Well.... It’s 10 o’clock, so can I check in a bit earlier?
W: I’m sorry, but the rooms are not ready yet.
They’ll be ready around 12 o’clock.

M: Oh, no. What should I do until then?
W: Why don’t you look around nearby?
M: That’s a good idea! Can you recommend some
places to me?

W: My pleasure. Here is a brochure about Plum
Amusement Park. I think you’ll love it.

M: Thanks. See you soon.
어구 소책자[ ] brochure
해설 남자가 여자에게 체크인을 요청하고 주변 관[ ]
광지를 추천해달라는 말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호텔 직원과 손님임을 추론할 수 있다.
출제의도 특정 정보 파악하기10. [ ]

[Knock, knock...]
M: Ms. Smith, may I come in?
W: Sure, Jack. What’s up?
M: I’d like you to check my ideas for the science fair.
W: By all means. Come and sit here.
M: Thank you, Ms. Smith.
W: Let me see. Your topic is home solar power.
But actually that topic is already being used.

M: Really? I’ve worked hard on this for two weeks.
W: It’s not too late to change your topic. You still　
have lots of time.

M: Well.... Ms. Smith, could you give me some　
ideas?

W: Of course. I know some useful websites full of
ideas for the science fair. I’ll give them to you.

M: I can’t thank you enough.
어구 과학전람회[ ] science fair
해설 남자가 과학전람회를 준비하며 아이디어 때[ ]
문에 고민하자 여자가 도움이 될 만한 웹사이트를
알려준다는 내용이다.
출제의도 표의 내용 파악하기11. [ ]

M: Hi, Lisa! Have you heard about the Fall
Workshop? Will you come with me?

W: Sure, let’s go. Which conference session should
we attend?

M: First, let’s check our schedule. What about the
weekend session?

W: I have a family gathering every Saturday, so....
M: Okay, how about Thursday or Friday?
W: Let me think.... Unfortunately, I have an important

appointment with Professor Willis on Thursday
afternoon.

M: How about the session before lunch on Thursday?
W: I have a swimming lesson at 11 o’clock, so I
can’t go to the midmorning workshop.

M: Then, there is only one left. Okay, I’ll change
my schedule. Can you attend that session?

W: Absolutely. Let’s go.

어구[ ] 모임gathering
해설 토요일에는 가족모임이 있고 목요일에는[ ] ,

교수와의 약속과 수영강습이 있다는 말에서Willis
정답을 확인할 수 있다.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12. [ ]

W: Good morning, students. Today, I’ll tell you
about the graduation ceremony. Let your
family and friends know the following. It’ll be
held Tuesday, February 14th at 10:00 a.m. in
our school gym. They should arrive at least
half an hour prior to the starting time.
Remember! The places for the ceremony are
first come, first seated. The gym will open
about one hour before the starting time.
Parking is available at no charge. Thank you
for listening and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어구 보다 전에 요금[ ] prior to charge
해설 체육관은 시작 시간 전에 개방될 것이다[ ] 1 .
출제의도 대화의 상황 파악하기13. [ ]
W: A one-way ticket to Central Park, please.①
M: Sure. Here you are.
W: How much is this umbrella?②
M: The big one is 12 dollars and the small one
is 10 dollars.

W: It looks like it’s going to rain.③
M: I don’t think so. Look, the sun is shining now.
W: Look at the wheelchair sign. You shouldn’t④
park here.

M: I’m sorry but I didn’t notice the sign.
W: Would you like to share my umbrella with me?⑤
M: Thank you. That’s so nice of you.

어구 알아채다[ ] notice
해설 휠체어에 탄 남자에게 여자가 우산을 씌워주[ ]
려고 하자 고마워하는 상황이다.
출제의도 대화의 적절한 응답 고르기14. [ ]

W: David, I can’t believe that Julia is Employee of
the Month again.

M: Anna.... She’s one of the top salespersons in
the company. What’s the matter?

W: But why her? I’ve sold more products than she
has this month.

M: Come on. It isn’t selected just by sales
performance.

W: What else?
M: Customer evaluation is also included.

W: Okay, but it isn’t fair that she was selected again.
M: Do you want to know her secret?
W: What is it?
M: Be nice to everyone. Look at her. She’s always
smiling at people.

W: I know, but it’s not easy for me to have a
smile like her.

M:

어구 이달의 사원[ ] Employee of the Month
해설 여자가 처럼 미소 짓는 것이 쉽지 않다[ ] Julia
고 말하는 상황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할 수 있다고,
격려하는 응답이 적절하다.
출제의도 대화의 적절한 응답 고르기15. [ ]

W: Good afternoon. What can I do for you, sir?
M: I’m trying to find a birthday present for my wife.
W: Okay. Do you have something in mind?
M: Not really. What’s new?
W: How about these earrings? They arrived recently
and I’m sure your wife will love them.

M: Oh, I already bought earrings for her as a
Christmas gift. Can you show me another item?

W: Then, what about this necklace? Nowadays this
is very popular.

M: Wonderful! How much is it?
W: It’s 150 dollars. Luckily, you can get a 10%
discount during this week.

M: Sounds good, but can you lower the price more?
W:
어구 낮추다[ ] lower
해설 가격을 낮춰줄 수 있는지 묻는 상황에서 회[ ]
원이면 할인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적절하다.
출제의도 대화의 적절한 응답 고르기16. [ ]

W: Honey, the laundry has really piled up.
M: I’ll do it right now. You just take a rest, Amy.
W: Thank you. I’ll prepare our dinner soon. Do you
need my help?

M: Come on. Don’t worry about it. I can do it myself.
W: How sweet you are!
M: It’s nothing at all. (pause) Amy! Where is the
detergent? I can’t find it.

W: It’s on the shelf above the washing machine.
Don’t put too much in.

M: No problem! I can handle it.
W: [Door opens.] Wait! John, what are you putting
in the machine?

M: Something in the red bottle. Is there something
wrong?

W: Oh, no! That’s the fabric softener, not
the detergent.
M:
어구 섬유유연제 세제[ ] fabric softener detergent
해설 세탁기를 사용하는 데 세제와 섬유유연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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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하여 넣은 상황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응답이
적절하다.
출제의도 담화의 상황에 맞는 표현 추론하기17. [ ]

M: Andy transferred to Darson High School last
month. He’s interested in helping people, so he
joined a volunteer club at his new school. The
club members are teaching orphans Math and
English every other week. They are supposed
to visit the local orphanage this Sunday. They
arrange to meet at the front gate of the
orphanage. But Andy doesn’t know exactly
where that is. So he calls Sally, one of the
club members.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Andy most likely say to Sally?

Andy:
어구 전학하다[ ] transfer
해설 가 만나는 장소의 위치를 몰라 동아리[ ] Andy
회원인 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다Sally .

읽 기[ ]

출제의도 글의 목적 파악하기18. [ ]
해석 나는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홍수에 대한 언급[ ]
이 없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나는 전세계 수.
백만 독자를 가진 귀사의 잡지에 이 재난에 대한 언
급이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수백만 달러가 지금까지.
기부되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유명인들까지도 재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그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더욱이 전세계의 많은 유명한.
단체들이 마음이 넓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귀사.
가 잡지에 이 비극에 대한 적절한 것을 실어주기를
요청 드립니다. 나는 이것이 귀사의 독자들이 수재민
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바를 찾아보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구 기부하다 유명한[ ] donate notable
해설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홍수에 대한 내용을 잡[ ]
지에 실어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글이다.
출제의도 지칭어 추론하기19. [ ]
해석 는 어머니의 회사에서 근무했다 그녀는[ ] Katie .
일을 매우 잘했다 그러나. 그녀는 학년 때부터 선생4
님이 되기를 원했다 그녀는 대학에 들어가서 초등교.
육을 전공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교사의 길을.
가지 않도록 설득했다 그녀는 에게 언젠가는. Katie
그녀가 어머니의 사업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그녀가 자신의 회사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는 어머니의 충고를 따랐지만Katie 그녀는 항상 자
신의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지 못했다 실제로 그녀는.
그녀가 지역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아침 10
시에 일과가 시작되도록 조정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가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Katie , 그녀는 후회
했다 그녀는 딸에게 가서 가르치라고 했다 그녀는. .
자신의 열정을 따랐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도 똑같이.
하기를 바랐다.
어구 성취하지 못한[ ] unfulfilled
해설 다섯 번째[ ] she는 의 어머니이다Katie .
출제의도 적절하지 않은 어법 추론하기20. [ ]
해석 우리 모두는 같은 액수의 돈을 가지고 있지[ ]
는 않지만 매일 똑같은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어24 .
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훨씬 더 적은 자유 시간을 갖
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베풀 기회를
가지고 있다 시간이라는 선물은 때때로 돈보다 더.
만족을 주고 더 가치 있을 수 있다 당신은 노숙자.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노인들에게 가정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기꺼이 자원봉사를 하고자 한다면.
당신을 기쁘게 환영할 많은 단체와 사업이 있다 당.
신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거의 확실히 교육적이고
즐거우며 보람이 있을 것이다.
어구 보람 있는 가정[ ] rewarding meals on wheels
급식 서비스
해설 이 주어이므로 보어로서[ ] The gift of time

이 적합하다satisfying .
출제의도 적절한 어법 추론하기21. [ ]
해석 내가 많은 사진을 찍은 후 호텔방에 돌아왔[ ]
을 때 나는 내 블로그에 그 사진들을 올리고 싶었,
다 나는 디지털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했고 처리가.
끝났을 때 거기에는 사진이 한 장도 없었다 더 나쁜.
것은 내 메모리카드에 있는 사진들도 사라져 버렸다
는 것이다 내가 친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야.
기했을 때 그는 나에게 플래시 메모리카드에서 실수
로 지워진 사진들을 복구하도록 고안된 어떤 프로그
램을 보내주었다 나는 그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았.
다 그것은 내가 잃어버린 대부분의 사진들로 폴더를.
채웠다 나는 당신이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사용하.
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당신은 일.
이 잘못될 경우를 대비하여 잃어버린 파일을 복구시
켜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어구 복구시키다[ ] recover
해설 에서는 부정사이므로 에서[ ] (A) to upload, (B)
는 선행사인 가 주어이므로 에서는photos were, (C)

와 의 관계가 수동이므로lost files recover recovered
가 적합하다.
출제의도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고르기22. [ ]
해석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퍼센트는 태[ ] 93
양에 대한 지나친 노출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 중 퍼센트는 여전히 밖에. 81
서 햇볕을 받고 나면 좋아 보인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휴가 때 해변으로 가서 태양 쪽으
로 얼굴을 향하는 것을 좋아한다 만약 일이나 학업.
으로 인해 실제로 햇볕을 쐬지 못한다면 그들은 태,
닝베드에 누워서 햇볕을 쐬인 척 한다. 요즘 햇빛 차
단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
고 있다. 약 천만 명의 미국인들은 태닝베드를 사용3
하고 있으며 실내 태닝은 미국에서 거대한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
어구 수요[ ] demand
해설 미국에서 태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간[ ]
다는 내용으로 햇빛을 차단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증
가는 글의 흐름과 무관하다.
출제의도 필자의 주장 파악하기23. [ ]
해석 경주 전에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
하나는 알맞은 음식을 먹는 것이다 여기 당신을 위.
한 교훈이 있다 내가 참가했던 어느 마라톤 경주 전.
날 밤에 나는 사과버터를 먹고 싶은 통제할 수 없는
욕구에 사로잡혔다 나는 그날 저녁에 공복을 채웠지.
만 다음날 큰 대가를 치렀다 그 사과버터가 마라톤.
경기를 하는 도중에 몇 번 나를 멈춰 서게 한 것이
다 단언하건데 나는 경주하기 전에 사과버터를 결코.
다시는 먹지 않았다 대신 나는 파스타와 밥과 같은.
나의 일상적인 식단에 집중하는데 그것들은 나의 근,
육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당신에게도 분명히 매일 먹.
는 비슷한 음식이 있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음식들이.
당신이 경주 전에 집중해야 하는 음식들이다.
어구 집중하다[ ] concentrate
해설 경주를 하기 전에 평소에 먹던 음식을 먹으[ ]
라는 주장의 글이다.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24. [ ]

해석 일반적으로 말해서[ ] 경제성은 연주시간과 악
기의 선택에 있어서 영화음악의 중요한 가치이다 영.
화음악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필요하든 하지 않든 간에 장면들을 음악으로 잘 꾸
미려는 저항할 수 없는 유혹 때문에 보통의 영화들
은 충분하지 않다기보다는 너무 많은 음악을 갖게
된다 더 작은 조합이 전체적으로 영화에 대한 영향.
에 있어서 더 강력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할리우드의
경향은 큰 오케스트라로 향하는 것 같다 음악의 적.
당한 양은 영화 그 자체의 본질에 부합해야 한다.
어구 저항할 수 없는 경향[ ] irresistible tendency
해설 경제성 은 연주시간과 악기의 선택[ ] (economy)
에 있어서 영화음악의 중요한 가치라는 내용이다.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25. [ ]
해석 당신이 한 편의 글을 쓰려고 앉을 때 당신의[ ]
첫 번째 목표는 어수선하게 흩뜨리는 것이어야 한다.
글의 주제에 대하여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그냥 적어라 당신의 글의 소재가 논리적으로 연결되.
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냥 주제를 가지고 놀고 정교한 세부작업을 하지
마라 나는 사람들이 글쓰기가 정돈되고 깔끔한 시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글쓰기의 어려움이 발생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일부러 당신이 당신의 글을.
무질서하거나 의미전달이 안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글쓰기 과정의 초.
반에 걱정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완성된 유화보다는 스케치로 시작해라.
어구 시도 무질서한[ ] endeavor disorganized
해설 글쓰기를 시작할 때에는 어수선하게 흩뜨리[ ]
는 것 이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한다(make a mess)
는 내용이다.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26. [ ]
해석 학생들은 많은 좋은 이유로 클럽에 가입하고[ ]
학교 활동에 참여한다 그들은 추구하고 싶은 관심과.
계발하고 싶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때때로 특히 고.
등학교에서 학생들은 대학지원서나 이력서에서 그것
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방과후 활동에 참여한다 그.
러나 모든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당신과 다.
를지도 모르는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것은 재미있고,
당신이 관심사를 나눈다면 그것이 쉽다 당신의 가까.
운 사회적 집단 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과 사귀는 것
은 특히 재미있다.
어구 지원서 이력서[ ] application resume
해설 학생들이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다른[ ]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make connections with

이라는 내용이다others) .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27. [ ]
해석 조약돌이 많은 해변을 이리저리 걷다보면 당[ ] ,
신은 그 조약돌들이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더 작은 조약돌들은 일반적으.
로 해안을 따라 뻗어있는 분리된 지역에서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 더 큰 조약돌들은 다른 지역에 모인다. .
그 조약돌들은 분류되고 배열되고 선별되었다 우리, , .
는 그 배열을 맹목적인 물리적 힘 이 경우에는 실제,
로 파도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파도는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가 없다 그것들. .
은 단지 무작위로 조약돌을 주변에 내던지고 큰 조,
약돌과 작은 조약돌은 이러한 작용에 다르게 반응해
서 결국 해변의 각기 다른 높이에 모이게 된다, . 작
은 질서가 무질서에서 나왔다.
어구 무작위의 분리된[ ] random separate
해설 무질서에서 작은 질서[ ] (a small amount of

가 나왔다는 내용이다or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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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28. [ ]
해석 사진가는 색다른 이야기를 찾기 위해 먼 거[ ]
리를 여행해야 한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야.
기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다 흥미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를 둘.
러싸고 있다 평범한 여느 사람의 표면을 파보면 그.
이야기들이 나타날 것이다 사진가의 자원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 삶의 모든 측면 즉 그들의 환경 습관, , , ,
가족 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진가는 특별한 것을.
찾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탐구하고 이해하려고 노
력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는. ,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
고 있는 것을 찾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어구 노력하다[ ] strive
해설 사진가는 특별한 소재를 찾기보다는 그의 주[ ]
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what is happening around

을 찾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다him) .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29. [ ]
해석 기억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당신은 더 사[ ] ,
소하고 재미없는 세부적인 것들은 기억할 가능성이
더 적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특이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건을 기억해 내는 데 상당히 능숙하고 이에 대한,
완벽한 예는 당신이 재미있는 무언가를 발견할 때이
다 예를 들어 만일 당신의 동료 중 한명이 미키마. ,
우스 복장을 하고 진지한 업무회의에 나타난다면 당,
신은 그 재미있는 사건을 한 달 뒤에도 기억할 가능
성이 있지만 당신은 다른 동료들이 무엇을 입었는지,
당신이 그날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그리고 심지어,
는 그 회의에서 어떤 중요한 정보가 제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잊어버릴 것이다.
어구 동료 사건[ ] colleague incident
해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재미있는 무언가를 발[ ]
견할 때 기억을 잘한다는 내(find something funny)
용이다.
출제의도 심경 변화 추론하기30. [ ]
해석 내가 일을 끝마쳤을 무렵 오후가 거의 끝나[ ] ,
가고 있었다 내가 여유로운 순간을 즐길 시간이었.
다 나는 휘파람을 불면서 물 한 병과 비스킷을 집어.
들었다 나는 구름 없는 하늘에 해가 지는 것을 바라.
보면서 식사를 했다 약하고 따스한 미풍이 불었고. ,
바다는 잔잔하게 출렁였다 그 순간 나는 오렌지색. ,
덩어리를 감지했다 나는 머리를 뒤로 홱 돌렸다 그. .
러나 그 오렌지색 물체는 움직이지 않았고 뭔가 이
상했다 나는 다시 보았다 그것은 호랑이었다 온몸. . .
에 전율이 흘렀다.
어구 홱 움직이게 하다 전율[ ] jerk shiver
해설 한가하게 쉬고 있던 중에 발견한 오렌지색[ ]
물체가 호랑이임을 알고 필자가 겁에 질린 상황이다.
출제의도 적절한 어휘 추론하기31. [ ]
해석 예전에는 과학기술을 다루는 일이 홀로 기계[ ] ,
에서 위안을 찾는 총명하지만 비사교적인 사람들에
게 하나의 출구를 제공해 주었다 오늘날 기술은. 반
대 역할을 한다 사실 헤드폰으로 당신 자신의 음악. ,
을 듣는 혼자 하는 행위조차도 사회 공동체의 일부
가 되기에 이르렀다. 관계에 대한 새로운 강조와 더
불어 과학기술의 사회적 활용은 과거에 과학기술이
기여했던 비사교적 개인적 목적을 훨씬 능가했다, .
과학기술에 능숙하다는 것은 한 때 사회적으로 무시
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친구들 모임 그리고 가. ,
족의 사교생활을 조직하는 것의 중심에 있다.
어구 출구 비사교적인[ ] outlet antisocial
해설 에서 과학기술이 오늘날에는 과거와는 반[ ] (A)
대 역할을 하고 에서 관계(opposite) , (B) (connection)
를 강조하면서 사회적으로 활용되고 에서 과거, (C)
에 과학기술에 능숙한 것이 무시 되었다는(ignored)
내용으로 진술되어야 한다.

출제의도 적절하지 않은 어휘 추론하기32. [ ]
해석 사람들이 그들의 업무공간을 개인화하는 방[ ]
법에 대한 한 연구는 개인화가 일반적으로 피고용자
와 고용자 둘 다에게 좋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신의.
사무실을 꾸미는 사람들은 더 낮은 더 높은 수준( )→
의 직업 만족도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직원.
들이 자신의 업무공간을 개인화하는 것을 허용하는
회사는 성실한 직원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실제.
로 그 연구는 사무실에서의 개인화 정도가 그 공간,
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조직에 대해 얼마나 충성스
러운지에 대한 신호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헌신적인.
근로자들은 그들의 가족과 친구와 관련된 물건들을
전시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헌신적인. ,
근로자들은 그들의 사적인 자아와 그들의 직장생활
을 엄격하게 구별하기 보다는 서로 결합시킨다.
어구 개인화하다 헌신적인[ ] personalize committed
해설 사무실을 꾸미는 사람들이 회사에 대해 보다[ ]
충실하기 때문에 직업 만족도 수준이 더 높다는 의
미가 되어야 하므로 가 적절하다higher .
출제의도 연결어 파악하기33. [ ]
해석 두문자어는 일련의 단어들에서 각 단어의 첫[ ]
글자들로 만들어진 단어이다 비즈니스 산업 교육. , , ,
정부에서 그것들은 자주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들에 의해 사용된다 관련된 모든 사람이 두문자어가.
나타내는 것을 이해하는 한 그것은 괜찮다. 그러나
그런 두문자어는 당신의 분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는 이해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떤 두문자어.
는 각기 다른 사람에게 각기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 만약 상황이 고려되지 않으면 때때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은행가가 공,
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이 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ABA
히 듣게 된다면 그 은행가는 그 말이 American

전미은행가협회 라고 생각하고Banking Association( )
그 사람을 또 다른 은행가라고 여길 것이다 같은 상.
황에서 볼링선수는 그 말을 American Bowling

전미볼링협회 라고 생각할 것이다Association( ) .
어구 두문자어[ ] acronym
해설 에는 역접관계를 이어주는 가[ ] (A) However ,
에는 예를 설명하는 이 적절하다(B) For example .
출제의도 글의 주제 파악하기34. [ ]
해석 종종 사람들은 충분히 우는 것이 그들을 더[ ]
기분 좋고 평온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한 조사.
에서 여자의 와 남자의 가 울고 난 후에 덜85% 73%
슬프고 화가 덜 났다고 말했다 이런 정보의 결과로. ,
한 과학자가 눈물의 화학적인 구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수행했다 그는 슬픔에 의해 유발된 눈물이.
생양파를 자름으로써 유발된 눈물보다 더 많은 총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감정.
에 근거한 눈물은 높은 수준의 코르티솔을 포함했다
고 말하는데 이것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주
요한 호르몬이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울 때 우.
리의 몸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중일지도 모르며 울음,
그 자체가 우리의 전반적인 행복을 북돋워줄지도 모
른다는 것을 시사한다.
어구 독소 주요한[ ] toxin primary
해설 감정에 근거한 눈물은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 ]
는 치유력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출제의도 글의 주제 파악하기35. [ ]
해석 어느 정도의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은 전업[ ]
과 완전한 퇴직 사이에 편안한 전환을 제공해주어
중년의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조기 준은퇴를 적절
한 것으로 만들어 준다 비상근직에서 얻은 적은 수.
입으로도 조기 준은퇴자는 소비와 생활에서의 급격,
한 하락을 직면할 필요가 없을 지도 모른다 조기 준.
은퇴자는 심지어 보수가 없더라도 약간의 일이 그들

을 활동적이고 사회에 기여하고 정신적으로 예리( )
한 상태를 유지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정신적. ,
재정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에게 조기 준은퇴가 오랫
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이상적인 과정
이 될 수 있다.
어구 준은퇴[ ] semi-retirement
해설 준은퇴자에게 일이 정신적 재정적 지원을 해[ ] ,
주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는 내용
의 글이다.
출제의도 글의 내용 파악하기36. [ ]
해석 신기하게 생긴 앵무조개는 살아있는 화석으[ ]
로 여겨진다 이 동물은 알을 낳아서 번식한다 새끼. .
앵무조개가 처음 알에서 부화했을 때의 지름이 약 1
인치이며 개의 방이 있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다 앵7 .
무조개의 평균수명은 약 년으로 여겨진다 앵무조20 .
개는 먹이를 찾을 때 주로 후각에 의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눈에 수정체가 없기 때문에 앵무조개의 시.
력이 매우 약하다 대신에 눈에 빛을 들어오게 하는.
한 개의 작은 구멍만 있다 불행히도 아름다운 앵무.
조개의 껍데기를 채취하는 것 때문에 그 개체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어구 부화하다 지름[ ] hatch diameter
해설 앵무조개는 눈에 빛을 들어오게 하는 작은[ ]
구멍을 가지고 있다.
출제의도 글의 내용 파악하기37. [ ]
해석 는 와 독일 항공우주센터에 의해[ ] SOFIA NASA
공동으로 개발된 보잉 제트기이다 승객용 좌석747 .
대신 비행기는 강력한 톤의 망원경을 기체 뒷부분17
에 장착하고 있다 네 개의 고출력 엔진을 가지고.

는 시속 마일로 비행할 수 있고 약 만 피SOFIA 520 4
트의 고도에 이를 수 있다 비행기를 특별히 개조하.
여 정밀한 관측을 위해 필요한 부드러운 비행이 가
능하다 매 비행마다 대략 시간을 관측하게 될 것이. 8
다 는 년의 수명을 가지고 별이 생성되는. SOFIA 20
곳과 근처의 은하를 관측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구 고도 개조[ ] altitude modification
해설 망원경은 비행기의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 .
출제의도 도표 이해하기38. [ ]
해석 위의 도표는 당신은 식사시간에 문자 메시지[ ] “
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아홉 개의 다른 나라에?”
서의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 , ,
에서 사람들은 나머지 다른 나라의 사람들보다 식사
시간에 문자 메시지를 하는 것에 대하여 더 수용적
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라고 답한 나라들 중. ‘ ’
에 캐나다가 퍼센트로 첫 번째이다 네라고 답한85 . ‘ ’
편에서는 말레이시아가 퍼센트로 첫 번째를 차지57
한다 미국에서 부정적으로 답을 한 사람들의 비율은.
네덜란드와 같다 인도는 네라고 답한 편에서 가장. ‘ ’
낮은 비율을 보여주며 아니요라고 답한 편에서는, ‘ ’
브라질이 그러하다.
어구 문자 메시지 보내기[ ] texting
해설 아니요라고 대답한 편에서 비율이 가장 낮[ ] ‘ ’
은 나라는 멕시코이다.
출제의도 글의 요지 파악하기39. [ ]
해석 외부 사건이 당신을 언짢게 한다고 믿는 게[ ]
당연하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당신은 자. ,
동적으로 그것들을 당신이 가진 모든 나쁜 감정의
원인으로 만든다 네가 지금 나를 화나게 하고 있. “
어 라고 당신은 말한다 당신이 이와 같이 생각할!” .
때 당신은 사실상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인데 이는,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당신을 화나게 할 수 없기 때
문이다 극장에서 어떤 뻔뻔한 십대들이 줄을 서있는.
당신 앞으로 밀고 들어 올 수도 있다 당신에게 시간.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남자친구가 데이트에 항상 늦게 나타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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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아무리 부당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당신을 화나게 하지 않으며 결코,
화나게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코 화나게 하지 않,
을 것이다 괴로운 사실은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마.
지막 한줌의 분노마저도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이다.
어구[ ] 속이다 시간준수fool promptness
해설 분노는 남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다[ ]
는 내용의 글이다.
출제의도 글의 요지 파악하기40. [ ]
해석 당신이 항의 편지를 쓸 생각을 하고 있다고[ ]
해보자 당신의 첫 번째 충동은 당신의 슬픈 이야기.
를 사건별로 하나씩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항의 편지
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
서 당신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인가 당신이 대부분?
의 사람과 같다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를 원한다.
아마도 당신은 심지어 사과를 원할지도 모른다 그곳.
이 당신의 편지가 시작해야만 하는 곳이다 바로 당.
신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이 당.
신이 가장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이것이 당신
의 편지를 읽을 사람이 가장 먼저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당신은!
무턱대고 슬픈 사건의 목록을 읽는 것을 시작하기를
정말로 원하겠는가 당신은 왜 이 사람이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먼저 알고 싶을 것이다 그리.
고서야 아마도 당신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준비가
될 것이다.
어구 무턱대고[ ] blindly
해설 항의 편지를 쓸 때 목적을 서두에 명시해야[ ]
한다는 요지의 글이다.
출제의도 글의 제목 파악하기41. [ ]
해석 당신이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가지고만 있다[ ]
면 당신의 어떤 아이디어도 세상을 바꾸지 못할 것
이다 어느 시점에서는 당신은 다른 누군가를 설득해.
서 투자하고 구매하고 참여하거나 가입하도록 해야, ,
만 할 것이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단계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놀랄지
도 모른다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뛰어난 사람이.
그 배경 이야기를 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진정으로 혁명적인 아이디어들이 성공할 수 있,
는 기회를 결코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 나는 자주 놀
라워한다 서툰 소통이 당신이 가진 아이디어의 궁극.
적인 성공을 손상시키도록 하지 마라.
어구 혁명적인[ ] revolutionary
해설 당신이 가진 아이디어를 표현하여 실현시킬[ ]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출제의도 글의 제목 파악하기42. [ ]
해석 우리 도서관 옆에 있는 주차장은 선불식 무[ ]
인 주차제를 사용한다 당신은 미터기에 동전을 넣고.
한 두 시간짜리 티켓을 받아 당신의 계기판 위에 보
이도록 한다 두어 달 전에 한 여자가 주차장을 떠나.
면서 나에게 자신의 티켓을 주었다 그리고 그 티켓.
은 여전히 한 시간이 남아있었다 이게 웬 횡재인가. .
나는 잔돈을 찾을 필요가 없었다 다음에 그 주차장.
을 찾았을 때 나는 그 주차 요정이 어떤 운 좋은 사
람이 사용하도록 기계의 동전 구멍에 약 분이 남45
아있는 티켓을 두고 갔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 주차.
요정은 나에게 내가 할 수 있을 때마다 똑같은 행동
을 할 마음이 들게 했다 그러한 사소한 행동으로 당.
신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유쾌한 느낌이다.
어구 자동차 계기판[ ] dashboard ( )
해설 사소한 친절이 또 다른 친절을 가져온다는[ ]
내용이다.
출제의도 글의 순서 추론하기43. [ ]

해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채식주의 식단으로[ ]
바꾸고 있고 그것이 그들의 애완동물에게도 좋은지
궁금해 한다 이러한 궁금증에 반응하여 일부. (A)
제조업자들은 그들이 제조한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이 동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를 공급한
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의사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고.
양이에게 안전한 채식주의 식단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다고 한 전문가는 말한다 사실 고양이는 엄. (C)
밀히 말해서 고기를 먹는 동물이다 그들은 타우린. ,
즉 고기 안에서만 발견되는 아미노산을 필요로 한다.
타우린이 없으면 고양이는 눈이 멀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게다가 개는 비타민 를 필요로 하. (B) D
는데 그것은 아마도 고기나 유제품 없이는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른다 균형 잡히지 않은 식단은. “
영양 결핍을 초래할 수도 있다 고” University of

의 수의사인 는 말한다California Andrea Fascetti .
어구 결핍[ ] deficiency
해설 채식주의 식단이 애완동물에게 좋은지에 대[ ]
한 궁금증에 대해 일부 제조업자는 좋다고 주장하는,
가 이어지고 사실 고양이는 고기를 먹는 동물이라(A) ,

는 가 나오며 개도 비타민 를 유지하기 위해 고(C) , D
기가 꼭 필요하다는 가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다(B) .
출제의도 글의 흐름 파악하기44. [ ]
해석 우리가 육지에 사는 종으로서 광대한 물 속[ ]
세상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구 위에서의 우리
의 생활공간은 매우 제한되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압력
을 견디지 못해서이다 물은 공기보다 대략 배. 1,300
무겁기 때문에 압력은 당신이 내려갈 때 급속하게,
상승한다 지상에서 만일 피트 높이의 정상까지. 500
올라간다면 압력 변화는 미미할 것이다. 하지만 같은
깊이의 물속에서 당신의 혈관은 압착되고 폐는 소다
수 캔 크기로 줄어든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프리 다.
이빙으로 알려진 스포츠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 호흡
장비 없이 그러한 깊이까지 자발적으로 잠수한다 그.
들에게는 내부 장기가 격렬하게 변형되는 경험이 신
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런 깊이에 도달. ,
하기 위해서 다이버들은 추에 의해 끌려 내려가야만
한다.
어구 급속하게 내려가다[ ] swiftly descend
해설 주어진 문장은 같은 깊이의 물속에서는 압력[ ]
변화가 크다는 내용이므로 지상에서의 압력변화가
미미하다는 문장 다음에 이어져야 한다.
출제의도 글의 내용 요약하기45. [ ]
해석 우리의 조상들이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을 때[ ] ,
그들은 이동성의 이점을 포기했다 양 소 또는 돼지. , ,
를 기르는 것이 곡물을 경작할 때만큼 한 장소에 당
신을 강하게 묶어 두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
지만 적에게서 도망치는 것은 분명 더욱 손실이 커
지고 그리고 그 적이 당신이 저장한 식량을 훔칠 수
있다 그래서 농업의 시작은 우리의 조상들이 이전에.
익숙했던 집단보다 더 큰 집단으로 뭉치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수렵채집인 가족들은 일단 식량이 부.
족해지거나 경쟁관계와 긴장이 감당하기에 너무 어
려워지면 쉽게 흩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초기 농부.
들은 흩어지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일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그리고 갈.
등을 피하기보다는 대처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다른
어느 때 보다 더 필수적이 되었다.

농업을 위한 정착의 초기에 우리 조상들은 식량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단결할 필요가 있었다.
어구 이동성 도망가다 부족한[ ] mobility flee scarce
해설 농업을 위해 조상들이 정착[ ] (settlement 하면)
서 식량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단결할(united)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의 글이다.

장문독해46~47
해석 인간의 뇌는 자극의 절대적인 크기에 특별히[ ]
민감하지 않지만 차이에는 대단히 민감하다 예를 들.
어 만일 당신이 눈을 가린 채로 당신의 손에 나무토,
막을 들고 있도록 요청받는다면 당신은 껌 한통이,
나무토막 위에 놓여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정답은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고 그것을 결“ .” ,
정하는 것은 나무토막의 무게이다 만일 나무토막의.
무게가 그램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램의 껌 한30 , 150
통이 더해질 때 당신은 퍼센트의 무게 증가를 즉500
시 알아차릴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나무토막의 무게가.
킬로그램이라면 당신은 퍼센트의 무게 증가를5 , 0.03
결코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뇌는 무게를 감지하지.
않고, 변화를 감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램을“ 150
알아차릴 수 있는가 의 질문에 대한 답은 없다 그?” .
리고 사물의 모든 물리적 속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다 상대성에 대한 우리의 민감성은 무게 밝기 또. , ,
는 부피와 같은 물리적 속성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가치 선함 그리고 값어치와 같은 주관적 속, ,
성들로 또한 확대된다.
어구 민감성 속성[ ] sensitivity property
출제의도 글의 제목 파악하기46. [ ]
해설 인간의 뇌는 상대적 차이를 포착해낸다는 내[ ]
용의 글이다.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47. [ ]
해설 뇌는 무게를 감지하지 않고 변화 를[ ] , (changes)
감지한다는 것이 빈칸에 적절하다.

장문 독해48~50 　
해석[ ]

(A)
는 개의 매장 운영을 감독하는 매Marilyn Tina 320

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녀에게.
가장 큰 다국적 기업 가운데 하나인 가 자사 매FLY
장들을 열 계획을 하고 있고 최고경영자, Jennifer

가 그 프로젝트를 감독할 사람으로 그녀를Lawrence
고용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말해주었다 은. Marilyn
에서 일하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FLY

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녀를 만나기 전에 약간의
조사를 했다.

(D)
그녀가 조사를 했을 때, 그녀는 의 상품이FLY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한참 뒤처져 있FLY

다는 것을 알아냈다 는 재고품을 사서 그 위에. FLY
회사의 라벨을 붙였을 뿐이었다 그 회사는 사이즈. ,
품질 또는 색상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기준 없이 다,
양한 제조업체들로부터 의류를 샀다 그것은 의. FLY
브랜드를 반영하지 않았다.

(C)
의 딜레마는 에서 일하고 싶은 욕구가Marilyn FLY

상품에 대한 그녀의 전문적인 판단과 상충한다는 것
이었다. 그녀는 만일 그녀가 발견한 것을 에Jennifer
게 말하면 그녀가 일자리를 얻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그녀가 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망설였지만Jennifer
마침내 상품이 가 상징하는 것을 반영하지 않기FLY
때문에 매장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에게 말했다Jennifer .
(B)

그리고 나서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일을 했는지
궁금해 하면서 캘리포니아로 돌아갔다 그녀는 아마.
도 거기서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잃었는지도 모른다
고 생각했지만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해서는 기분이
좋았다 주 후에 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2 Jennifer
그녀가 이 말한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았고 그Marilyn ,
상황에 대한 그녀의 평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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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게 의류와 액세서리의 부사장직을 제안Marilyn
했다.
어구 상품 평가[ ] merchandise assessment
출제의도 글의 순서 추론하기48. [ ]
해설 이 를 만나기 전에 시장조사[ ] Marilyn Jennifer　
를 했으나 의 상품들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한, FLY
글 가 이어지고 와의 만남에서 일자리를(D) , Jennifer
얻고 싶은 욕구와 전문적 판단 사이에서의 갈등 끝
에 결국 진실을 말하는 가 나오며 그 상황 평가(C) ,
에 대한 의 동의를 마침내 얻고 부사장직을Jennifer ,
제안 받는다는 내용의 글 가 연결되는 것이 자연(B)
스럽다.
출제의도 지칭어 추론하기49. [ ]
해설[ ] (c)　 she는 이 아니라 이다Marilyn Jennifer .
출제의도 글의 내용 파악하기50. [ ]
해설 은 를 만난 후에 에서의[ ] Marilyn Jennifer FLY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잃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