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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3교시 외국어(영어)영역 •
1 ⑤ 2 ① 3 ① 4 ③ 5 ②
6 ⑤ 7 ④ 8 ⑤ 9 ② 10 ⑤
11 ⑤ 12 ③ 13 ⑤ 14 ⑤ 15 ③
16 ③ 17 ① 18 ① 19 ⑤ 20 ⑤
21 ④ 22 ④ 23 ③ 24 ③ 25 ②
26 ② 27 ② 28 ④ 29 ③ 30 ③
31 ① 32 ① 33 ③ 34 ① 35 ④
36 ⑤ 37 ④ 38 ④ 39 ② 40 ④
41 ③ 42 ② 43 ④ 44 ⑤ 45 ①
46 ② 47 ③ 48 ③ 49 ① 50 ②

[듣    기]

1. [출제의도] 그림에서 물건 찾기
M: Susan, what are you doing on the computer?
W: I’m surfing the net to buy some items for my teddy bear, Chris.
M: Chris will look quite handsome with a bow tie. Why don’t you try it?
W: No, Chris is a girl.
M: Oh, I forgot. So what do you have in mind? 
W: I think this pretty dress will look nice on Chris.
M: No, it’s too common. 
W: You’re right. I won’t take it.   
M: How about dressing her with an apron? 
W: Wow! That’s a good idea. I’ll choose it. 
M: Also, a scarf matches perfectly.  
W: Sounds great! I’m going to purchase this scarf, too. 
[어구] bow tie 나비 넥타이  apron 앞치마 [해설] 여자는 앞치마와 스카프로 곰 인형을 꾸미게 된다. 

2. [출제의도] 심경 추론하기
W: I've heard that you wanted to see me.
M: Yes, I’d like to talk to you about your report.
W: Is there something wrong?
M: Not at all. Your report is very impressive. 
W: Thank you, sir. 
M: By the way, where did you get such good references?
W: I got some tips and data from my parents, the internet, and some books in the library.
M: You did an excellent job! I’m going to upload your report on our school homepage as a good sample for students. Is this okay? 
W: Of course, it’s okay.　It’s a great honor for me, sir.  
M: You deserve it.

 [어구] reference 참고 문헌  deserve ~가치가 있다[해설] 여자는 자신의 보고서가 훌륭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자랑스러워한다. 
3. [출제의도] 설명하는 대상 파악하기
M: This is usually black and made by burning wood. This is widely used for outdoor grilling and barbecues. This is also used for filters to remove poisonous gases and liquid. Nowadays, some people are using this in their rooms or cars to reduce bad smells. When people make rough sketches, they sometimes use this.
[어구] grilling 굽기, 통구이  poisonous 유독한[해설] 나무를 태워서 만든 것으로 야외에서 굽기를 할 때 널리 사용되는 것은 숯이다.

4. [출제의도] 여자가 할 일 고르기
W: Hello, Alex. It’s Mom. 
M: Mom, What’s up?

W: I need your help. The computer is running slow. What can I do to speed it up?
M: Well, Mom, do you know how to empty the recycle bin?
W: Yes, I know. And I’ve already done that.
M: By the way, did you check your computer for a virus?
W: Oops. I forgot, but I can’t remember how to do that. Can you tell me how? 
M: Okay. First, look for the V-shaped icon at the bottom right of the computer screen.... 
W: And, next?
M: It’s pretty simple. Just click it. That’s all.  
W: Thanks, Alex. I’ll do it right now.   
[어구] recycle bin (컴퓨터의)휴지통  V-shaped V자 모양의[해설] 여자는 컴퓨터 화면에 있는 V자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바이러스를 체크할 것이다.

5. [출제의도] 지불할 금액 고르기
W: Welcome to Pan Ocean Hotel. May I help you? 
M: Yes,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W: What type and how many rooms do you want?
M: Just one single room with an ocean view, please.
W: Yes, we have a room available. When and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M:  I’d like to stay for three nights from this Wednesday.  How much should I pay for it?
W: It’s $100 a night including tax. 
M: Is there any discount for my membership? 
W: Yes, we offer members a 10% discount.
M: Okay. I’ll book it now. Here is my membership card. 
[어구]  membership 회원(자격)[해설] 100달러짜리 1인용 방에 3일간 숙박하고 회원 할인 10%를 받아서 270달러를 지불하면 된다.  

6. [출제의도] 담화의 목적 고르기
W: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I’m Jessica, the president of the student council. We’ll be holding an event, ‘A talk with graduates’ next Monday. We know that you have many questions about campus life and the entrance exams. We’re expecting to get some valuable information and advice from our school’s graduates. I definitely believe that this event will help you know how to prepare for the entrance exams. Please come to the auditorium next Monday at 5:30 in the afternoon to hear this useful information.    
[어구] the president of the student council 학생회 회장  graduate 졸업생  auditorium 강당[해설] 학생회장이 교내 방송을 통해서 졸업생과의 대화 행사를 홍보하고 있다.

7. [출제의도] 남자가 할 일 고르기
M: Wow, the scenery is so exotic. Why don’t we take a picture?W: Good idea. We shouldn’t miss this chance to get wonderful pictures especially while we’re travelling abroad. Oh, my!M: What’s wrong?W: There is no camera in my bag. Oh, no! My bag is damaged. M: Really? You mean the camera was stolen?  W: I can’t believe it. What should I do? M: Calm down. Look! there is a police officer over there. Why don’t you go to him and report this?  W: Well....It seems I have no choice. M: Don’t give up hope just yet. Let’s go and inform him about what happened.W: Well....Okay. But what about the language? I can’t speak their language at all! M: Don’t worry. I’ll give you a hand. W: You don’t know how helpful you are.
[어구] exotic 이국적인  fill out a document 서류를 작성하다[해설] 남자는 여자가 경찰에게 분실물을 신고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8. [출제의도] 두 사람의 관계 파악하기
M: Are you here to watch ‘School of Jazz’? 
W: Right. I’m late because of the terrible traffic. 
M: I am sorry, but you can’t enter the theater.
W: Why not? This is the ticket for the musical.
M: Right. But it started twenty minutes ago. You are not allowed to come in when it starts.   
W: My friend’s waiting inside. She’s alone. Let me in.    
M: Ma’am. If you enter now, you will disturb the actors and the audience. 
W: I know, but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since last year. Please.  
M: I’m sorry, but this is my duty. I’ll let you in after act one. 
W: Okay. It’s my fault. Then, I’ll wait here. 
[어구] disturb 방해하다  act (연극 등의) 막[해설] 남자는 뮤지컬이 시작한 후에 입장하려는 관객을 제지하는 극장 직원이고 여자는 뮤지컬을 보러 온 관객이다.  

9. [출제의도] 대화 장소 추론하기
M: Your eyes are bloodshot. How long have you had this symptom? 
W: Since Monday.
M: How do you feel? Are you uncomfortable?  
W: Yes, I have pain in my eyes. 
M: Have you been to a pool or any other crowded places? I mean, recently.  
W: Yes, I’ve been to the beach.  
M: Okay. Let’s start to examine your eyes more.  Umm.
W: Is it serious?
M: Yes, you have pinkeye. It’s highly infectious. 
W: Oh, my!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over this?
M: At least one week. I’ll give you a prescription.
[어구] bloodshot 눈이 충혈된 pinkeye 전염성 결막염의 일종  infectious 전염성의[해설] 충혈된 눈에 대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는 곳은 병원이다.

10. [출제의도] 남자가 부탁한 일 고르기
W: Good Morning, Professor. I’ve heard you were looking for me. 
M: Hi, Sally. Before you collect the data for my paper, I want you to handle this first.    
W: What is it, sir?
M: I’m afraid I told the students to read the wrong Chapters.  
W: Really? You said it would cover up to Chapter 2.  
M: It’s actually up to Chapter 3.  
W: You should let the students know quickly. Shall I post the notice on the board in the classroom?
M: Well, I think sending text messages would be much quicker. Can you do that for me?
W: Okay, I will. I have the students’ phone numbers stored in my computer, so I can easily send text messages.
M: All right. Thank you.
[어구] cover 포함하다 text message 문자 메시지[해설] 남자는 학생들에게 시험 범위의 변경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대신 보내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11. [출제의도] 표의 내용 파악하기
M: Good morning. May I help you?  
W: Hi. this is Ms. Johnson. I’m calling to ask if I could use the Multimedia Room. 
M: When do you want to use it, Ms. Johnson?
W: I need it for the 2nd period on Monday. 
M: I’m sorry. It has already been booked.
W: Then, is it available for the 2nd period on Wednesday?
M: I’m afraid not. If you need it for the 2nd period, how about on Thursday or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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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Thursday is better.
M: Okay. I’ll list your name on the schedule.
W: Wait! I forgot I have a teachers’ meeting during the 2nd period on Thursday. 
M: Umm... I’ll change your reservation to the next day.
W: Thanks. Put me on the schedule for that day.
[어구] teacher’s meeting 교직원 회의[해설] 2교시에 예약하려 하며 목요일에는 교직원 회의가 있어서 금요일로 정해졌다.

12. [출제의도] 담화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M: Thank you for using our products. I’ll explain the warranty policy of this product briefly. Our product warranty will be valid for one year from the date of purchase. You must register with us within a month of purchase. The service is available for an extra two years for an additional charge. You can also use this service overseas. You can get the registration form on our website. For further information related to our Service Centers, contact 1-800-7648. 
[어구] warranty 보증 수리 서비스 valid 유효한 register 등록하다 extend (기간 등을) 연장하다[해설] 추가비용을 내면 2년 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3. [출제의도] 그림 상황에 맞는 대화 고르기
① W: Would you mind if I cut these trees down?
   M: It doesn’t matter to me. 
② W: That’s a really nice fishing place.    
   M: I love fishing, especially in winter. 
③ W: Be careful! Slow down. 
   M: I forgot the hills are very steep. 
④ W: You are not allowed to ski here. 
   M: I’m sorry. I didn’t know that. 
⑤ W: Are you injured?

    M: I’m okay, but it’s much more slippery than I thought.
[어구] slippery 미끄러운[해설]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진 남자에게 여자가 다치지 않았는지를 물어보는 상황이다.

14.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M: I’d like to return this coffee maker. 
W: Is there anything wrong with it? 
M: Yes. When I opened the box at home, I found that it was the wrong color.
W: I’m so sorry. Do you have the receipt?
M: Of course. Here it is.  
W: Would you like to exchange it or get a refund?
M: I want to exchange it. Can I exchange this for the one with a timer?
W: Well, that’s a little more expensive, but I can offer it to you at the same price.
M: Thank you for your offer. May I take a black one with a timer?
W: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구] receipt 영수증  in stock 재고가 있는[해설] 타이머가 달린 검정색 커피 메이커로 교환할 수 있는지를 묻는 대화이다.

15.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M: Honey, what’s for breakfast?
W: Scrambled eggs and your favorite, potato salad.
M: Great. I’ll help you make them. 
W: Will you? Then, bring me the milk from the refrigerator?   
M: Okay. It’s a piece of cake.  
W: Will you pour it into the glass?
M: Eek! It smells bad. 
W: Really? It does stink. This milk has gone bad.  
M: When did you buy it? 
W: I bought it last week. I need fresh milk for cooking scrambled eggs. 

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구] stink 고약한 냄새가 나다  grocery 식료품[해설] 남자에게 아침식사 준비를 위하여 신선한 우유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16.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M: Ms. Potter. Have you seen my friends?  
W: Where were you, Mr. Jackson? I’ve been looking for you everywhere. 
M: Why? I told you I was going shopping for souvenirs. 
W: Don’t you remember? Our group was supposed to meet here at four.  
M: Oh, my! I completely forgot.  
W: I was afraid that you were lost. 
M: I’m so sorry. It took more time than I expected to pick out some pendants for my parents. 
W: I understand. Anyway, our group already entered this museum. 
M: Really? Then, what shall I do now?
W: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구] souvenir 기념품  pendant 펜던트(장식)[해설] 일행이 박물관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를 묻는 대화이다.

17.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표현 고르기
W: Peter is an excellent student. He studies very hard and gets good mark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Peter is his volunteer work helping disabled people and senior citizens. Because of this work, he received a big scholarship. Peter believes that this money can best be used to help poor people. So, he is going to talk about this idea with his parents.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Peter most likely say to his parents?
Peter: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구] senior citizen 노인, 고령자  allowance 용돈[해설] 자신의 장학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다는 생각을 부모님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읽    기]
18. [출제의도] 설명하는 대상 파악하기
[해석]
이것은 전통적으로 천연 라텍스인 치클로 만들어지는 
제품이지만, 경제성과 품질을 이유로 이것은 치클 대
신에 인공 고무로 만들어진다. 이것의 일반적인 맛은 
민트, 계피, 그리고 그 밖의 과일 맛이며, 이들 맛은 
무가당으로 가능하다. 보통 온갖 종류의 이것은 사탕
수수나 옥수수 시럽으로 단맛을 낼 수 있다. 이것의  
애용자는 때로 불쾌한 소리를 내는데, 조용한 곳에서
는 종종 꽤 큰소리이다. 많은 학교가 학생들이 종종 
이것을 책상, 의자, 교실 바닥, 혹은 이와 비슷한 평평
한 표면에 붙이기 때문에 이것을 씹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어구] artificial 인공적인  cinnamon 계피 cane sugar 사탕수수 설탕[해설] ‘chicle, artificial rubber, chew’등의 단어를 통해 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 [출제의도] 지칭하는 대상 파악하기
[해석]
기우제 춤은 건조한 여름날과 가뭄의 시기에 미국 인디언들에 의해서 행해진 의식 춤이었다. 그것(rain dances)은 비를 기원하고 수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그것(rain dances)은 부족들마다 다양했지만 모든 경우에 남자들과 여자들에 의해 행해졌다. 특히, 어떤 부족들은 대지에서 악령들을 씻어내기 위해 그것(rain dances)을 행했다. 기우제 춤은 주로 남녀가 함께 지그재그 모양으로 행해졌다. Pacific Northwest의 부족들은 단합을 상징하는 그것(rain dances)을 출 때 북을 사용하였다. 춤을 추는 동안 부족들은 자연의 힘을 상징하는 다양한 동물 그림이나 이미지들로 장식된 그것(drums)을 쳤다. 
[어구] invoke 기원하다  cleanse 깨끗이 하다  [해설] ⑤는 drum을 가리키는 반면 나머지는 모두 rain dance를 가리키고 있다.  

20. [출제의도] 문법성 판단하기
[해석]
전자 상거래와 정보 혁명과의 관계는 철길과 산업혁명과의 관계와 같다. 철도가 거리를 정복한 반면, 전자 상거래는 거리를 없앴다. 인터넷은 기업에 하나의 활동을 다른 것과 연관시키고 실시간 자료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그것은 오늘날의 거대 기업을 세분화시키는 움직임을 강화시킨다. 그러나 전자 상거래의 최대 강점은 누가 만들든 소비자들에게 모든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처음으로 판매와 생산을 분리시켰다. 판매는 더 이상 생산이 아닌 분배와 연관되어 있다. 어떤 전자 상거래 기업도 하나의 메이커 상품을 마케팅하고 판매하도록 스스로를 국한시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어구] e-commerce 전자상거래  enterprise 기업[해설]  ① A is to B what C is to D (A와 B와의 관계는 C가 D와의 관계인 것과 같다.) ② make+목적어+목적보어(형용사) ③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④ 주격복합관계사 whoever(=no matter who) ⑤ 주어가 단수인 any e-commerce enterprise이므로 ‘itself’가 되어야 한다. 

21. [출제의도] 문법성 판단하기
[해석]
대학 편람은 대학생활을 혼란스러워하는 신입생들을 돕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것은 최신이 되도록 매년 개정된다. 무엇보다, 편람에는 대학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교육과정 목록이 들어있다. 이 교육과정은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학과목을 고를 수 있도록 알파벳순으로 정리되어있다. 그 학생을 위한 학위 계획이 짜질 수 있는 것은 또한 각 학과의 이러한 교육과정 목록으로부터이며, 이 계획은 대학 규정의 범위에 들어 있을 것이다. 

[어구]  up-to-date 최신(식)의, 최근의 course (학습)과정(課程), 교육과정, 강좌, 학과목[해설] (A)는 대학편람이 학생을 돕는 데 사용되는 것이므로 help가 적절하며. (B)는 형용사 arranged를 수식할 수 있는 부사가 와야 한다. (C) it~that...의 강조 용법이다. 
22. [출제의도]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 고르기
[해석]
당신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 때, 바로 잡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편지, 이메일, 음성메일, 전화 혹은 직접 말하기와 같은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라. ② 가능하면, 누군가와 부딪히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즉시 사과하라. ③ 더 심각한 상황에서는 “미안합니다. 당신께 그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지 말아야 했습니다.”와 같은 표현으로 유감을 나타내야 한다. ④ 만약 당신의 행동이 칭찬받을 만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겸손하게 칭찬하는 말을 받아들이라. ⑤ (사과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손상을 입은 것이 재산이든 감정이든 그 손상을 치유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어구] bump into ~와 부딪치다 complimentary 칭찬의[해설] ④는 칭찬받았을 때의 자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3.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해석]
정보전달 담화는 너무 기술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주제가 청자에게 너무 전문적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어떤 주제든지 일반화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이다. 당신의 주제가 전자 확성기에 관한 것이라고 해보자. 화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일반 청자에게 무엇이 쉽게 설명될 수 있고 무엇이 설명될 수 없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확성기작동방법을 말로 설명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그러나 청중이 오디오 기술에 대한 원리를 모르고 있는 한, 아무리 충분한 시간을 주어도 확성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과학적 설명을 해줄 수 없다. 소재가 너무 기술적이어서 일반 청자가 이해할 수 없다.
[어구] amplifier 확성기  account 설명[해설] 소재나 주제가 ‘기술적(technical)이라 함은  ‘전문적(specialized)’ 이라는 의미이다.

24.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해석]
다른 것에 우선하여 한 가지를 선택할 때, 우리는 거래를 하게 된다. 우리는 한 가지 것을 다른 하나를 얻기 위해 포기한다. 당신과 친구가 야구경기를 보러 가기로 했다. 그 결정은 당신의 티켓 가격 이상의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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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르게 된다. 경기를 보러 가는 것으로, 당신은 또한 차선의 대안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경기를 보러 가지 않았다면 했을 일이다. 예를 들면, 당신은 점프 슛 연습을 하면서 오후를 보냈을지도 모른다. 경기를 보는 기회비용은 연습할 기회를 놓친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당신이 다른 것에 우선하여 한 가지를 선택할 때마다, 차선의 선택을 포기한다. 
[어구] next best alternative 차선의 대안[해설] 하나를 택하게 되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되므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25.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해석]
산업사회는 가정에서의 생활과 직장에서의 생활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보였다. 그러나 오늘날, 늘고 있는 수많은 재택근무자들에게 있어서 그 경계는 불분명하다. 노동 전문가인 Robert Reich는 노동력의 상당한 부분은 독립적인 계약자, 자유계약자, 그리고 A 회사에서 일하면서 실제로는 B회사의 고용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다. Reich는 “몇 년 후에는 회사는  누가 어떤 정보에 접속하는가와 누가 어떤 기간에 걸쳐 수익의 어느 정도를 가져가느냐는 것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정의될 것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고용인’이란 것이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확실히 노동 환경에서의 혁명은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어구] revenue 수익, 소득  contractor 계약자[해설] 오늘날 직장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거나 없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26.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해석]
어떤 상황을 해석해보려는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본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차분하고 태연하면, 그도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격하게 반응을 하면, 그는 자극을 받기 쉽다. 그러나 때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치과의 대기실에서 환자들의 태연한 척하는 행동은 그들의 내적 불안을 잘 보여주지 않는다. 공공연히 ‘침착함을 잃는’ 것은 당황스러운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게 되면 잠재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 덜 걱정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군중은 일이 긴박한 것이 아니라고 암시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가만히 있을 것을 강요할 수 있다. 그러한 군중 안에 있는 어떤 개인이라도 사안이 심각한 것처럼 행동하면 바보처럼 보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두려워한다. 
[어구] interpret 해석하다, 해석하다 studied nonchalance 의도적으로 태연해 하는 것  potentially 잠재적으로 [해설]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 때로는 실제 상황과는 오히려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는 내용이다.

27.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해석]
어떤 연구에서, 두 집단으로 나누어진 46명의 활동적이지 않은 여성들에게 건강 검사를 하였다. 그들이  실제로 검사를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관계없이 한 집단의 구성원들은 그들이 검사에서 다섯 개의 건강 등급 중에서 최고의 등급을 받았다고 들은 반면, 또 다른 구성원들은 그들의 성적이 나쁘다고 들었다. 그러고는 모든 여성들에게 페달 밟기 운동을 하도록 했다. 건강 검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들었던 사람들은 건강 검사에서 형편없게 했다고 믿었던 사람들보다 덜 피로했다고 보고했다. 비록 연구는 소규모였지만, 그것의 교훈은 중요하다. 만약 당신이 건강 잠재력을 믿는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려 할 것이다.
[어구] fitness test 건강 검사  fatigue 피로 stationary bike 폐달 밟기 운동기[해설] 실제와는 달리, 자신이 믿고 있는 ‘기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28. [출제의도] 적절한 어휘 추론하기
[해석]
우리는 보통 가슴 속의 끊임없는 규칙적인 소리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잠들기 직전과 같은 조용한 순간에 심장이 박동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갑작스럽게 이런 소리를 인식하게 되면 괴로울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의 항상 두렵고 걱정스러운 순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오래 전에, 흥미롭게도, 고대인들은 열정과 모든 감정은 가슴 속에 머문다고 믿었다. 그러나 서기 1세기에 Galen은 심장에 관한 신화로부터 로맨스를 떼어내었고, 해부학적 근거로, 심장은 단지 신경과 근육으로 가는 혈액 속의 

자양분을 배양시켜 주는 자연적인 기관이라고 공표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심장의 기계적인 기능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매일 감정에 대한 기관으로서 심장을 체험한다.
[어구] distress 괴롭히다  reside 존재하다  declare  선언하다  nourishment 음식물, 영양분 [해설] (A) 괴로울(distressing) 수 있다. (B) 신체기관임을 밝혔다(declared) (C) 심장이 지닌 기계적인(mechanical) 기능

29. [출제의도] 글의 분위기 추론하기
[해석]
 도시로부터 8마일 떨어진 곳에 길이 하나 있고, 나는 가끔 골프를 치러 가는 길에 그 길을 걸었다. 그 길은 Acacia Road라고 불리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길처럼 예쁜 이름이다. Acacia Road에도 비는 오겠지만, 내가 그곳에 있을 때 비가 온 적은 없다. 분홍색 산사나무가 있는 Leo Lodge와 두 그루의 깨끗한 라임나무와 함께 있는 삼나무에 햇빛이 비치고, Holly House의 담쟁이 위에는 그늘이 진다. 그리고 그 길에는 온통 기분 좋은 오후의 평화가 있다. 햇빛이 비칠 때, 그 길을 걸어가면 인생이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느낀다. 분홍색 산사나무가 있는 Leo Lodge에 사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때때로 교외에 있는 집이야 말로 결국 진정한 집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구] may 산사나무  Cedar 삼나무  jolly 유쾌한  suburban 교외의[해설] Acacia Road 근처의 경치를 묘사하는 글로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30. [출제의도] 적절하지 않은 어휘 고르기
[해석]
누구나 소리를 듣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소리의 파장을 볼 기회가 있다. 주석 깡통의 양쪽 끝을 제거해라. 그 다음, 풍선 조각을 잘라 깡통의 한 쪽 끝에 맞게 펴라. 고무 밴드로 풍선과 깡통 주위를 여러 번 묶어서 제자리에 고정시켜라. 접착제 한 방울을 사용해서 약 1/2인치 크기의 사각형 거울 조각을 풍선에 고정시켜라.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거울을 피해 가도록(→거울에 부딪히도록) 위치해서 그림자가 벽에 나타날 때까지 깡통을 움직여라. 여러 가지의 소리를 내면서, 뚫려있는 깡통의 한 쪽 끝에 직접 대고 소리를 질러라. 깡통에 붙어있는 고무가 떨리면서 거울도 떨린다. 그것이 바로 벽에 비친 반사체를 흔들리게 만든다. 
[어구] tin 주석 glue 접착제 vibrate 떨다, 진동하다 [해설] ③ 빛이 거울을 피해가는(miss) 것이 아니라, 거울에 ‘부딪히고(hits)’ 있다.

31. [출제의도] 연결사 찾기
[해석]
우리는 종종 설득을 화자가 청자에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은, 설득이란 화자가 청자와 함께 하는 것이다. 청자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듣지도 않고, 화자가 말하는 모든 것들에 빠져들지도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들으면서 화자의 신뢰성, 어투, 입증소재, 언어, 논거, 그리고 정서적 호소를 평가한다. 이런 정신적인 교류는 청중이 주제에 깊이 관련되어 있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믿을 때 특히 활발하다. 그러므로 당신의 설득력 있는 연설을 청중들과 함께 하는 일종의 정신적 대화라고 생각해야 한다. 
[어구] persuasion 설득  soak 빠져들다 [해설] 설득은 청중이 화자의 말을 들을 때 서로간의 교류가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내용이다. (A)에는 앞뒤 문장의 내용이 대조적이기에 ‘Instead’, (B)에는 결론을 이끄는 ‘Therefore’가 적절하다.

32. [출제의도] 주제 찾기
[해석]
우리의 바쁜 일정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힘들어서, 많은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식사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과학자들은 그러한 식사에 대한 흥미로운 이득을 알아냈다. 그에 따르면, 매주 평균 5회에서 7회 정도 가족구성원과 함께 식사를 하면 십대는 버릇없어지는 일이 드물고 섭식장애를 덜 겪는다. 가족식사는 또한 자녀의 언어발달에도 이롭다. 한 가지 더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야채는 틀림없이 그들의 건강을 위해 중요하고, 아이는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 더 많이 섭취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아마 일정이 바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식사는 분명 충분한 가치가 있는 시간이다.

[어구] have trouble~ing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eating disorder (거식증·과식증 등의) 섭식 장애[해설] 가족식사의 중요성에 대해 서술한 글이다.
33. [출제의도] 주제 찾기
[해석]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강한 인도주의적 충동에서 의료 분야의 직업을 선택한다. 보통 과학이 임상치료의 성공에 이르는 명백한 길을 제공해주고 있음에도, 그들은 기초 과학의 중요성을 종종 간과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가장 완벽하고 균형 잡힌 훈련경험을 습득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지나치게 임상적인 그리고 실제의 경험 쪽으로 마음이 쏠려 있어서 유능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 과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과학적 지식을 습득해야 할 중요한 기능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의료보건 관련 직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기초 과학이 의료보건 체계의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임을 알아야 한다. 
[어구] humanitarian 인도주의적인  gateway (성공에 이르는)길, 수단, 통로  well-rounded 균형 잡힌 [해설]보건의료 관련 직업에 있어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관한 언급한 내용이다.

34. [출제의도] 주장 파악하기
[해석]
새로운 씨앗 제품에 대한 연구를 금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특히 과학자들이 공익을 위해 씨앗 제품을 연구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나를 슬프게 한다. 아는 바와 같이, 과학자는 씨앗 제품에 대하여 검사하고 분석할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연구 활동을 못하게 된다면, 국민의 건강에 위험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씨앗 제품이 나라 전역에 퍼질 수 있다. 나는 그런 결과물이 지적 재산권에 의해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또한 식품 안전과 환경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나는 씨앗 제품에 대한 연구 제한이 즉각적으로 철폐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구] qualify 자격을 주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 재산권  priority 우선[해설] 공익을 위하여 씨앗 상품의 연구에 관한 규제의 철폐를 주장하는 글이다.

35. [출제의도] 도표 이해하기
[해석]
위의 차트는 2050년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와 다른 6개국의 경제 규모를 보여준다. ①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를 갖게 될 것이다. ②미국은 중국에 따라잡혀 더 이상 가장 강력한 경제 선두 주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③인도의 경제 규모는 일본 경제 규모의 세 배 이상이 될 것이다. ④브라질과 러시아의 경제는 5조 달러 이상으로 각각의 경제는 일본의 경제 규모를 능가하게 될 것이다. ⑤ BRICs 경제의 총규모는 나머지 6개 국가의 경제 규모의 합보다 커질 것이다. 
[어구] economic volumes 경제 규모  surpass 능가하다[해설] 표를 보면, 브라질과 러시아의 경제규모는 5조 달러를 초과하나 일본을 능가하지는 않는다. 

36. [출제의도] 내용과 일치하는 것 고르기
[해석]
거대한 신종 야자수인 Tahina 야자수는 Madagascar 북서쪽에 있는 작은 지역에서만 발견된다. 개체수가 백 개도 되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야자수 종의 하나이다. 그 식물은 자신의 꽃을 피우고 죽는다는 것으로 유명한데, 수많은 꽃으로 극적인 최후의 개화를 하는 것이다. Tahina 야자수는 Madagascar에 있는 170 가지의 다른 야자수와는 관련이 없으며, Arabia 반도, 태국, 중국에 각각 하나씩 존재하는 3개의 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 종에 대한 발표 후, 씨앗이 보존을 위하여 야자수 재배 단체에 배포되었다. Tahina 야자수는 장식용으로 가치를 높이 인정받게 되었으며, 식물 재배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배될 것이다. 
[어구] species 종(種) notable 유명한 ornament 장식[해설] Tahina palm은 장식용으로의 가치를 높이 인정받았다.

37. [출제의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고르기
[해석]
tarsier는 매우 독특한 작은 동물로, 성인 남자의 손 크기만 하다. 그것은 큰 눈을 가지고 있는데, 각 안구의 크기는 그의 뇌 전체 크기만 하다. tarsier 종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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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의 습성을 갖고 있지만, 일부 개체들은 다소 주간에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주요 먹이는 곤충이며, 뛰어서 곤충을 잡는다. 그러나 그것들은 또한 새, 뱀, 도마뱀, 박쥐 등과 같은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그것들을 잡아서 박제로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파는 관행이 중단되었지만, 그 종은 자연림 서식지의 파괴에 의해서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tarsier는 멸종 목록에 곧 올라가게 될 수 있다. 
[어구] peculiar 독특한 nocturnal 야행성의 extinct 멸종의[해설] tarsier는 야행성 동물로서 곤충과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다.

38. [출제의도] 요지 파악하기
[해석]
좋은 농담을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좋은 농담을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 같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우스운 이야기를 말해준다면, 그것은 결코 발생하지 않은 꾸며낸 농담보다 나에게 훨씬 더 많은 웃음을 준다. 거기에 좋은 농담을 말하는 것에 대한 나의 지론이 있다. 훌륭한 농담을 하는 사람은 그들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이용하여 어떻게든지 해서 그것을 그들 자신의 농담에 짜 넣는다. 이것은 친구, 가족 구성원 또는 심지어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당신의 농담을 말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어구] make-up 꾸며낸, 지어낸 somehow 어떻게든지 해서, 그럭저럭 incorporate 통합[합동]시키다[해설] 농담을 할 때, 주변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을 소재로 할 때 재미있다는 것이 요지이다. 

39. [출제의도] 요지 파악하기
[해석]
우리들 대부분은 이런 저런 것을 원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를 유지한다. “나는 인생이 달랐으면 좋겠어.”라는 덫에 빠진 자신을 볼 때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당신의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라. 봉급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에 기뻐하라. 하와이로 휴가를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대신에 집 주변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라.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춰라. 그렇게 하면, 당신의 인생은 전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아마도 당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당신은 만족을 느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될 것이다.  
[어구] reconsider 다시 생각하다 grateful 고마워하는[해설]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다. 

40. [출제의도] 문장이 들어갈 위치 파악하기
[해석]
경쟁에는 반대되는 양편의 행위를 제어하는 일련의 규칙이 수반된다. 그것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한 형태―똑같은 특별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사람들의 상호간 대립된 노력-이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속임수나 완력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두 경쟁 대학 축구팀이 시합을 할 때, 각 팀은 똑같은 목표―다른 팀보다 더 많은 점수를 얻는 것-를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러나 점수는 오직 제한된 몇 가지의 정당한 방식으로만 얻어질 수 있고, 경기는 일련의 정교한 규칙에 의해서 제어된다. 게다가, 프로 선수와 불필요한 거친 행동을 이용하는 것은 모두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모든 경쟁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제한 경쟁”은 불가능하다.  
[어구] mutually 서로  unrestricted 무제한의  by definition 정의에 의하면, 당연히  [해설] 모든 경쟁은 규칙을 동반한다는 글로서, 제시된 문장은 예시로 언급된 축구경기 내용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제목 찾기
[해석]
Visual Regression이란 당신이 이미 읽은 단어나 어구들을 계속해서 되돌아가서 읽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그... 그 개는.... 그 개는 먹었다.... 그 개는 뼈를 먹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당신의 독서 속도를 대가로 치르면서 행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독서하는 동안 손짓을 사용하여 빨리 극복될 수 있다. 손짓을 사용하는 것은 당신의 눈이 글을 더 잘 보도록 함으로써 독서의 속도를 빨리 증가시켜 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독서 속도를 늦추는 몇 가지 습관을 극복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손가락을 줄의 시작 부분에 놓고, 오른쪽 끝 부분으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독서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간단한 조치를 취해 보라.
[어구] margin 가장자리, 끝[해설] 손가락을 이용하여 Visual Regression을 극복하고 읽기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글이다.

42. [출제의도] 제목 찾기
[해석]
과학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례는 형식적이고 복잡하다. 만약 새로운 발견이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엄격한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발견이 공표되고 받아들여지기 전에 인정된 절차에 따라 실험이 반복되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는 그 발견은 거의 매번 공식적인 과학 논문이나 학술지 기사를 통하여 전달된다. 매우 중요한 새로운 발견은 모든 과학자들에게 보편적인 관심사인 Science나 Nature와 같은 학술지에 등장한다. 어떤 경우라도, 학술지 편집자나 두 세 명의 익명의 논문 심사자의 정밀한 감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출판되지 않는다. 이것은 형식과학의 광범위한 안전장치 중의 하나이다.  
[어구] convention 관례  criteria 기준  verify 증명하다  anonymous 익명의  formal science 형식과학 [해설] 형식과학에서 새로운 발견이 인정받기 위한 엄격한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43. [출제의도] 순서 파악하기
[해석]
진공청소기가 대중화되기 전에 작은 양탄자는 흔히 줄에 걸어 양탄자를 터는 도구를 이용해서 청소했다. 이 기법은 카펫을 침으로써 발생하는 진동이 먼지와 오물의 대부분을 제거했다는 사실에 근거했다. (C) 똑같은 원리가 오늘날 초음파 세탁에 사용된다. 세탁되어야 할 물품이 초음파실이라 불리는 세탁 용기 안에 놓인다. (A) 또한 이 (초음파)실에는 초음파 전도체와 적합한 용매가 들어있다. 이것은 물이 아니고 세탁소에서 사용되는 세탁 용액과 유사한 액체이다. 그 초음파 전도체는 그 액체 안에서 진동을 일으킨다. (B) 이 진동은 세탁되고 있는 물품으로 전해진다. 그 세탁물이 진동하기 시작하면 먼지와 다른 원치 않는 물체들이 떨어져 나간다. 그러므로 초음파 전도체는 양탄자를 터는 도구와 똑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다.
[어구] ultrasonic transmitter 초음파 전도체  vessel 용기, 그릇  chamber 방[해설] 초음파 청소기의 청소 원리를 소개하는 내용으로서, (C)-(A)-(B)의 순서이다.  

44. [출제의도] 목적 추론하기
[해석]
본사는 귀하의 업무수행 능력을 증진시켜주는 대학 과정에 대한 비용을 기쁜 마음으로 돌려드릴 것입니다. 교육과정에 등록하기 전에, 귀하는 먼저 직속 상사의 승인을 받으신 다음, 인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과정을 마친 후에는, 그 과정의 내용과 귀하의 직무 관련성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그 다음, 지급 요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 요청서에 수업료 영수증, 보고서, 성적 사본을 붙여서 즉시 상사에게 제출하십시오. 귀하의 상사가 요청서를 승인하면,  2주 이내에 수표를 받으실 것입니다. 
[어구] enhance 향상시키다  Human Resources (기업의)인사부 relevance 관련[해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청구방법을 안내하는 글이다.

45. [출제의도] 요약문 완성하기
[해석]
교사와 학생 모두 언어수업 시간에 문법적인 실수에 대해 크게 걱정해서는 안된다. 만약 학생이 ‘You want collect our books?’ 라고 질문한다면 그는 교사에게 오류를 수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선적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그는 칭찬을 받아야 한다. ‘좋아, 잘했구나. 그래. 나는 너희들 책을 걷고 싶단다. 모든 학생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질문을 다시 해봐.-들어봐. “Do you want to collect our books?” 이제 네가 물어보렴. 잘했어.’ 이런 방식으로, 질문 형태는 수정되었지만, 그 학생은 자신의 의사를 남에게 이해시킨 것에 대한 충분한 칭찬을 받았다. 이 방식은 학생의 동기를 높일 것이며, 그들은 이제 재시도하려는 열의를 갖고서 실수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학생의 문법상의 실수는 학생이 먼저 칭찬을 받고 다시 하도록 격려되는 방식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그렇게 해서, 학생들은 자신감을 갖고 실수에 대한 걱정을 덜하게 된다.
[어구] motivation 동기[해설]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다. 

46-48. [출제의도] 장문 독해 
[해석]
(A) 40살의 편집자 Rosalyn Bettiford는 Manhattan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의 Connecticut주의 Washington에 있는 주말 별장에 도착했다. 그해 7월은 이미 쌀쌀해졌다. 10대인 아들은 자기 침실에서 자고 있었다. 거실은 어두웠다. 눈이 어둠에 적응되어 볼 수 있게 되자, 큰 미닫이 유리창 하나가 활짝 열려있는 것을 알았다.
(B) 그녀가 손잡이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런데 무거운 창문이 갑자기 창틀 밖으로 떨어져나가면서,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12피트 아래의 테라스로 추락했다. 그 추락으로 Rosalyn의 두 팔이 부러졌으며, 모든 발가락이 으스러졌다. 그녀의 놀란 아들이 그녀가 신음하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지역 소방서에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다.
(D) 단 몇 분 뒤에 도착한 젊은이들은 신속하게 그녀의 팔에 부목을 대고 미친 듯이 시골길을 달려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그녀를 데려갔다. 그들은 그녀의 생명을 구하고 의사들이 그녀 곁에 왔을 때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날, 그들이 그녀의 상태를 보기 위해 병원에 있는 그녀의 침상에 나타났다. 그들은 그 지역 소방대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들이었다. 
(C) 그들은 그 일에 대한 강요를 받지 않고서 곤경에 처한 이웃을 위해 일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전 세계에 있다. 그들은 태풍이나 홍수 후에 구호를 제공하거나,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을 돕는데, 자신의 시간, 기술, 그리고 위험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소중한 봉사를 한다. 그들의 활동은 모든 국가의 공동의 번영 체계의 숨겨진 반―주로 장부에 기장되지 않은 부분―인 것이다.
[어구] weekend house 주말 별장 relief 구조, 구원

46.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해설] (C) 글의 내용으로 보아 보수를 받지 않고 구조 활동을 하는 지역 소방대의 자원봉사자(volunteers)이다. 

47. [출제의도] 순서 추론하기 
[해설] 글의 내용과 시간 순서에 따라 (B), (D), (C)가 오는 것이 맞다. 

48. [출제의도] 내용과 일치하는 것 고르기
[해설] Rosalyn의 아들은 그녀를 발견하자마자, 즉시 지역소방서에 구조신청을 했다.

49~50. [출제의도] 장문 독해
[해석]
당신은 일 년간 아파트를 임대해 왔는데, 집주인 아주머니는 당신에게 그녀는 임대료를 한 달에 500달러 인상하겠다고 말한다. 어느 날, 당신은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임차인인 Tina를 복도에서 만나게 된다. 당신은 그녀에게 집주인 아주머니와의 문제에 대해 말해준다. Tina는 당신에게 조언을 해준다. 며칠 후에, Tina로부터 당신의 상황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는 다른 임차인인 Frank를 만나게 된다. Frank는 당신에게, “이봐, 이건 내 일은 아니지만, 내가 너라면 나는 집 문제에 관해서 Tina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녀는 지난번 아파트에서 쫓겨났거든.” 이라고 말한다. 
사실, Tina가 그녀의 지난번 아파트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Frank가 하는 말은 상당히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것은 Frank는 Tina의 조언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대신, 그는 그녀의 조언을 단지 감정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사실, 그녀는 매우 심각한 집 문제를 겪었으므로,  주택 전문가로 여겨질 수도 있다. 당신이 그녀를 좋아하는지 안하는 지는 그녀가 좋은 충고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충고의 신뢰성은 당신의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게 근거해야 한다.

[어구] landlady 여자주인  evict 쫓아내다
49. [출제의도] 지칭과 관련 없는 것 찾기

[해설] (a)는 집주인 여자를 의미하고, (b)~(e)는 Tina를 의미한다.
50. [출제의도] 요지 파악하기

[해설] 상대방의 조언을 개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판단하면 안된다는 것이 요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