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년 월 고 영남권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2011 12 2

7

외국어영어 영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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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듣기[ ]

출제의도 그림 정보 파악하기1. [ ]
M: Emma, are you done with the first draft of
the front page for the school newspaper?

W: Almost, but I need your help with the layout.
M: Sure. Let me see it.
W: I chose a picture of students having fun
during the school festival, and put it in the
top center.

M: As we did last year? That may work. But, on
second thought, one might not be enough.
How about adding one more?

W: Sounds good. Where do you want to put it?
M: I think two pictures right next to each other
would look nice.

W: I agree. One more thing, do you think
drawing a line around the page is necessary?

M: Hmm... No, not really. Let's keep it simple.
W: Alright. That's what I was thinking, too.
M: Can you apply those changes and have a
second draft done by next Monday?

W: Sure. No problem.
어구 배열[ ] layout
출제 의도 심정 추론하기2. [ ]
M: Are you practicing a magic trick for the
school festival?

W: Yes, the show is next week.
M: Is it going well?
W: No, not really. I've been practicing with these
cards all week, but they still slip through my
fingers.

M: Don't worry. You'll get better.
W: Every time I think of myself on stage, I'm
afraid I'll make mistakes.

M: Why don't you just imagine the spectators are
your friends, like me?

W: I'm not sure if that will work for me.
M: Okay. Imagine that you are on the stage now.
Show me your trick.

W: Alright, I'll try.
M: Take a deep breath, and just go for it.
W: (Pause) Oh no! I dropped the cards again.
어구 손가락 사이로 미[ ] slip through one's fingers
끄러지다 관중spectator
출제 의도 담화의 주제 파악하기3. [ ]

W: How powerful do you think your thoughts are?

Once your thoughts are born, they tend to grow.
Let me tell you a story. There was a man who
worked with a refrigerated truck. While working,
it happened that he got stuck in the freezer. He
desperately cried out for help but nobody came
because it was late at night. The next morning, he
was found dead. But the truth was the freezer
was out of order, so there was enough oxygen
and the temperature wasn't so low as to threaten
his life. His assumption that he would die was, in
fact, the reason for his death. As you've heard,
negative thoughts are like seeds, which eventually
cause negative results.
어구 냉동 트럭 냉동[ ] a refrigerated truck freezer
기
출제의도 특정 정보 파악하기4. [ ]
W: What are you looking at in the catalog? Are
those laptop computers or something?

M: Actually, they are electronic readers.
W: What are electronic readers?
M: They are like 'portable libraries.'
W: What do you mean by that?
M: You can download thousands of books onto
these devices.

W: You mean that we don't need to carry around
heavy books anymore?

M: Exactly. On top of that, they are as light as
cell phones.

W: That's incredible.
M: Besides, you can save any parts of the books
you like and share them with your friends
through social networking sites.

W: Sounds terrific! So you are going to place an
order for one?

M: No, I'm going to call my friend who bought
one last month before I make a final
decision.

W: Good idea!
어구 전자책 리더기[ ] electronic readers portable
휴대용의
출제의도 특정 정보 파악하기5. [ ]
M: Good afternoon. How may I help you?
W: I'd like to buy some shampoo.
M: We have a variety of shampoos in this
section. Have a look.

W: There are many kinds. Can you recommend
one for me?

M: Sure. Let me show you the two most popular
products. This one is regular and the other is
organic. They cost $15 and $30 respectively.

W: Hmm... Why is the organic one so expensive?
M: It makes your hair healthier and stronger.
Plus, if you buy two or more, we'll take
20% off the price of the organic shampoo.

W: Oh, really? Give me two, then.
M: Good choice. Do you need anything else?
W: I need a lotion.
M: We have two kinds; one for dry skin, and one
for sensitive skin. They cost the same $8.

W: I'll take one for dry skin.
M: Okay. Come this way, please.
어구 유기농의 민감성의[ ] organic sensitive
출제의도 담화의 목적 파악하기6. [ ]

M: Hello, students. This is school president,
Michael Griffin. Our annual fund raising party is
coming up next month. This year there will be

many enjoyable activities like the Dancing Queen
Contest, the Ring Toss, the Giant Dice Roll, and
so on. All activities will be held in booths. So, if
your club is going to hold a bazaar, or sell
something to eat, you will definitely need a booth.
This year, 24 booths are available and the site of
your booth will be decided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How can you apply for the
booths? Visit our school's homepage, and you will
find the application form in the EVENTS section.
Fill out and email the form to us. Club members,
you'd better hurry!
어구 해마다의[ ] annual
출제의도 특정 정보 파악하기7. [ ]
M: What are you writing, Jane?
W: I'm writing a birthday card for my roommate,
Yumi.

M: Are you going to throw a party for her?
W: Yes. Amy and I will throw her a surprise
party tomorrow in our room.

M: That sounds interesting. How are you going
to prepare for the party?

W: We will decorate the room with colorful
balloons and dress up as clowns before she
gets home.

M: That will be fun! Do you have clown
costumes?

W: Yes. I bought them for a Halloween party
last year.

M: How about music? Without music, the party
will be boring.

W: You're right. Any suggestions on what music
to play?

M: I have a list of party songs. Do you want to
take a look at it?

W: Sure! That would be great. Will you send it
to me by email?

M: No problem.
어구 장식하다 옷을 차려 입다[ ] decorate dress up .
출제의도 대화 장소 추론하기8. [ ]
W: I feel like I'm in a dream, Steve.
M: You've wanted to come here for many years.
W: Yeah. Hey, look over there! Isn't it so
fascinating that everyone here can see the
stars in the night sky?

M: Yes, it is! We can also breathe in this fresh
air with the people on the stage.

W: Exactly. By the way, what's the time?
M: Only five minutes to go.
W: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hearing the
actors' voices this close from the stage.

M: Me, too. This structure was specially
designed for delivering voices on the stage
directly to the audience without microphones.

W: Ah... I think I'd better turn off my mobile
phone. It's about to start.

M: I hope it doesn't rain until the show is over.
어구 구조물[ ] structure
출제의도 화자의 관계 추론하기9. [ ]
W: Nice to meet you, Mr. Angelo. First,
congratulations!

M: Thank you very much.
W: I heard the news that you won a prize for
"the best burger in the United States." How
come you made a Bibimbap Burger in New
York?

M: Two years ago, I visited Korea and I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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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ired by Korean dishes, especially
bibimbap.

W: Ah... That's why you connected burgers with
Korean food.

M: That's right. Actually, it was not that easy. It
took about a year to make the burger as it
is now.

W: What are the ingredients in this special
burger?

M: There is a seasoned beef patty, pickled
carrots, a slow-cooked egg, and a sauce
made from red peppers between two buns.

W: You're making my mouth water.
M: If you visit my restaurant some time later, I
will treat you to a burger.

W: Thank you. I hope more people will enjoy
your burgers. Any last comments for our
viewers?

어구 양념된 쇠고기 패티[ ] a seasoned beef patty
저온 요리된 계란 프라이a slow cooked egg–

출제의도 특정 정보 파악하기10. [ ]
W: Ray, what are you looking at?
M: I'm checking the receipt for what we bought
in the supermarket this morning.

W: Is there anything wrong?
M: Hmm... Do you remember how many packs of
toothbrushes we bought?

W: I believe it was two.
M: I think so, too. But the receipt says three.
W: That's weird. As far as I remember, we
bought two packs. Can you double-check the
shopping bag?

M: Okay. (Groping for one more pack of
toothbrushes)

W: Are there possibly three in there?
M: No, only two.
W: Then, the cashier must have made a mistake.
How about making a phone call to the
supermarket?

M: I think I should go talk to the cashier face to
face with the receipt in hand.

W: Alright.
어구 이상한 다시 한 번 확[ ] weird , double-check
인하다.
출제의도 표의 내용 파악하기11. [ ]

W: Hey, Greg. Mom and Dad’s wedding
anniversary is next week. Have you found a
good restaurant for them?

M: I just found this blog. Take a look at this.
W: Best restaurants for couples? That's
wonderful. We can choose one among them.

M: Let's see. Grill House? Oh, I know this place.
I heard they serve the best steak in town.

W: But... Seventy to a hundred dollars? That's
beyond our budget. We can't afford it.

M: Yeah. We need to buy some gifts for them,
too. So we've got to cross these two out.

W: And you know Mom doesn't enjoy seafood
that much.

M: You're right. By the way, Dad doesn't like to
be in crowded places downtown.

W: That's true. He likes quieter places in the
suburbs. Plus, they especially love to see
changes of scenery while driving.

M: Yes. We have only one option, then.
W: Okay, I'll reserve a table for them before it's
too late.

어구 결혼기념일[ ] wedding anniversary , beyond

예산을 넘어서는 교외one's budget , suburbs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12. [ ]

W: Welcome to the Modern Art Exhibition. I am
Jessica Johanson, museum staff member. Before
you move into the museum, I want to tell you
about our audio guides. For your convenience, the
museum provides audio guides. This device, which
I am holding, will give you detailed explanations
about the artworks on exhibit. There are three
languages available - English, French, and
Spanish. Its total length is two and a half hours.
To listen to an explanation, just type in the
number of each artwork and press the Play button.
The numbers are next to each piece of artwork.
But not all the artworks have explanations. We
charge 2 dollars per audio guide. Also, you must
leave an identification card in order to use one of
these devices. If you want to use one, please go
to the information desk. I hope you'll enjoy the
exhibition.
어구 작품 신분증[ ] artwork , an identification card
출제의도 대화의 상황 파악하기13. [ ]
M: We need to get off at the next stop to①
transfer.

W: Don't forget your bag and book.
M: Ma’am, for your safety, would you please②
take a step back?

W: Oh, sorry. I was not paying attention.
M: How much is this model train?③
W: That's just for display. It's not for sale.
M: Can I help you, ma’am?④
W: My subway pass is not working.
M: Hurry! The door is about to close.⑤
W: We are already late. Let’s just wait for
the next train.

어구 한 발 물러서다[ ] take a step back . for
진열용의display

출제의도 대화의 적절한 응답 고르기14. [ ]
W: Ouch... My back hurts again.
M: That's probably because you've been sitting
at your desk for such a long time. Why don't
you do a short exercise to relieve the pain?

W: But I don't have time for that! That's the
problem.

M: It will only take a little bit of your time.
Come on, I will teach you a simple exercise.

W: What is it?
M: Ten minutes of walking with a correct
posture.

W: What is the correct posture, then?
M: Just walk for ten minutes holding your hands
on your back so that you can stretch out
your shoulders.

W: The point is to keep my posture straight,
right? How does it work?

M: They say walking in that way will help blood
circulation and reduce the pain. It worked for
me.

W: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구 경감하다 자세[ ] relieve . posture , blood

혈액 순환circulation
출제의도 대화의 적절한 응답 고르기15. [ ]

W: Hey, Minho. Do you have a minute?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M: What's up?

W: I've decided to participate in the English
speech contest.

M: Finally you are going for it!
W: Yeah... I really want to do well. You won the
prize last year, didn't you?

M: I did. It was quite an experience. By the
way, what's your progress?

W: I've finished memorizing my script. But when
I practice it, I feel something is not right.

M: I know how you feel. Is it because your
speech does not sound natural?

W: That's right. How did you know that?
M: I had the same problem last year.
W: But your speech was excellent. How did you
solve the problem?

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구 진도[ ] progress
출제의도 대화의 적절한 응답 고르기16. [ ]

W: Tom, are you still looking at that computer
screen? Just go shopping at the mall this
weekend.

M: Mom, I don't want to spend my weekend at a
crowded shopping center. Besides, the prices
online are much lower.

W: It's already past midnight. Time to go to
bed!

M: Mom, I've just found a good one.
W: Well, how can you know if it looks good on
you without trying it on?

M: I just know it.
W: Don't you remember that you returned the
shirt you ordered online last time?

M: Well...
W: At that time, you had to pay shipping charges
for returning it, right?

M: Umm... I hate to say it, but yes.
W: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구 택배비[ ] shipping charges
출제의도 담화의 상황에 맞는 표현 추론하기17. [ ]

W: Kevin is a good boy but has one problem.
The problem is that he is messy with his
belongings. His room is always untidy and
things are not in order. Every time he tries
to find something in his room, it takes a long
time or forever. Even though his mother
wants to tell him to keep his room clean,
she has waited for the right time to talk
about it. One day, Kevin wants to play
baseball, and looks for his glove in every
possible place in his room. Not surprisingly,
he can't find it. So, he asks his mother if
she has seen it. Both have to spend some
time until they find it. She thinks it is the
perfect chance to let him know why he
needs to arrange his things.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Kevin's mother most likely say
to Kevin?

Kevin's moth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구 깔끔하지 않은 정리하다[ ] untidy , arrange

읽기[ ]

출제의도 글의 목적 추론하기18.〔 〕
해석 회원 여러분께[ ]
여러분이 우리 볼링동호회에 공헌한 점에Unicorn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 우승을 했던 그날 저녁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떨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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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서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
다 좋은 일들 속에는 나쁜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
지난 년 동안 우리 동호회를 많이 후원해주셨던3

씨가 회사의 재정적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Robert
동호회를 후원해주실 수 없습니다 그분이 이제까지.
우리 동호회에 보내주셨던 모든 호의에 대한 답례로
월 일에 우리의 감사함을 그분께 전달할 수 있12 23

는 방법을 논의하고자 특별 모임을 제안합니다 모든.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어구 일깨우다[ ] pump up
해설 해석 참고[ ] [ ]
출제의도 지칭 추론하기19.〔 〕
해석 는 언제나 낯선 이들의 호의에 감동을[ ] Jeffery
받는다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 어. .
제 아침 그는 차가운 빗속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프 마라톤에 참가하 다 지점쯤에서 그. 14km
는 무릎에 쌓여 왔던 고통을 없애고자 걷기 시작했
다 와 함께 옆에서 달리던 한 남자가 다가와. Jeffery
서 부드러운 미소로 격려를 해주며 이렇게 말했다.
힘내세요 할 수 있어요 그가 말했던 몇 마디 말들“ , !”
에 는 기운이 솟아났고 그것이 그를 다시 달Jeffery ,
리게 하 다 이런 친절한 말들에 기운이 나서 그는. ,
마지막 남은 몇 를 걷고 있던 또 다른 이에게 그km
말들을 전해 주었다 그들은 모두 함께 결승선을 통.
과했다 다른 사람을 믿었던 한 낯선 이 덕분에 그는.
그 유쾌한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었다.
어구 축적하다 쌓이다[ ] accumulate , . 사기를boost
높이다 유쾌한. exhilarating
해설 해석 참고[ ] [ ]
출제의도 어법에 맞는 표현 고르기20.〔 〕
해석 의 식당 체인점에서 열량을[ ] New York City
표시하게 하는 최초의 법률에 대한 한 연구는 무슨
음식을 주문할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사람들의 위가
그들의 뇌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암시
한다 몇몇 교수들에 의한 이 연구는 높은 비만율을.
보이는 가난한 지역에 위치한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고객들을 추적 연구하 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략. ,
절반에 가까운 고객들이 열량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나중에 연구자들이 수증을 확인했을 때 실제로는,
열량 표시 법률이 발효되기 전까지 일반적인 고객들
이 주문했던 것보다 열량이 다소 더 높은 음식을 주
문했다 공중 보건 전문가들은 이 결과물들이 행동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어구 추적하다 비만 표시하다[ ] track . obesity , label
해설 에서 주어가 이므로 를[ ] (A) study suggests ,
에서는 관계부사가 들어가야 하므로(B) where, (C)

에서는 를 받은 대동사를 이므로 가had ordered had
정답임.
출제의도 어법상 틀린 표현 고르기21.〔 〕
해석 스마트폰과 태블릿 의 출현은 몇 가지 변[ ] PC
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보.
를 교환하는 기존의 교환 방식들을 대체한다 코. QR
드는― 의 약어 흰색 바탕위에 네모Quick Response ,
난 형태 속에 배열된 검정색 모듈로 구성 새로운-
변화들 중 하나이며 삼차원 정보를 암호화 할 수 있
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수많은 회사들이 제.
품을 홍보하고 특별한 행사를 광고하기 위해 이것을,
사용하는 추세를 따르고자 애쓰고 있다 코드 사. QR
진을 찍어 웹사이트에 접속함으로써 잠재적인 고객
들은 유통 경로와 제조업자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
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자신들을 라. 'early adopter'
고 부르는 이들은 명함에 자신의 코드를 넣을 수QR
도 있다.
어구 약어 암호화하다[ ] abbreviation , encode .

유통경로distribution channel

해설 번은 를 받는 소유격이 되어야[ ] companies③
하므로 이 정답임their .
출제의도 흐름에 맞지 않는 문장 고르기22.〔 〕
해석 년 미란다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사[ ] 1966 ,
람들이 경찰에 의해 심문을 받을 때 묵비권과 변호,
사 선임의 권리를 반드시 안내 받아야 한다는 것을
판결했다 이런 안내는 미란다 원칙으로 알려져 있.
다 미란다 원칙이 청소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①
미란다 원칙의 한 측면은 젊은이들이 묵비권을 행②
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심지어 범죄를 자백
하면서 경찰에게 거리낌없이 말하는 것을 선택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경찰에게 심문을. ③
받는 청소년들이 그 결과를 알지 못한 채 겁에 질려
그들의 권리를 쉽게 포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
명하 다. ④청소년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의 건
수는 년대 이후로 감소했다1990 . 청소년 권리 옹⑤
호자들은 청소년들은 경찰 심문 중에 특별한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어구 청소년 결과[ ] juvenile , consequence ,

옹호자advocate
해설 해석 참고[ ] [ ]
출제의도 필자의 주장 찾기23.〔 〕
해석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판촉용 상품을 구입할[ ]
때 때로는 생각했던 것과 같은 품질이 아니라는 것
을 알고서 놀라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할인 가격으. ,
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할인 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
이 상승한다는 것을 광고에 명시하지 않을 때 어쩌,
면 잠재적인 속임수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전형적.
인 거짓광고이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은 제공 조건들.
을 명시함으로써 거짓광고를 막으려고 노력한다 그.
러나 불행히도 이런 노력들은 광고된 가격과 많이
떨어진 곳에 작게 표시된다 신중한 소비자로서 당신.
은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이런 조건들과 예외사항을
항상 살펴보아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작.
게 표시된 글자를 확인한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이
돈을 아낄 수 있고 기만당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
다.
어구 기만하는[ ] deceptive , 기한이 만료되expire
다.
해설 해석 참고[ ] [ ]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24.〔 〕
해석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하고 있을 때[ ] ,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에게 당.
신의 관심을 보여주려면 그 사람을 위한 선물이 이,
상적이다 그 선물은 당신이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있.
음을 뜻한다 가장 좋은 선물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고상한 방식으로 표현.
하고자 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
실수를 하게끔 하는 인간 본성의 연약함과 미성숙에
대해 관대한 것이 동정심과 접한 관련이 있다.
어구 연약함 미성숙[ ] frailty , immaturity
해설 해석 참고[ ] [ ]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25.〔 〕
해석[ ] 일시적인 불편함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구입
하는 사람들이 있다 키보드 진공청소기 그리. , VCR, ,
고 수천 가지의 다른 것들과 같은 수많은 제품들은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거나 짧은 수명을 다했을 때
버려진다 심지어 반 구적인 속성에도 불구하고 아.
주 멀쩡한 카페트 조차도 그것을 청소하는 것이 매
우 힘들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뜯겨지고 내버려진다.

플레이어가 고장 나서 보증 수리를 받으려면DVD
포장 운송 주의 기다림이 요구되기 때문에 내, , 3~4
버려진다 상점 몇 차례의 방문만으로 즉시 새 제품.

으로 교체가 되는 반면에 플레이어는 쓰레기 더DVD
미에서 생을 마감하고 키보드는 중고판매를 통해 제,
의 삶을 찾는다2 .
어구 버리다 품질보증기간[ ] toss out . warranty
해설 해석 참고[ ] [ ]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26.〔 〕
해석 한국의 기록적인 저출산율은 노령화 사회에[ ]
대한 심각한 예상과 함께 국가적인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에게 이런 상황은. 이윤이
되는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
를 위해 값비싼 물건을 구입하는데 돈을 거의 아끼
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하나뿐인 자녀를 위해 기꺼.
이 돈을 쓰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막대한.
유아용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 온다 시장.
역시 세련되고 잘 만들어진 제품에 대하여 증가하는
소비자 수요와 더불어 늦은 나이에 부모가 되는 것
과 같은 사회적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추세로 인해
이익을 얻고 있다 그 결과 유아용품 산업은 매년 급.
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어구 유발하다 풍부한[ ] trigger . upscale ,

어버이로서의 신분parenthood
해설 해석 참고[ ] [ ]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27.〔 〕
해석 당신은 을 트레킹 하거나 아르헨티[ ] Inca Trail
나에서 탱고를 배우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일상적인
무료함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강렬한 모험 후 막 돌?
아온 많은 여행자들은 휴가 후유증에 시달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이러한 고통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직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친숙감을
즐기는 것이다 해변으로 달려가 일광욕을 하라 만. .
약 겨울이라면 아늑한 곳으로 가서 친구들과 함께
불가에 앉아 보아라 당신이 집으로 돌아 왔다는 것.
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당신이 애정을 가진
모든 것들을 떠올려라 좋아하는 커피숍에 가라 떠. .
나 있었을 때 그리워했던 음식들을 맛보아라 당신의.
사업 일정을 한번 더 살펴보는 것도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어구 고통 일광욕하다[ ] affliction , bake in the sun .

다시 살펴보다 치료의brush up on . therapeutic
해설 해석 참고[ ] [ ]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28.〔 〕
해석 왜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물건에 대해 지나[ ]
치게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지에 대해 궁금하게 여긴
적이 있는가 최근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높아진
대인 간의 안정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
람들에 비해 그들의 소유물에 더 낮은 금전적 가치
를 두었다는 것을 발견하 다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담요나 연필과 같은 특정한 물건들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두는지를 측정했다 몇 가지 경우에서 안정. ,
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
들이 동일한 물건에 대해 부여한 가치보다 다섯 배
나 더 큰 가치를 그 물건에 부여했다 그 소유물이.
보호와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소유물에 가치를 둔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타인에.
의해서 사랑받고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이미 가지
고 있고 그것이 보호와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런 소유물들은 가치가 감소한다고 그들은 결론 내
렸다.
어구 금전적인[ ] monetary
해설 해석 참고[ ] [ ]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29. [ ]
해석 사람들은 왜 리얼리티 쇼에 대해 그렇게 흥[ ]
분하는가 몇몇 심리학자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리얼리티 쇼를 보고 왜 보는지를 알아내려고 연구를,
실행했다 쇼를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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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는 한 가지 핵심 특징은 사회적 지위의 중요성이
었다 리얼리티 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나에게는 명성이 중요해 와 같은 말에 동의했다 명“ .” .
성을 얻으려는 욕구는 이목을 끌기 위한 하나의 방
법이다 더 많은 이목을 받을수록 당신은 더 중요하. ,
다고 느낀다 리얼리티 쇼를 통해 사람들은 유명해.
지는 것을 꿈꿀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또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 유명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 리.
얼리티 쇼가 전하는 메시지는 평범한 사람도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 되어 수백 만의 사람들이 그들을 볼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수많은 시청자들의 비 스.
런 꿈은 그들도 미래의 유명인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구 와 를 구분하다[ ] separate A from B A B .

명성prestige
해설 해석 참고[ ] [ ]
출제의도 연결어 파악하기30. [ ]
해석 의 상상은 지식보다 더 강하[ ] Albert Einstein “
다 라는 말에 자신감의 핵심이 있다 당신의 지식은.” .
실패를 예상하도록 말할지라도 당신은 의식적으로,
상상이 그 충동을 무시하고 어떻게든 성공을 확신하
도록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이 성공과 실패의 길 모두를 달려가게
한다 이것은 마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차를 운전하려는 것과 같다 자신감을 갖기 위.
해서 당신은 오직 한 가지 결과 즉 최선을 다하는,
자신의 모습에 마음을 집중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걱정하거나 마음 속으로 실패를 떠올리
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즉각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가속 페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어구 인용구 의식적으로[ ] quote , consciously ,

충동 시연하다impulse , rehearse .
해설 해석 참고[ ] [ ]
출제의도 심경 변화 파악하기31. [ ]
해석 은 기자직을 잃은 후 집에 돌아와 출발[ ] Bill ‘
도우미 광고를 발견했다 그는 면접을 보고 직업의’ .
성격을 모른 체 그 자리에 채용되었다 나중에 그는.
그 일이 죽은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과 관련된 직업
임을 알게 되었다 그의 첫 번째 일은 한 노인의 시.
신을 닦고 수의 를 입히고 화장을 하는 것이, ( ) ,壽衣
었다 그는 메스꺼움을 느꼈고 버스에서 다른 사람. ,
들이 그의 불쾌한 냄새를 알아차리자 얼굴이 붉어졌
다 그러는 사이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의. , .
절친한 친구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 친구.
는 의 도움을 요청했다 은 그 친구를 위로하Bill . Bill
면서 차분히 그 시신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때 그, .
는 자기 직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는 관문‘ ’ ‘ ’
이라고 생각했다.
어구 즉석에서 화장[ ] on the spot , apply cosmetics
을 하다 메스꺼움 얼굴을 붉히다. nausea , blush .

위로하다console .
해설 해석 참고[ ] [ ]
출제의도 문맥에 맞는 어휘 찾기32. [ ]
해석 소비자들의 선택에 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 ]
한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맛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가격이고 건강에 유익하.
느냐는 측정 단계의 위에 불과했다 비록 소비자들3 .
은 건강에 더 좋은 것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로 맛,
이야말로 그들이 타협하지 않으려는 한 가지이다 당.
신이 이게 당신의 건강에 더 좋아요 라고 속삭이기‘ .’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 맛에 대해 매우 불안해
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햄버거가 몸.
에 좋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끔찍할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편견은.

패스트푸드가 아닌 음식에도 확대된다 한 실험에서.
에너지 바를 콩단백질 그램을 함유한 것으로 써10
넣은 것만으로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단백질 그램, 10
함유라고 쓰여 있는 동일한 바를 먹는 사람들에 비
해 불쾌한 끝 맛을 지닌다며 맛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하게 했다.
어구 편견 이름을 붙이다[ ] bias , label . aftertaste
끝 맛
해설[ ] (A)타협하다. / 유지하다. (B)끔찍한 /좋은
(C)다른 /동일한
출제의도 부적절한 어휘 찾기33. [ ]
해석 당신은 가지가 공생 관계의 일부분일 수 있[ ]
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예를 들면 아카시아 가지? ,
와 쏘는 개미들이 생존하기 위해 함께 일한다 아카.
시아 가지는 작은 동물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
는 가시들로 덮여있다 그러나 더 큰 동물들은 여전.
히 그 가시들을 먹을 수 있어서 아카시아 가지는 생
존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
은 과즙 혹은 달콤한 액체를 가시의 밑 부분에 분비
한다 이 과즙이 쏘는 개미들을. 분산시킨다 유인(→
한다) 이 새로운 먹이 공급원 근처에 머물기 위해. ,
개미들은 그 가지의 가시들 속에서 모든 것을 제거
하고 그 속에 무리를 형성한다 그 대신에 개미들은, . ,
가시와 접촉하는 벌레들 동물들 혹은 인간들을 공, ,
격한다 그들은 가지에게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
어구 공생 관계 가[ ] mutualistic relationship , bush
지 가시 과즙 무리, thorn , nectar , colony
해설 개미의 새로운 먹이 공급원이 되는 과즙이[ ]
개미들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인하므로 ③

를 로 고쳐야 한다distracts attracts .
출제의도 글의 주제 찾기34. [ ]
해석 당신은 선생님이나 교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
모든 단어를 노트에 그대로 받아 적는 성실한 학생‘ ’
을 얼마나 자주 보았는가 이것은 흔히 있는 장면이?
고 아마도 세부 내용에 집중하는 경우일 것이다 받, .
아 적는 일에 계속 매진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지속
적인 비판적 분석과 주제에 대한 이해를 막는다 그.
결과 노트 필기는 전반적으로 정신을 앞지른다 그, .
리고 이런 식으로 받아 적은 노트의 분량은 엄청난
양이 되기 쉽고 특히 책에 쓴 노트까지 합하면 복, , ‘
습 과정에서는 그 학생이 거의 전체 내용을 다시’ ,
봐야 하는 상황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노. ,
트 필기란 받아 적는 분량이 최소화되어서 결과물도
최소화되어야 하는 선택적 과정이다 노트 필기는 고.
통을 요하는 작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구 앞지르다 복습[ ] bypass . revising , selective
선택적인
해설 해석 참고[ ] [ ]
출제의도 글의 주제 찾기35. [ ]
해석 항생제는 박테리아와 싸우기 위해 자주 사용[ ]
된다 그러나 항생제가 오용되거나 필요할 때 사용되.
지 않으면 싸워야 할 대상인 박테리아가 대부분의,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게 되어 슈퍼 박테리아가 된다.
의사가 박테리아성 질병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
지 않은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한 경우 이 오용은,
슈퍼 박테리아 생성과 관련된 상황이 된다 그리고.
가끔 사람들은 필요한 항생제를 복용하기 시작해서
좀 나아졌다 싶으면 처방 받은 기간이 끝나기도 전,
에 복용을 중단하기도 한다 이것은 이미 끝낸 치료.
에서 박테리아가 살아남게 만듦으로 문제가 된다 그.
러면 그 박테리아는 번식할 수 있게 되어 그 환자를,
다시 아프게 만들고 박테리아 돌연변이체를 만들 수
도 있다.
어구 항생제 약을 오용하다[ ] antibiotics , misuse ( ) .

내성있는 감염resistant , infection

해설 해석 참고[ ] [ ]
출제의도 도표 내용 이해하기36. [ ]
해석 위의 그래프는 년 월부터 년 월[ ] 2010 1 2011 1
까지 에 있는 가게의Tottenham Armstrong Cycles
세 종류의 자전거 판매량 추이를 보여준다. ① 2010
년 월 이래로 산악용 자전거의 판매량이 감소한 반4 ,
면에 도로용 자전거의 판매량은 계속 증가했다. ②
비록 접이식 자전거의 판매량이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세 종류 가운데 가장 선,
호도가 떨어졌다. ③ 년 월에 판매된 산악용 자2010 4
전거의 수는 도로용 자전거의 두 배 다. ④ 년2010
월에 산악용 자전거와 도로용 자전거 사이의 판매7
량 차이는 년 월의 차이보다 더 컸다2010 10 . ⑤전
체 기간 중 처음으로 년 월에 도로용 자전거의2011 1
판매량이 산악용 자전거의 판매량을 능가했다.
어구 꾸준히 을 능가하다[ ] constantly , surpass ~ .
해설 년 월에 산악용 자전거가 대 도로[ ] 2010 4 700 ,
용 자전거가 대 판매되었으므로 판매된 산악용400 ,
자전거의 수가 도로용 자전거의 두 배라는 은 도③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출제의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찾기37. [ ]
해석 가수 는 을 테너[ ] Billie Holiday Lester Young ‘
색소폰 연주가들의 대통령이라 불렀고 그래서’ ,

가 그의 별명이 되었다 년대 솔로 시절에‘Prez' . 1930
그는 색소폰 연주 기법을 재탄생시켰고 즉흥연주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는 년 월 일. 1909 8 27

주 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족은Mississippi , Woodville .
곧 로 그 후 다시 로 이주New Orleans , Minneapolis
했고 그곳에서 그는 학교에 다녔다 그와 훗날 유명, .
한 드럼 연주가가 된 그의 동생 는 아버지로부터Lee
기초 음악 교육을 받았다 년 와 함. 1933 Count Basie
께 짧은 시간을 보낸 후 그는, Fletcher Henderson
의 밴드에서 몇 달 동안 활동했다 년 경 그는. 1936

와 재결합하여 년 반 동안 함께 했다 이 시기Basie 4 .
동안에 는 의 보컬리스트 다Billie Holiday Basie .

와 은 수년 동안 함께 하며 현재까지Holiday Young
가장 기억에 남는 재즈 음반들을 제작하 다.
어구 재발명하다 유명한[ ] reinvent . noted , team up
팀이 되다.
해설 해석 참고[ ] [ ]
출제의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찾기38. [ ]
해석 충분한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는 유[ ] whitefish
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그리고 극지방에 널리 분포, , ,
되어 있다 형태는 지역마다 크게 다를 수 있고 무. ,
게는 파운드까지 나가는 것도 있다 는33 . whitefish
연어과에 속하며 두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는 얕은 물에서 발견되며 주로 바닥bottom-dweller
에 사는 작은 생물을 먹고 산다 는. free-swimmer
넓은 바다에서 발견되며 플랑크톤을 먹고 산다 어떤.
종들은 한 지역에서 서식하지만 산란 장소까지, 600
마일 이상을 이동하는 종들도 있다 산란기는 주로.
가을이다 중 가장 큰 것은 오대호 지역에. whitefish
서식하는 혹은 이humpback whitefish lake whitefish
다.
어구 분포하다 한 지역에 국한[ ] distribute . localize
하다.
해설 해석 참고[ ] [ ]
출제의도 요지 파악하기39. [ ]
해석 세계 기아는 우리가 어디에 살든 매일 직면[ ] ,
하는 문제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떠올릴 때 우리 대. ,
부분은 아프리카 마을의 열악한 생활 여건 속에서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연상한다 그러한 이유로.
점점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전 세계에서 기아 문
제를 해결하고자 몰려들고 있다 구호품을 나누어 줌.
으로써 지역민들을 돕는 동시에 그들은 교육이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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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해결책이라고 믿는다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자립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씨
앗을 성공적으로 심기 위하여 새로운 학교들이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세워지고 있다 비록 교육이.
아프리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
들의 자립 가능한 미래를 향한 큰 발걸음이 된다.
어구[ ] 참여하다 유지할 수 있는sign in . sustainable
해설 해석 참고[ ] [ ]
출제의도 요지 파악하기40.〔 〕
해석 대화를 잘 하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
놓치기 쉬운 기술들을 종종 사용한다 사실 그들은.
대화 상대에게서 단서를 얻는데 이는 위대한 대중연
설가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자신을 넘어서서 생각하.
는 것을 배워야 한다 청중들 중 누군가가 당신에게.
미소를 짓거나 당신이 하는 말에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가 이것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다 다른? ‘ ’ .
누군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가 이런 상?
호작용은 당신의 연설을 적당하게 조절하고 좀 더,
정성들여 설명하고 사례를 주라고 말해준다 노련한.
연설가는 청중의 신호를 감지하고 연설을 그에 맞게
조절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결국 당신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당신 말에 끄덕이게 되면 당신의 긴장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어구 그에 맞게[ ] accordingly
해설 해석 참고[ ] [ ]
출제의도 제목 추론하기41.〔 〕
해석 차를 길 위쪽으로 미는 것이나 절벽 위로[ ]
어 올리는 것이 같은 양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놀랄지도 모른다 차는 어느 쪽이든 결국은.
같은 곳에 있게 되기 때문에 차에 행해진 일은 같다.
그러나 경사를 따라 언덕 위로 차를 미는 것이 똑바
로 들어 올리는 것보다 훨씬 쉬워 보인다 왜 일은. ?
힘뿐만 아니라 거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절벽.
을 똑바로 올라가서 산 정상에 도착한 등반가를 생
각해보라 그는 그의 몸무게를 감당할 만큼의 충분한.
힘을 사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가 절벽을 오름으로.
써 이동한 거리는 경사진 길을 걸어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이동한 거리보다 짧다 양쪽 모두 같은 양.
의 일이 행해진 것이다 그러나 경사진 길을 올라간.
사람들은 절벽을 곧장 올라갈 때 쓰게 되는 힘만큼
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당신이 같은 양의 일.
을 할 때 힘을 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
어구 극복하다[ ] overcome .
해설 해석 참고[ ] [ ]
출제의도 제목 추론하기42.〔 〕
해석 사람들은 종종 신문을 읽다가 내릴 지하철[ ]
역의 안내 방송을 놓치거나 걸으면서 책을 읽다가,
차가 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연구자들.
은 사람들이 책 읽기에 빠져 있거나 단어 퍼즐을 하
고 있을 때 주변의 소음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발
견했다 이것은 시각과 청각 기관들이 제한된 상황에.
서 뇌용량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기 때문이다.

의 는 명의University College London Nilli Lavie 100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명으로 된 각 그. 50
룹은 하나의 소리를 들었다 한 그룹은 쉬운 과제를. ,
다른 그룹은 집중력을 요하는 과제를 하고 있었다.
결과는 쉬운 과제를 하고 있던 사람의 명 중 명10 2
이 그 소리를 놓쳤고 다른 과제를 하고 있던 사람의,
명 중 명이 그것을 놓쳤다10 8 .
어구 흡수하다 집중 력[ ] absorb . concentration ( )
해설 해석 참고[ ] [ ]
출제의도 글의 순서 파악하기43. 〔 〕

해석 서양의학은 전통적으로 암과 같은 심각한 병[ ]
을 치료하는데 있어 입증되지 않은 대체의학의 사용

에 대해 경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 , 50~80
센트의 캐나다인 암환자들이 의사가 제공하는 치료
법과 함께 비주류 치료법을 찾고 있다 이것은 침술. ,
양보충제 요가 명상요법 전통적인 한의학 등을, , ,
포함한다 잠재적 이점과 위험성을 포함하여 이런 치.
료법에 대한 최신 연구에 대해 의사와 환자들이 적
절하게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확실히 해 두는 것은
일리가 있다 는 그. Contemporary Medicine Society
런 목적을 위해 생겨났다 이 단체는 암환자와 전문.
가들의 임상 결과를 통해 그들의 치료 결정을 돕고
의료계 종사자들을 위한 정보와 연수 자료를 제공하
는 온라인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어구 침술[ ] acupuncture
해설 해석 참고[ ] [ ]
출제의도 글의 흐름 파악하기44. 〔 〕

해석 미국의 몇몇 고속도로가 왜 과[ ] Mohawk Trail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게 여긴 적이 있
는가 사실 이런 고속도로는 더 이상 오솔길이 아니?
다 그러나 이 길들의 시작은 동물들이 물을 마시거.
나 먹이를 먹으러 오가면서부터이다 그 후 선사시대.
원주민들이 동물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 오솔길

을 넓혔다 그리고 나서 초기 정착민들이 도보(trail) .
로 혹은 말을 타고서 그 길을 이용했다 마차들이 똑.
같은 길을 인계받으면서 넓혔다. 그런 후 철도 기술
자들은 이러한 마차길이 종종 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좋은 노선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침내 자동차 도로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기술자들,
은 아주 오래 전에 원주민들이 처음 발견했었던 길
들 중 일부를 종종 이용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고속.
도로가 원주민 이름을 갖게 되었다.
어구 경사를 완만하게 하다[ ] grade .
해설 해석 참고[ ] [ ]
출제의도 요약문 완성하기45. 〔 〕

해석 지식은 자각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인간은 지[ ]
식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 자각이 공포로 이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많이 알면 알수록 더욱 더. , ,
두려워진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두려움.
이 삶의 가장 강력한 동기유발제가 될 수도 있다 교.
육을 필요로 하는 것은 무지에 대한 두려움이고 당
신으로 하여금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
게 하는 것은 바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다 당신은.
이웃집에 강도가 드는 것을 목격하고 경보장치를 설
치하거나 신중하게 귀중품을 숨긴 적이 얼마나 많은
가 혹은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를 가진 동료 이야기?
를 듣고 오랫동안 미루었던 검진을 하러 병원에 간
적은 이런 예들에서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
지켜주고 유익을 얻게 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다.
요약문[ ]
지식이 당신을 두렵게 하기도 하지만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끄는 강한 촉진제가 될 수도 있
다.
어구 예방책 목격하다[ ] precautions , witness .
해설 해석 참고[ ] [ ]

출제의도 장문 독해[46~48] 〔 〕
해석 중병을 앓고 있는 과 는 같은[ ] Aaron Spencer
병실을 쓰고 있었다 은 그 방의 유일한 창문. Aaron
옆에 는 좀 더 떨어져 있었다 그들은 그들, Spencer .
이 좋아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가족 직업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다 매일 오후 은 일어나 앉을 수. Aaron
있을 때 창 밖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친구에,
게 묘사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창문은 아이들이.
모형 배를 띄우고 오리와 백조가 놀고 있는 아름다,
운 호수가 있는 공원을 내려다보았다 커다란 오래된.
나무가 이 풍경을 더욱 아름답게 해주고 있었고 도,
시의 고층빌딩의 멋진 광경은 아름다움을 더해 주었
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말해주는 동안 그. ,

의 친구는 눈을 감고 그림 같은 장면을 상상하곤 했
다 그러나 서서히 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 Spencer
기 시작했다 나는 볼 수 없는 데 왜 그만 모든 것. “
을 보는 즐거움을 가져야 하는가 그건 공평하지 않?
아 그의 질투가 점점 분노로 바뀌던 어느 늦은 밤.” ,

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오분도 되지Aaron .
않아 침묵만이 있었다―죽음의 침묵 다음날 아침. ,
창문 옆의 혼이 떠난 몸은 실려 나갔다.

는 그 후 창문 옆으로 옮겨갔다 천천히Spencer . ,
그는 처음으로 창문 밖을 보기 위해 팔꿈치를 대고
몸을 일으켰다 직접 볼 수 있다는 기쁨을 기대하면.
서 그는 창 밖을 보기 위해 몸을 쭉 폈다 창 밖은.
아무 무늬조차 없는 벽이었다 그가 전에 묘사했던!
것들은 그곳에 있지 않았다 그가 에게 말해! Spencer
준 모든 즐거움은 그의 내면의 눈을 통해 온 것이었다.
어구 생각이 떠오르다 기대어 세[ ] dawn ( ) . prop up
우다 팽팽하게 하다. strain .
해설 해석 참고[ ] [ ]
출제의도 제목 추론하기46. 〔 〕
출제의도 지칭 추론하기47. 〔 〕
출제의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찾기48. 〔 〕

출제의도 장문독해[49~50] 〔 〕
해석 전문가들은 어떤 행동이 습관으로 바뀌는데[ ]
는 일에서 일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말한다 예21 90 .
를 들어 매일 매일의 운동도 많은 사람들이 습관으,
로 바꾸고 싶어하는 행동이다 처음 몇 번의 운동은.
정말 어렵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쉬워진다.
마침내 운동은 당신의 일상의 한 부분이 된다.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기사 작성을 위해서는 그(C) , ,
것이 당신에게 습관이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당신.
이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써야 하기 때
문에 하고 싶을 때만 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당신은.
수십 수백 개의 기사를 쓸 필요가 있다.

여기에 간단한 기사 작성 방법이 있다 먼저 월(D) . ,
요일 아침 기사 제목을 떠올리는 데 한 시간을 보내
라 그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에 하나의 기.
사를 써라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 지난 기사를 검토.
하기 위해 한 시간을 보내라.

이러한 계획으로 당신은 기사 작성에 한 주에(B) 6
시간을 쓰게 된다 석 달 후에 당신은 완성된 약. , 50
개의 기사를 갖게 될 것이다 두말 할 나위 없이 당.
신은 고품격의 독창적인 기사 작성을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될 것이다 기억해라 습관은 형성하는데 어. .
려울 수 있지만 일단 한번 형성되면 깨지기 힘든 것
이다.
어구 점진적으로[ ] progressively , devote A to B A
를 에 쏟다 바치다B ( ).
해설 해석 참고[ ] [ ]
출제의도 글의 순서 파악하기49. 〔 〕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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