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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UNIT 07. 지칭 추론 

[수능 ANALYSIS] 밑줄 친 he[his]가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내 책상 위에는 72살 즈음의, 연한 푸른색 잠옷을 입고 그의 증손자인 Brandon과 춤을 추고 있는 내 아버지의 사진이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내 아버지는 그의 얼굴에 함박웃음을 짓고 작은 사내아이의 손을 꼭 잡고 정말로 춤을 추고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randon은 내 조카딸의 아들인데, 이 사진이 찍혔을 때 아마도 예닐곱 살이었을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는 작은 아이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주로 그(Brandon)는 내 아버지를 바라보며 단지 거기에 서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적어도 그 아이가 춤을 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내 아버지는 맨발인데, 마치 그가 음악에 맞추어 발을 차듯이 발 하나가 공중에 높이 떠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는 거기에 있지 않았지만 그가 무슨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는지 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것은 Benny Goodman의 ‘One O’Clock Jump’이다. 사진 속의 모두가 미소 짓거나 웃고 있다. 

�1

http://likasuni.tistory.com


학교시험 워크북
해석과 영작

Update 2019. 5. 11.

올림포스1_워크북 7강             http://likasuni.tistory.com
�
텍스트를 입력하세요.[PRACTICE 1] 밑줄 친 her가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iane은 그녀의 동료교사 Martha가 그녀에게 즉시 화를 내도록 만든 의사소통상의 실수를 했다. Diane의 실수는 무엇이었

을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iane은 Martha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것을 거부하기 전에 그녀에게 아이디어를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iane은 신문 기사를 보는데 흥미가 없었고, 그녀는 Martha에게 새로운 과학 프로그램을 옹호하는 그녀의 이유를 설명해달

라는 요청도 하지 않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혀 고려하지 않고 Martha의 의견을 거부함으로써, Diane은 Martha에게 그녀가 그녀를 존중하지 않고 그녀의 아이디어

를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iane의 즉각적인 부정적 태도는 장차 학생, 과학과, 그리고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려는 그녀의 의욕

을 꺾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반대 의견을 빠르게 묵살해버리는 Diane의 습관은 그녀의 권위를 약화시켰고 과학과의 발전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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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PRACTICE 2]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잘 알려진 신발 제조업자가 판매를 광고하는 선전용 전단지를 발송했다. Salli는 신이 났는데, 왜냐하면 그녀는 발의 볼이 매

우 좁은데 그 제조업자가 그녀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녀의) 치수의 신발을 광고했기 때문이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녀가 그 가게에 갔을 때 그녀는 매우 실망했는데, 왜냐하면 그 스타일로 된 어떤 신발도 그녀의 치수에 맞는 것이 없었기 때

문이었다. 그녀는 여성 판매원으로부터 그 가게에는 각 치수마다 각 스타일의 신발 하나만 갖춰두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래도 그녀는 자신이 원했던 신발을 창고에서 구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Salli는 두 켤레를 주문하기로 결정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주일 후에 그녀는 한 켤레가 사실상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 후 일주일 후에 그 여성 판매원과 그녀의 관리자로부터 다른 한 켤레도 구할 수 없다고 적힌 다소 가슴 아픈 편지가 왔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들은 그녀의 다음 방문 때에 쓸 수 있는 20퍼센트 할인 쿠폰을 동봉하기는 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다음번 방문은 없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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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PRACTICE 03]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갑자기, 부시플레인 한 대가 나타났다. 그것은 Brian의 위쪽으로 아주 낮게 곧장 날아와 물에 부드럽게 한 번, 두 번 닿더니 

그의 오두막 앞에 있는 모래밭에 살짝 부주를 부딪치며 멈추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조종사는 엔진을 끄고 문을 열고 나온 다음 몸의 균형을 잡고 부주 위에 발을 딛고는 그의 발을 적시지 않고 모래 위로 펄쩍 

뛰어올랐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Brian을 보기 위해 그것을 벗었다. “네 비상 발신기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고개를 갸웃

하더니 Brian을 유심히 보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런. 네가 그 아이구나, 맞지? 사람들이 찾는 걸 한 달, 아니 거의 두 달 전에 그만두었어.” 이제 Brian은 서있었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의 혀는 입천장에 들러붙은 것 같았고 목구멍이 적절히 움직이지 않았다. “제 이름은 Brian Robeson입니다.” 그는 말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스튜가 다 된 것을 보았고, 그는 그쪽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뭘 좀 드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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