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토익 실전 1000제 Listening 1 해설집 개정판
스크립트가 일부 변경되어 해설집에 수록된 문제들에 대한 변경 전의 해설입니다.

TEST 1
1
미국식 발음

(A) She is cleaning the kitchen.
(B) She is washing a bowl.
(C) She is pouring some water.
(D) She is preparing some food.

(A) 그녀는 부엌을 청소하고 있다.
(B) 그녀는 그릇을 씻고 있다.
(C) 그녀는 물을 붓고 있다.
(D) 그녀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1인 사진

정답 (D)

한 여자가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는 모습과 주변 사물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
(A) [×] cleaning(청소하고 있다)은 여자의 동작과 무관하므로 오답이다.
(B) [×] washing(씻고 있다)은 여자의 동작과 무관하므로 오답이다.
(C) [×] pouring(붓고 있다)은 여자의 동작과 무관하고 사진에서 물(water)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오답이다.
(D) [○]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한 정답이다.
어휘 kitchen[k.t?2n] 부엌 bowl[boul] 그릇 pour[pc:R] 붓다 prepare[prip#2R] 준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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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식 발음 → 미국식 발음

Where does the company conduct its board meetings?

회사는 어디에서 이사회를 실시하나요?

(A) Only if you get bored.
(B) In the third floor conference room.
(C) I’ll inform her about that.

(A) 만약 당신이 지루해할 경우에만요.
(B) 3층 회의실에서요.
(C) 제가 그녀에게 그것에 대해 알려줄게요.

Where 의문문

정답 (B)

회사가 어디에서 이사회를 실시하는지를 묻는 where 의문문이다.
(A) [×] board – bored의 유사 발음 어휘를 사용하여 혼동을 준 오답이다.
(B) [○] conference room(회의실)이라는 특정 장소를 언급했으므로 정답이다.
(C) [×] her가 나타내는 대상이 질문에 없고, board meetings(이사회)와 관련된 inform(알리다)을 사용하여 혼동을 준 오답이다.
어휘 inform[infC:Rm] 알리다

TEST 4
9
영국식 발음

(A) A vehicle is being driven out of the garage.
(B) T
 here are some steps leading up to the
doorway.
(C) A
 satellite dish is being positioned on top
of a roof.
(D) There is a fence surrounding the front yard.

(A) 자동차가 차고 밖으로 운전되고 있다.
(B) 출입구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다.
(C) 위성 방송 수신 안테나가 지붕 위에 설치되고 있다.
(D) 앞마당을 둘러싼 울타리가 있다.

사물 및 풍경 사진

정답 (B)

사진에 사람이 없다는 것과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및 주변 환경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
(A) [×] 사람이 없는 사진에 진행 수동형(is being driven)을 사용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였으므로 오답이다.
(B) [○] 계단이 출입구 쪽으로 이어진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한 정답이다.
(C) [×] 사람이 없는 사진에 진행 수동형(is being positioned)을 사용하여 설치하고 있는 사람의 동작을 묘사했으므로 오답이다.
(D) [×] 사진에 앞마당을 둘러싼 울타리가 없으므로 오답이다.
어휘 satellite dish 위성 방송 수신 안테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Part 5&6 해설 내용의 복제 전송 배포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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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6
5
영국식 발음

(A) The man is paying for some items.
(B) A selection of shoes is on the wall.
(C) The man is looking into a mirror.
(D) A bench is situated near a counter.

(A) 남자가 몇몇 물품에 대해 지불하고 있다.
(B) 다양한 신발들이 벽에 있다.
(C) 남자가 거울을 보고 있다.
(D) 벤치가 계산대 근처에 위치해 있다.

1인 사진

정답 (B)

한 남자가 상점에서 구두를 신어 보고 있고 그 뒤로 신발들이 가지런히 벽에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한다.  
(A) [×] paying for(지불하고 있다)는 남자의 동작과 무관하므로 오답이다.
(B) [○] 벽에 진열되어 있는 신발들의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한 정답이다.
(C) [×] looking into a mirror(거울을 보고 있다)는 남자의 동작과 무관하므로 오답이다.
(D) [×] 사진에 계산대(counter)가 없으므로 오답이다. ‘두다/놓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동사 situate, put, place, position을 함께 알아둔다.
어휘 a selection of 많은, 다양한 situate[s.t?u+it] 위치시키다

TEST 7
7
호주식 발음

(A) They are sitting on a piece of furniture.
(B) They are putting up some shelves.
(C) A book is being set on a desk.
(D) There is a headset sitting on the table.

(A) 그들은 가구에 앉아 있다.
(B) 그들은 몇몇 선반을 정리하고 있다.
(C) 책 한 권이 책상에 놓여지고 있다.
(D) 탁자에 놓여진 헤드셋이 있다.

2인 이상 사진

정답 (A)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을 확인한다.
(A) [○] 소파에 앉아 있는 두 남녀의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한 정답이다. 소파를 a piece of furniture(가구 한 점)로 표현한 것에 주의한다.
(B) [×] putting up some shelves(선반을 정리하고 있다)는 사진 속 사람들의 동작과 무관하므로 오답이다.
(C) [×] 책 한 권을 책상에 놓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진행수동형(is being set)을 사용하여 책을 놓고 있는 사람의 동작을 묘사했으므로 오답
이다.
(D) [×] 헤드셋이 탁자 위에 있지 않으므로 오답이다.
어휘 shelf[?elf] 선반, 책꽂이

TEST 8
9
영국식 발음

(A) S
 ome people are swimming away from the
shore.
(B) There is an empty boat floating on the water.
(C) Some waves are splashing onto the beach.
(D) There are people rowing near the shore.

(A) 몇몇 사람들이 해변으로부터 수영해가고 있다.
(B) 물위에 떠있는 빈 배가 하나 있다.
(C) 파도가 해변으로 치고 있다.
(D) 해변 근처에서 배를 젓는 사람들이 있다.

2인 이상 사진

정답 (B)

바다에 떠 있는 배 한 척과 멀리 보이는 해변의 전반적인 풍경을 확인한다.
(A) [×] 사진에서 해변으로부터 수영해 가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오답이다.
(B) [○] 빈 배 한 척이 물 위에 떠 있는 상태를 정확히 묘사한 정답이다.
(C) [×] 사진에 파도(waves)가 없으므로 오답이다.
(D) [×] 사진에 배를 젓고 있는 사람들이 없으므로 오답이다.
어휘 float[미 flout, 영 fl2ut] 뜨다, 떠가다 row[rou] 배를 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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