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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tthew's Dreams

 

Matthew was very excited. It was Monday afternoon, 
exciting (X)

and he was starting his new job as a night-time 

security guard at Noodlemeyer's Diamond and 

Jewelry. His job was to guard the expensive jewelry 
지 키 다

in Noodlemeyer's huge safe.
금 고

 

That night, he had a terrible dream. He dreamt that 

safecrackers were digging a tunnel under the 
금 고 털 이 범 들 이 뚤 었 다

building. In his dream, they used cutting equipment 
절 단 기 구

to enter through the floor and clean the safe out 

completely. Matthew thought nothing of it at first, 
대수롭지 않게

but the next night, he had the same dream. It was so 

vivid that he woke up in a sweat .
생 생 한 땀에 흥건히 젖은 채

He went home and discussed the dream with his 
discussed about (X)

wife. She said that it was probably nothing. She 

added that it was probably brought on by the 

excitement of having a new job at such a prestigious 
 고 급 상 점 에 서

store.

1. Matthew의 꿈

 

Matthew는 매우 들떠 있었다. 그날은 월요일 오후

였고, 그는 Noodlemeyer's Diamond and 

Jewelry 가게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그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의 임무는 Noodlemeyer

의 거대한 금고 안에 있는 값비싼 보석을 지키는 것

이었다.

그날 밤, 그는 끔직한 꿈을 꾸었다. 그는 금고 털이

범들이 건물 아래에 터널을 뚫고 있는 꿈을 꾸었다. 

그의 꿈에서, 그들은 절단 기구를 이용해 바닥을 통

해 들어와서 금고를 완전히 털어버렸다. Matthew

는 처음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그 다

음 날 밤에 그는 똑같은 꿈을 꾸었다. 그 꿈은 너무 

생생해서 그는 땀에 흥건히 젖은 채 잠에서 깼다. 

 그는 집으로 가서 그 꿈에 대해 아내와 의논했다. 

그녀는 그것이 아마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런 고급 상점에서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된 

기쁨으로 그런 꿈을 꾼 것일 거라고 덧붙였다. 

�1



리카수니의 Back to the English
내신대비 분석자료

Update 2017. 8. 16.

실용영어2(천재김) SP                     http://likasuni.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owever, when he had the same dream on the third 

night, he thought that it must have been a warning. 
should (X)

A similar dream had once come true. 

Surely, this dream repeating itself three times on 

successive nights was warning him that the store 
s u c c e s s f u l ( X ) were (X)

was a target of a robbery. He decided to tell Mr. 

Noodlemeyer about his dream, thinking that he  
Noodlemeyer

would increase security to keep the jewelry safe .
강 화 하 다 보 안 을 safely (X)

 

He waited for Mr. Noodlemeyer to arrive in the 

morning and told him about the dream. He 

suggested an increase in security to guard against 
목적

the threat. 

He thought that Mr. Noodlemeyer would be thankful 

for the warning, but was greatly surprised when Mr. 

Noodlemeyer fired him on the spot.
그 자리에서

번역

그러나 그가 셋째 날 밤에 똑같은 꿈을 꾸었을 때, 

그는 그것이 일종의 경고였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했

다. 예전에 비슷한 꿈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었다. 

분명히, 연속 3일 밤 계속되는 이 꿈은 그에게 상점

이 절도의 표적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Noodlemeyer씨가 보석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안을 강화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게 꿈에 관해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Noodlemeyer씨가 아침에 도착하기를 기다

린 다음 그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위험에 대

비하기 위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경고에 대해 Noodlemeyer씨가 고마

워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Noodlemeyer씨가 그 

자리에서 그를 해고하자 매우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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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Insurance Claim

Things were grim in New York City. The Big Apple, 
암 울 한

as locals  call their hometown, was in the grip  of 
살고 있는 사람들 ~에 시달리는

the coldest winter in over a century. For five days, the 

temperature had been at twenty degrees below 

zero.

Luckily, there had been little snowfall, so it was still 
운 좋 게 도

possible to get around town. But people only 
돌 아 다 니 다

ventured onto the streets when absolutely 
나 갔 다

necessary. At the offices of We Never Pay Insurance 

Company, there were other problems.

 "I know this claim is a fraud, said an insurance 
청 구 사 기 보 험

claims manager, Loren Johnson. "I just don't know 
청 구 책 임 자

how I can prove it. It's from a guy called Jared 

Butler. He's cheated us a few times before. 
a g o ( X )

It seems every time he insures something, it goes 
보 험 에 들 다 없 어 지 다

missing within a few months. This time it's a piece 

of jewelry - a watch. He says he lost it yesterday, and 
장 신 구

he has a witness. It's going to cost  us a lot this 
비용을 들게하다

time unless I can prove his claim is a setup."
속 임 수

2. 보험금 청구

 

뉴욕시는 암울했다. 시민들이 자신의 고향을 칭하

는 말로, “The Big Apple(뉴욕 시)”은 100년 이상 

만에 가장 추운 겨울에 시달리고 있었다. 닷새 동

안, 기온은 영하 20도였다. 

 

운 좋게도, 눈은 거의 내리지 않아서 여전히 도시를 

돌아다닐 수는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꼭 필요한 

때만 거리로 나갔다. We Never Pay 보험 회사의 

사무실에서는 다른 문제가 있었다. 

 “나는 이 청구가 사기라는 걸 알아.”라고 보험 청구 

책임자인 Loren Johnson이 말했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것은 Jared 

Butler라는 사람에게서 온 거야. 그는 전에 몇 번 

우리를 속인 적이 있어. 

그가 무언가에 보험을 들 때마다 몇 달 안에 그 물

건이 없어지는 것 같아. 이번에는 장신구인 시계야. 

그는 어제 그걸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목격자도 있

어. 만약 내가 그의 청구가 속임수라는 것을 증명하

지 못하면, 우리는 이번에 많은 비용이 들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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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uch is a lot'?" asked his friend, James Brault. 

"About $20,000" answered Loren. "Wow! Show me 

the claim form," said James. He read it in a low 
청 구 서

voice. "I was walking down to Elmo's Supermarket to 
목적

buy some groceries. My friend, Stacey Pickett, was 
식 료 품

with me. 

We took a shortcut across a nearby park. I had 
택 했 다 지 름 길 을

taken off my watch to adjust the time. It's a Rolloff- 

worth $20,000. Just as I was adjusting it, I 

stumbled, fell, and dropped the watch into the duck 

pond in the park. 

It quickly sank into the mud at the bottom of the 
가라앉았다

pond. Stacey and I did our best to find it, but it had 

disappeared." "He's lying," said James, "and I don't 

think you'll have much trouble proving his story is a 

lie."

번역

 “많다는 게 어느 정도인데?”라고 그의 친구인 

James Brault가 물었다. “약 2만 달러 정도야.”라

고 Loren이 답했다. “와! 내게 그 청구서를 보여 줘 

바.”라고 James가 말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그

것을 읽었다. “저는 식료품을 사기 위해 Elmo's 슈

퍼마켓으로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제 친구 

Stacey Pickett이 저와 함께 있었죠. 

우리는 근처 공원을 가로지르는 지름길을 택했습니

다. 저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 손목시계를 벗었습니

다. 그것은 2만 달러 상당의 Rolloff 제품이었어요. 

시간을 맞추려던 바로 그 때에, 저는 발을 헛디뎠고 

넘어지면서 그 시계를 공원의 오리 연못에 떨어뜨

리고 말았습니다. 

시계는 순식간에 연못의 진흙 바닥 속으로 가라앉

았습니다. Stacey와 저는 그것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거짓

말을 하고 있어.”라고 James가 말했다. “그리고 난 

네가 그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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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 Again

Jeremy's mother was pleased. At last, the young 
마 침 내

man had a job. Jeremy worked as a bellboy at the 
안 내 원

Walford Gastoria Hotel. His duties involved showing 

visitors to their rooms, carrying their luggage, and 

supplying food or drinks for room service.

 Jeremy looked splendid in his uniform. It was 

comprised of navy blue trousers, a navy blue jacket 
남 색

with gold trimming, and navy blue socks. Jeremy 

was quite good at his job, but there was one thing 

that annoyed his boss, Mr. Silverstein. Too often, 

Jeremy was late for work.

 Mr. Silverstein had given him numerous warnings 
경 고

about this. Now, he was on his last warning. "I'm 

sorry, my boy," said Mr. Silverstein, "but when you're 

late, it means we're short-staffed. Someone has to 

do your job as well as their own.

The next morning, despite Mr. Silverstein's warning, 
경 고

Jeremy arrived three-quarters of an hour late . 
lately (X)

"Jeremy;" said Mr. Silverstein, "I told you yesterday 

that you'd run out of chances. I'm really pleased with 

your work at the hotel and don't want to lose you.

또 지각하다

 Jeremy의 어머니는 기뻤다. 마침내, 아들에게 직

장이 생겼다.  Jeremy는 Walford Gastoria 호텔

에서 객실 안내원으로 일했다. 그의 임무는 손님에

게 방을 보여 주고, 짐을 옮기고, 룸서비스로 음식

이나 음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유니폼을 입은 Jeremy는 정말 멋져 보였다. 유니

폼은 남색 바지, 금색 장식을 두른 남색 재킷, 그리

고 남색 양말로 이루어졌다. Jeremy는 꽤 일을 잘

했지만, 그의 상사 Silverstein씨를 화나게 하는 것

이 한 가지 있었다. Jeremy는 너무 자주 지각을 했

다. 

 Silverstein씨는 그에게 이것에 대해 여러 번 경고

했었다. 이제, 그는 최후의 경고를 듣고 있었다. “미

안하네만,” Siverstein씨가 말했다. “자네가 지각

할 때 그건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네. 누군

가는 자신의 일 뿐만 아니라 자네의 일까지도 해야 

한다는 말일세.” 

그 다음 날 아침, Silverstein씨의 경고에도 불구하

고, Jeremy는 45분 늦게 도착했다. Silverstein씨

가 말했다. “난 어제 자네에게 기회가 남아 있지 않

다고 말했네. 나는 자네의 호텔 근무에 아주 만족하

고 있고, 자네를 잃고 싶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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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this once, do you have a really good reason for 
이 번 한 번 만

being late?” "Yes, really, Mr. Silverstein. You won't 

believe my bad luck this morning. I was up and 

dressed in plenty of time, but as I pulled out my sock 

drawer, it became stuck. I could just fit two fingers in 

to pull out one sock at a time. 

There were ten blue socks and ten black socks in the 

drawer. As luck would have it, I had to pull out 

eleven socks before I had a pair the same color - the 

black ones I've got on now. Well, this made me late 

for the bus, so I had to wait for the next one."

 "I'm sorry that you've lied to me, Jeremy. Perhaps 

you should have listened harder in math class. I'm 

afraid you'll have to look for a new place to work," 

said Mr. Silverstein.

번역

이번 한 번만, 지각을 한 정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가?”  네, 그럼요, Silverstein씨. 당신은 오늘 아침

의 제 불운을 믿지 못하실 거예요. 저는 충분한 시

간을 두고 일어나 옷을 입었어요. 하지만 양말 서랍

을 당겼을 때 서랍이 끼어서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

요. 

손가락 두 개만 겨우 넣을 수 있어서 한 번에 양말 

한 개씩만 꺼낼 수 있었죠. 서랍 안에는 파란색 양

말 10개, 검은색 양말 10개가 있었어요. 공교롭게

도, 같은 색 양말 짝 - 제가 지금 신고 있는 검은 색 

짝을 찾기 위해 열한 개의 양말을 꺼내야 했어요. 

음, 이것 때문에 버스를 놓쳤고 그래서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했죠.” 

“자네가 내게 거짓말을 하다니 유감이군, Jeremy. 

자네는 수학 시간에 더 열심히 수업을 들었어야 했

을 것 같네. 유감이지만, 자네는 새 직장을 구해야 

할 거야.”라고 Silverstein씨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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