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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17 장문 독해 (1)_정답

17-G.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s a couple start to form a relationship, / they can be seen to develop a set of constructs /  about 
구 성 개 념

their own relationship / and, in particular, how it is similar or different / to their parents’ relationship. 
한 커플이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할 때, / 그들이 일련의 구성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 그

리고 특히 그것(그들의 관계)이 어떻게 비슷하거나 다른지에 대해 / 그들의 부모의 관계와. 

한 커플이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특히 그것(그들의 관계)이 그들의 부모의 관계와 

어떻게 비슷하거나 다른지에 대해 일련의 구성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The couple’s initial disclosures / involve them forming constructs / about how much similarity there 
is / between them and each other’s families. 
그 커플이 처음에 터놓는 이야기는 / 그들이 구성 개념을 형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 얼마나 많은 유사점이 있는지에 대한 / 그

들과 각자의 가족들 사이에

그 커플이 처음에 터놓는 이야기는 그들이 그들과 각자의 가족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유사점이 있는지에 대한 구성 개념을 형

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What each of them will remember / is selective and (a)coloured / by their family’s constructs 
system. 
그들 각자가 기억하게 될 것은 / 선택적이고 채색된다 / 그들 가족의 구성 개념 체계에 의해. 

그들 각자가 기억하게 될 것은 선택적이고 그들 가족의 구성 개념 체계에 의해 채색된다. 

In turn / it is likely / that as they tell each other their already edited stories, / there is a second 
process of editing / whereby what they both hear from each other / is again (b)interpreted / within 

관계부사w h e r e

their respective family / of origin’s construct systems. 
결국 / 가능성이 있다 / 그들이 각자에게 자신들의 이미 편집된 이야기를 들려줄 때, / 편집하는 두 번째 과정이 있게 된다 / 그

들 둘이 서로에게서 듣는 내용이 / 다시 해석되는 / 그들 각자의 가족 내에서 / 원래 구성 개념 체계의. 

결국 그들이 각자에게 자신들의 이미 편집된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들 둘이 서로에게서 듣는 내용이 그들 각자의 원가족의 구

성 개념 체계 내에서 다시 해석되는 두 번째 편집 과정이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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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wo sets of memories / — the person talking about his or her family / and the partner’s edited 
version of this story — / go into the ‘cooking-pot’ / of the couple’s new construct system. 
두 세트의 기억, / - 즉 그 사람이 자신의 가족에 관하여 하는 이야기와 / 그리고 이 이야기를 파트너가 편집한 형태 - / ‘요리용 

냄비’로 들어간다 / 그 커플의 새로운 구성 개념 시스템이라는 

두 세트의 기억, 즉 그 사람이 자신의 가족에 관하여 하는 이야기와 이 이야기를 파트너가 편집한 형태가 그 커플의 새로운 구

성 개념 시스템이라는 ‘요리용 냄비’로 들어간다. 

Subsequently, / one partner may (c)randomly recall a part / of the other’s story / as a tactic in 
negotiations: / for example, / Harry may say to Doris / that she is being ‘bossy — / just like her 
mother’. 
그 후, / 한 파트너가 일부분을 무작위로(→ 체계적으로) 상기할 수도 있다 / 상대방의 이야기의 / 협상에서 전술로 : / 예를 들

어, /  Harry는 Doris에게 말할 수도 있다 / 그녀가 남을 쥐고 흔들고’ 있다고 - / ‘그녀의 어머니처럼. 

그 후, 한 파트너가 상대방의 이야기 일부분을 무작위로(→ 체계적으로) 상기하여 협상 전술로 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Harry

는 Doris에게 그녀가 ‘그녀의 어머니처럼 남을 쥐고 흔들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Since this is probably based / on what Doris has told Harry, / this is likely / to be a very powerful 
tactic. 
이것은 아마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 Doris가 Harry에게 했던 말을, /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 매우 강력한 전략이 될. 

이것은 아마 Doris가 Harry에게 했던 말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강력한 전략이 될 가능성이 있다. 

She may protest / or attempt to rewrite this version of her story, / thereby possibly adding further 
material / that Harry could use in this way. 
그녀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 자신의 이야기의 이 버전을 다시 쓰려고 시도할 수도 있는데, / 그렇게 함으로써 어쩌면 더 많은 

자료를 추가하게 될 수도 있다 / Harry가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그녀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이야기의 이 버전을 다시 쓰려고 시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쩌면 Harry가 이

런 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더 많은 자료를 추가하게 될 수도 있다. 

These exchanges of stories / need not always / be (d)employed in such malevolent ways. 
악 의 있 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 항상 필요는 없다 / 그러한 악의 있는 방식으로 이용될. 

이야기들을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항상 그러한 악의 있는 방식으로 이용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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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reconstructed memories / can become very powerful, / to a point / where each partner may 
become confused / even about the simple (e)factual details / of what actually did happen / in their 
past. 
이러한 재구성된 기억들은 / 매우 강력할 수 있어서, / 어느 정도는 / 각 파트너가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 / 간단한 사실적 세

부 사항에 대해서조차 / 실제 정말로 일어났던 일의 / 그들의 과거에

이러한 재구성된 기억들은 매우 강력할 수 있어서, 각 파트너가 그들의 과거에 실제 정말로 일어났던 일의 간단한 사실적 세

부 사항에 대해서조차 혼란스러워하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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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e is critical / in all orchestral music. 
(음의) 조화는 매우 중요하다 / 모든 관현악에서

(음의) 조화는 모든 관현악에서 매우 중요하다. 

The most important parts / — themes or melodic lines — / should be heard clearly, / while the 
accompaniment provides support and interest / without drowning them out. 
가장 중요한 부분인 / - 주선율이나 가락은 - / 분명하게 들려야 한다, / 그 반주가 뒷받침과 감흥을 제공하는 동안에 / 그것들

을 압도하지 않으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선율이나 가락은, 반주가 그것들을 압도하지 않으면서 뒷받침해 주고 감흥을 제공하는 동안에 분명하

게 들려야 한다. 

The overall combination of sounds / should produce the right orchestral color.
소리의 전체적인 조합은 / 관현악에 제격인 음색을 만들어내야 한다.

소리의 전체적인 조합은 관현악에 제격인 음색을 만들어내야 한다.

In the past century, / some instruments have developed / in a way / that makes good balance hard 
to achieve. 
지난 세기에, / 몇몇 악기들은 발전했다 / 방식으로 / (음의) 훌륭한 조화를 이루어 내기 어렵게 하는. 

지난 세기에 몇몇 악기들은 (음의) 훌륭한 조화를 이루어 내기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In Brahms’s day, / everybody could play fortissimo / and nobody was drowned out; / otherwise he’d 
never have written fortissimo / for every instrument! 
Brahms의 시대에는, / 모두가 ‘매우 세게’ 연주할 수 있었는데도 / 들리지 않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 그렇지 않았

다면 그는 결코 ‘매우 세게’라고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 모든 악기에! 

Brahms의 시대에는 모두가‘매우 세게’ 연주할 수 있었는데도 들리지 않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그

는 결코 모든 악기에 ‘매우 세게’라고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Today in his works, / the brass needs to play / inside the sound of an orchestra, / often more quietly 
/ than is written in the score. 
오늘날 그의 작품에서, / 금관 악기는 연주되어야 한다 / 관현악단의 소리 ‘내에서’, / 흔히 더 조용하게 / 악보에 쓰인 것보다

오늘날 그의 작품에서 금관 악기는 관현악단의 소리 ‘내에서’, 흔히 악보에 쓰인 것보다 더 조용하게 연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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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brass instruments / are louder than those Brahms knew: / their tubes are bigger and wider. 
현대의 금관 악기는 / Brahms가 알았던 것들보다 더 소리가 큰데: / 그것들의 관은 크기가 더 크고 폭이 더 넓다. 

현대의 금관 악기는 Brahms가 알았던 것들보다 더 소리가 큰데, 그것들의 관은 크기가 더 크고 폭이 더 넓다. 

Conducting the New Queen’s Hall Orchestra in London / was an eyeopener. 
런던의 New Queen’s Hall Orchestra를 지휘한 것은 / 놀라운 것을 배우는 경험이었다. 

런던의 New Queen’s Hall Orchestra를 지휘한 것은 놀라운 것을 배우는 경험이었다. 

The musicians play on instruments / like those used in London in the 1920s: / gut strings, wooden 
flutes, French horns, / and narrow-bore trumpets and trombones. 

구멍,구경

그 연주자들은 악기들을 연주한다 / 1920년대에 런던에서 사용된 것 같은 악기들과 같은: / 즉, 양의 창자로 만든 현을 맨 현

악기, 목관 플루트, 프렌치 호른, / 그리고 구멍이 좁은 트럼펫과 트롬본을. 

그 연주자들은 1920년대에 런던에서 사용된 것 같은 악기 즉, 양의 창자로 만든 현을 맨 현악기, 목관 플루트, 프렌치 호른, 

그리고 구멍이 좁은 트럼펫과 트롬본을 연주한다. 

I’ve conducted a variety of pieces / with this group, / and I’ve hardly ever had to say anything / 
about balance. 
나는 다양한 작품을 지휘했는데 / 이 악단과 함께, / (음의) 거의 말할 필요가 없었다 / 조화에 대해

나는 이 악단과 함께 다양한 작품을 지휘했는데, (음의) 조화에 대해 거의 말할 필요가 없었다. 

The sound of the brass instruments / is directional, / like a bunch of white-hot needles. 
금관 악기 소리는 / 지향성이 있다, / 마치 아주 뜨겁게 달아오른 한 뭉치의 바늘처럼. 

금관 악기 소리는 마치 아주 뜨겁게 달아오른 한 뭉치의 바늘처럼 지향성이 있다. 

It’s focused, colorful, and brilliant, / but it doesn’t spread / or drown out the strings and woodwinds.
그것은 소리가 분명하고, 다채로우며, 화려하지만, / 퍼지지도 않고 / 현악기와 목관 악기를 압도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소리가 분명하고, 다채로우며, 화려하지만, 퍼지지도 않고 현악기와 목관 악기를 압도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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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a painting, / cut it into pieces / and rearrange the bits. 
그림을 한 장 가져와서, / 그것을 조각조각 자르고 / 작은 조각들을 재배열하라. 

그림을 한 장 가져와서, 그것을 조각조각 자르고 작은 조각들을 재배열하라. 

How much do you have to change it / before the end result is your work / and no longer 
something / made by someone else? 
얼마나 많이 여러분은 바꾸어야 하는가 / 최종 결과가 여러분의 작품이 되기 전에 / 더 이상은 어떤 것이 아니고 / 다른 누군가

가 만든? 

최종 결과가 더 이상은 다른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작품이 되려면 얼마나 많이 바꾸어야 하는가? 

Does it help / if more people like your collage / than liked the (a)original painting? 
 도움이 될까 / 만일 더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콜라주를 좋아한다면 / 원래의 그림을 좋아한 사람들보다? 

만일 원래의 그림을 좋아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콜라주를 좋아한다면 도움이 될까? 

Can the collage be / a genuinely new piece of art? 
그 콜라주는 될 수 있을까 / 진정으로 새로운 예술 작품이? 

그 콜라주는 진정으로 새로운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을까? 

By the end of the seventies, / DJs knew / that the remix could go further / than just make a song / 
more functional for the dancefloor. 
70년대의 끝 무렵, / DJ들은 알았다 / 리믹스가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 단지 한 노래를 만드는 것 보다 / 댄스 무대에서  

더 ‘기능을 발휘하게’ 

70년대의 끝 무렵, DJ들은 리믹스가 댄스 무대에서 단지 더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데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It also offered them a route / into the record industry / and the means to finally gain recognition / as 
creative artists. 
그것은 또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했다 / 음반 업계로 /  그들에게 결국 인정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 창조적인 예술가

로서의

그것은 또한 그들에게 음반 업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과 결국 창조적인 예술가로서의 인정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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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removing stylistic twists, / they could give a song the precise musical flavor / they wanted, / 
and if their enhancements were individual enough, / these would mark out the remixer / — rather 

개 성 적 인

than the original writer/musician — / as the creative force behind a track. 
양식상의 비틀기를 제거함(→ 더함)으로써, / 그들은 노래에 정확한 음악적인 맛을 줄 수 있었고 / 자신들이 원하는 바로, / 그

리고 만일 그들의 향상한 부분이 충분히 개성적이면, / 이러한 것들은 리믹스를 한 사람을 표시하도록 했다 / — 원래의 저작

자/음악가보다는 — / 트랙 이면에 창조의 힘(만든 이)으로. 

양식상의 비틀기를 제거함(→ 더함)으로써, 그들은 노래에 자신들이 원하는 바로 정확한 음악적인 맛을 줄 수 있었고, 만일 

그들의 향상한 부분이 충분히 개성적이면, 이러한 것들은 리믹스를 한 사람 — 원래의 저작자/음악가보다는 — 을 트랙 이면

에 창조의 힘(만든 이)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If their particular flavor / was reasonably consistent / over a series of records, / a remixer could 
even (c)develop a “sound,” / just like any other recording artist. 
만일 그들의 특유한 맛이 / 상당히 일관된다면 / 일련의 음반을 통틀어, / 리믹스를 한 사람은 심지어 ‘소리’를 개발 할 수도 있

었다, / 음반을 취입한 다른 예술가들처럼.

만일 그들의 특유한 맛이 일련의 음반을 통틀어 상당히 일관된다면, 리믹스를 한 사람은, 음반을 취입한 다른 예술가들처럼, 

심지어 ‘소리’를 개발 할 수도 있었다. 

And since a DJ’s remixes were usually based / on the kind of music he chose to play / when he 
performed in a club, / the musical style (d)evident on his remixes / would serve to reinforce / and 
further distinguish / the musical style of his DJing, / and vice versa. 
그리고 DJ의 리믹스 작품들이 대개 기반해 있으므로 / 그가 틀기 위해 선곡한 종류의 음악에 / 그가 클럽에서 공연할 때, / 그

의 리믹스 작품에 분명한 음악적인 스타일은 /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 그리고  더 나아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

었을 것이다 / 그의 디제잉의 음악적인 양식을, / 그 역도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리고 DJ의 리믹스 작품들이 대개 그가 클럽에서 공연할 때 틀기 위해 선곡한 종류의 음악에 기반해 있으므로 그의 리믹스 

작품에 분명한 음악적인 스타일은 그의 디제잉의 음악적인 양식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그 

역도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Through remixing, / the DJ had a way / of pushing his music in a (e)distinctive direction, / both on 
the dancefloor and in the studio.
리믹싱을 통해, / DJ는 방법을 가졌다 / 뚜렷이 구별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음악을 밀고 갈, / 댄스 무대와 녹음실 두 곳에서 모두 .

리믹싱을 통해 DJ는, 댄스 무대와 녹음실 두 곳에서 모두, 자신의 음악을 뚜렷이 구별되는 방향으로 밀고 갈 방법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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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couple start to form a relationship, / they can be seen to develop a set of constructs /  about 
their own relationship / and, in particular, how it is similar or different / to their parents’ relationship. 
직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e couple’s initial disclosures / involve them forming constructs / about how much similarity there 
is / between them and each other’s families. 
직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hat each of them will remember / is selective and (a)coloured / by their family’s constructs 
system. 
직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 turn / it is likely / that as they tell each other their already edited stories, / there is a second 
process of editing / whereby what they both hear from each other / is again (b)interpreted / within 
their respective family / of origin’s construct systems. 
직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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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wo sets of memories / — the person talking about his or her family / and the partner’s edited 
version of this story — / go into the ‘cooking-pot’ / of the couple’s new construct system. 
직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ubsequently, / one partner may (c)randomly recall a part / of the other’s story / as a tactic in 
negotiations: / for example, / Harry may say to Doris / that she is being ‘bossy — / just like her 
mother’. 
직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nce this is probably based / on what Doris has told Harry, / this is likely / to be a very powerful 
tactic. 
직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he may protest / or attempt to rewrite this version of her story, / thereby possibly adding further 
material / that Harry could use in this way. 
직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ese exchanges of stories / need not always / be (d)employed in such malevolent ways. 
직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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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reconstructed memories / can become very powerful, / to a point / where each partner may 
become confused / even about the simple (e)factual details / of what actually did happen / in their 
past. 
직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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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e is critical / in all orchestral music. 
직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e most important parts / — themes or melodic lines — / should be heard clearly, / while the 
accompaniment provides support and interest / without drowning them out. 
직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e overall combination of sounds / should produce the right orchestral color.
직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 the past century, / some instruments have developed / in a way / that makes good balance hard 
to achieve. 
직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 Brahms’s day, / everybody could play fortissimo / and nobody was drowned out; / otherwise he’d 
never have written fortissimo / for every instrument! 
직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oday in his works, / the brass needs to play / inside the sound of an orchestra, / often more quietly 
/ than is written in the score. 
직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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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brass instruments / are louder than those Brahms knew: / their tubes are bigger and wider. 
직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nducting the New Queen’s Hall Orchestra in London / was an eyeopener. 
직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e musicians play on instruments / like those used in London in the 1920s: / gut strings, wooden 
flutes, French horns, / and narrow-bore trumpets and trombones. 
직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ve conducted a variety of pieces / with this group, / and I’ve hardly ever had to say anything / 
about balance. 
직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e sound of the brass instruments / is directional, / like a bunch of white-hot needles. 
직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t’s focused, colorful, and brilliant, / but it doesn’t spread / or drown out the strings and woodwinds.
직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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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a painting, / cut it into pieces / and rearrange the bits. 
직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ow much do you have to change it / before the end result is your work / and no longer 
something / made by someone else? 
직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oes it help / if more people like your collage / than liked the (a)original painting? 
직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an the collage be / a genuinely new piece of art? 
직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y the end of the seventies, / DJs knew / that the remix could go further / than just make a song / 
more functional for the dancefloor. 
직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t also offered them a route / into the record industry / and the means to finally gain recognition / as 
creative artists. 
직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부교재 워크북
정답 / 해석 / 영작

update 2020. 9. 22.

수능특강 라이트 2019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By (b)removing stylistic twists, / they could give a song the precise musical flavor / they wanted, / 
and if their enhancements were individual enough, / these would mark out the remixer / — rather 
than the original writer/musician — / as the creative force behind a track. 
양식상의 비틀기를 제거함(→ 더함)으로써, / 그들은 노래에 정확한 음악적인 맛을 줄 수 있었고 / 자신들이 원하는 바로, / 그

리고 만일 그들의 향상한 부분이 충분히 개성적이면, / 이러한 것들은 리믹스를 한 사람을 표시하도록 했다 / — 원래의 저작

자/음악가보다는 — / 트랙 이면에 창조의 힘(만든 이)으로. 

양식상의 비틀기를 제거함(→ 더함)으로써, 그들은 노래에 자신들이 원하는 바로 정확한 음악적인 맛을 줄 수 있었고, 만일 

그들의 향상한 부분이 충분히 개성적이면, 이러한 것들은 리믹스를 한 사람 — 원래의 저작자/음악가보다는 — 을 트랙 이면

에 창조의 힘(만든 이)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If their particular flavor / was reasonably consistent / over a series of records, / a remixer could 
even (c)develop a “sound,” / just like any other recording artist. 
직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nd since a DJ’s remixes were usually based / on the kind of music he chose to play / when he 
performed in a club, / the musical style (d)evident on his remixes / would serve to reinforce / and 
further distinguish / the musical style of his DJing, / and vice versa. 
직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rough remixing, / the DJ had a way / of pushing his music in a (e)distinctive direction, / both on 
the dancefloor and in the studio.
직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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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한 커플이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할 때, / 그들이 일련의 구성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 그

리고 특히 그것(그들의 관계)이 어떻게 비슷하거나 다른지에 대해 / 그들의 부모의 관계와. 

한 커플이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특히 그것(그들의 관계)이 그들의 부모의 관계와 

어떻게 비슷하거나 다른지에 대해 일련의 구성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 커플이 처음에 터놓는 이야기는 / 그들이 구성 개념을 형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 얼마나 많은 유사점이 있는지에 대한 / 그

들과 각자의 가족들 사이에

그 커플이 처음에 터놓는 이야기는 그들이 그들과 각자의 가족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유사점이 있는지에 대한 구성 개념을 형

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들 각자가 기억하게 될 것은 / 선택적이고 채색된다 / 그들 가족의 구성 개념 체계에 의해. 

그들 각자가 기억하게 될 것은 선택적이고 그들 가족의 구성 개념 체계에 의해 채색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국 / 가능성이 있다 / 그들이 각자에게 자신들의 이미 편집된 이야기를 들려줄 때, / 편집하는 두 번째 과정이 있게 된다 / 그

들 둘이 서로에게서 듣는 내용이 / 다시 해석되는 / 그들 각자의 가족 내에서 / 원래 구성 개념 체계의. 

결국 그들이 각자에게 자신들의 이미 편집된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들 둘이 서로에게서 듣는 내용이 그들 각자의 원가족의 구

성 개념 체계 내에서 다시 해석되는 두 번째 편집 과정이 있게 된다. 

15



부교재 워크북
정답 / 해석 / 영작

update 2020. 9. 22.

수능특강 라이트 2019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두 세트의 기억, / - 즉 그 사람이 자신의 가족에 관하여 하는 이야기와 / 그리고 이 이야기를 파트너가 편집한 형태 - / ‘요리용 

냄비’로 들어간다 / 그 커플의 새로운 구성 개념 시스템이라는 

두 세트의 기억, 즉 그 사람이 자신의 가족에 관하여 하는 이야기와 이 이야기를 파트너가 편집한 형태가 그 커플의 새로운 구

성 개념 시스템이라는 ‘요리용 냄비’로 들어간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 후, / 한 파트너가 일부분을 무작위로(→ 체계적으로) 상기할 수도 있다 / 상대방의 이야기의 / 협상에서 전술로 : / 예를 들

어, /  Harry는 Doris에게 말할 수도 있다 / 그녀가 남을 쥐고 흔들고’ 있다고 - / ‘그녀의 어머니처럼. 

그 후, 한 파트너가 상대방의 이야기 일부분을 무작위로(→ 체계적으로) 상기하여 협상 전술로 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Harry

는 Doris에게 그녀가 ‘그녀의 어머니처럼 남을 쥐고 흔들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것은 아마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 Doris가 Harry에게 했던 말을, /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 매우 강력한 전략이 될. 

이것은 아마 Doris가 Harry에게 했던 말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강력한 전략이 될 가능성이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녀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 자신의 이야기의 이 버전을 다시 쓰려고 시도할 수도 있는데, / 그렇게 함으로써 어쩌면 더 많은 

자료를 추가하게 될 수도 있다 / Harry가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그녀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이야기의 이 버전을 다시 쓰려고 시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쩌면 Harry가 이

런 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더 많은 자료를 추가하게 될 수도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야기들을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 항상 필요는 없다 / 그러한 악의 있는 방식으로 이용될. 

이야기들을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항상 그러한 악의 있는 방식으로 이용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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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러한 재구성된 기억들은 / 매우 강력할 수 있어서, / 어느 정도는 / 각 파트너가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 / 간단한 사실적 세

부 사항에 대해서조차 / 실제 정말로 일어났던 일의 / 그들의 과거에

이러한 재구성된 기억들은 매우 강력할 수 있어서, 각 파트너가 그들의 과거에 실제 정말로 일어났던 일의 간단한 사실적 세

부 사항에 대해서조차 혼란스러워하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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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음의) 조화는 매우 중요하다 / 모든 관현악에서

(음의) 조화는 모든 관현악에서 매우 중요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장 중요한 부분인 / - 주선율이나 가락은 - / 분명하게 들려야 한다, / 그 반주가 뒷받침과 감흥을 제공하는 동안에 / 그것들

을 압도하지 않으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선율이나 가락은, 반주가 그것들을 압도하지 않으면서 뒷받침해 주고 감흥을 제공하는 동안에 분명하

게 들려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리의 전체적인 조합은 / 관현악에 제격인 음색을 만들어내야 한다.

소리의 전체적인 조합은 관현악에 제격인 음색을 만들어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난 세기에, / 몇몇 악기들은 발전했다 / 방식으로 / (음의) 훌륭한 조화를 이루어 내기 어렵게 하는. 

지난 세기에 몇몇 악기들은 (음의) 훌륭한 조화를 이루어 내기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rahms의 시대에는, / 모두가 ‘매우 세게’ 연주할 수 있었는데도 / 들리지 않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 그렇지 않았

다면 그는 결코 ‘매우 세게’라고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 모든 악기에! 

Brahms의 시대에는 모두가‘매우 세게’ 연주할 수 있었는데도 들리지 않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그

는 결코 모든 악기에 ‘매우 세게’라고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오늘날 그의 작품에서, / 금관 악기는 연주되어야 한다 / 관현악단의 소리 ‘내에서’, / 흔히 더 조용하게 / 악보에 쓰인 것보다

오늘날 그의 작품에서 금관 악기는 관현악단의 소리 ‘내에서’, 흔히 악보에 쓰인 것보다 더 조용하게 연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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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라이트 2019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대의 금관 악기는 / Brahms가 알았던 것들보다 더 소리가 큰데: / 그것들의 관은 크기가 더 크고 폭이 더 넓다. 

현대의 금관 악기는 Brahms가 알았던 것들보다 더 소리가 큰데, 그것들의 관은 크기가 더 크고 폭이 더 넓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런던의 New Queen’s Hall Orchestra를 지휘한 것은 / 놀라운 것을 배우는 경험이었다. 

런던의 New Queen’s Hall Orchestra를 지휘한 것은 놀라운 것을 배우는 경험이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 연주자들은 악기들을 연주한다 / 1920년대에 런던에서 사용된 것 같은 악기들과 같은: / 즉, 양의 창자로 만든 현을 맨 현

악기, 목관 플루트, 프렌치 호른, / 그리고 구멍이 좁은 트럼펫과 트롬본을. 

그 연주자들은 1920년대에 런던에서 사용된 것 같은 악기 즉, 양의 창자로 만든 현을 맨 현악기, 목관 플루트, 프렌치 호른, 

그리고 구멍이 좁은 트럼펫과 트롬본을 연주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는 다양한 작품을 지휘했는데 / 이 악단과 함께, / (음의) 거의 말할 필요가 없었다 / 조화에 대해

나는 이 악단과 함께 다양한 작품을 지휘했는데, (음의) 조화에 대해 거의 말할 필요가 없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금관 악기 소리는 / 지향성이 있다, / 마치 아주 뜨겁게 달아오른 한 뭉치의 바늘처럼. 

금관 악기 소리는 마치 아주 뜨겁게 달아오른 한 뭉치의 바늘처럼 지향성이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것은 소리가 분명하고, 다채로우며, 화려하지만, / 퍼지지도 않고 / 현악기와 목관 악기를 압도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소리가 분명하고, 다채로우며, 화려하지만, 퍼지지도 않고 현악기와 목관 악기를 압도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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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17[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을 한 장 가져와서, / 그것을 조각조각 자르고 / 작은 조각들을 재배열하라. 

그림을 한 장 가져와서, 그것을 조각조각 자르고 작은 조각들을 재배열하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얼마나 많이 여러분은 바꾸어야 하는가 / 최종 결과가 여러분의 작품이 되기 전에 / 더 이상은 어떤 것이 아니고 / 다른 누군가

가 만든? 

최종 결과가 더 이상은 다른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작품이 되려면 얼마나 많이 바꾸어야 하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움이 될까 / 만일 더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콜라주를 좋아한다면 / 원래의 그림을 좋아한 사람들보다? 

만일 원래의 그림을 좋아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콜라주를 좋아한다면 도움이 될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 콜라주는 될 수 있을까 / 진정으로 새로운 예술 작품이? 

그 콜라주는 진정으로 새로운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을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0년대의 끝 무렵, / DJ들은 알았다 / 리믹스가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 단지 한 노래를 만드는 것 보다 / 댄스 무대에서  

더 ‘기능을 발휘하게’ 

70년대의 끝 무렵, DJ들은 리믹스가 댄스 무대에서 단지 더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데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것은 또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했다 / 음반 업계로 /  그들에게 결국 인정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 창조적인 예술가

로서의

그것은 또한 그들에게 음반 업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과 결국 창조적인 예술가로서의 인정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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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양식상의 비틀기를 제거함(→ 더함)으로써, / 그들은 노래에 정확한 음악적인 맛을 줄 수 있었고 / 자신들이 원하는 바로, / 그

리고 만일 그들의 향상한 부분이 충분히 개성적이면, / 이러한 것들은 리믹스를 한 사람을 표시하도록 했다 / — 원래의 저작

자/음악가보다는 — / 트랙 이면에 창조의 힘(만든 이)으로. 

양식상의 비틀기를 제거함(→ 더함)으로써, 그들은 노래에 자신들이 원하는 바로 정확한 음악적인 맛을 줄 수 있었고, 만일 

그들의 향상한 부분이 충분히 개성적이면, 이러한 것들은 리믹스를 한 사람 — 원래의 저작자/음악가보다는 — 을 트랙 이면

에 창조의 힘(만든 이)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만일 그들의 특유한 맛이 / 상당히 일관된다면 / 일련의 음반을 통틀어, / 리믹스를 한 사람은 심지어 ‘소리’를 개발 할 수도 있

었다, / 음반을 취입한 다른 예술가들처럼.

만일 그들의 특유한 맛이 일련의 음반을 통틀어 상당히 일관된다면, 리믹스를 한 사람은, 음반을 취입한 다른 예술가들처럼, 

심지어 ‘소리’를 개발 할 수도 있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리고 DJ의 리믹스 작품들이 대개 기반해 있으므로 / 그가 틀기 위해 선곡한 종류의 음악에 / 그가 클럽에서 공연할 때, / 그

의 리믹스 작품에 분명한 음악적인 스타일은 /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 그리고  더 나아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

었을 것이다 / 그의 디제잉의 음악적인 양식을, / 그 역도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리고 DJ의 리믹스 작품들이 대개 그가 클럽에서 공연할 때 틀기 위해 선곡한 종류의 음악에 기반해 있으므로 그의 리믹스 

작품에 분명한 음악적인 스타일은 그의 디제잉의 음악적인 양식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그 

역도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리믹싱을 통해, / DJ는 방법을 가졌다 / 뚜렷이 구별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음악을 밀고 갈, / 댄스 무대와 녹음실 두 곳에서 모두 .

리믹싱을 통해 DJ는, 댄스 무대와 녹음실 두 곳에서 모두, 자신의 음악을 뚜렷이 구별되는 방향으로 밀고 갈 방법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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