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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1년 9월 고1_21번]

A 밑줄 친 “matter out of plac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1

Nothing is trash by nature. 
본 래

어떤 것도 본래부터 쓰레기인 것은 없다. 

Anthropologist Mary Douglas brings back and analyzes / 
소 환 한 다 분 석 한 다

the common saying that dirt is “matter out of place.” 
말

인류학자 Mary Douglas는 소환하여 해석한다 / 더러운 것은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은 물체”라는 흔히 하는 말을. 

Dirt is relative, / she emphasizes. 
강 조 한 다

더러운 것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 그녀는 강조한다. 

“Shoes are not dirty in themselves, / but it  is dirty to  
그 자 체 로 가주어 진주어

place them on the dining table; / food is not dirty in itself, / 

but it is dirty to  leave pots and pans in the bedroom, / or 
진주어 냄 비 팬

food all over clothing; / similarly, bathroom items in the 

living room; / clothing lying on chairs; / outdoor things 
실 외 물 품 들

placed indoors; / upstairs things downstairs, and so on.” 

“신발은 그 자체로는 더럽지 않지만, / 식탁 위에 놓여있을 때 더러운 것이

며; / 음식은 그 자체로는 더럽지 않지만, / 그러나 침실에 냄비와 팬을 놓

아둔다면, / 혹은 음식이 옷에 다 묻어 있을 때; / 유사하게, 거실에 있는 

욕실용품; / 의자 위에 놓여 있는 옷; / 실내에 있는 실외 물품들; / 아래층

에 있는 위층 물건들, 등등이 더러운 것이다.” 

더러운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어떤 것도 본래부터 쓰레기인 것은 없다. 인

류학자 Mary Douglas는 더러운 것은 “제자

리에 놓여있지 않은 물체”라는 흔히 하는 말

을 소환하여 해석했다. 더러운 것은 상대적

인 것이라고 그녀는 강조한다. “신발은 그 자

체로는 더럽지 않지만, 식탁 위에 놓여있을 

때 더러운 것이며, 음식은 그 자체로는 더럽

지 않지만, 침실에 냄비와 팬을 놓아둔다면, 

혹은 음식이 옷에 다 묻어 있을 때, 유사하게, 

거실에 있는 욕실용품, 의자 위에 놓여 있는 

옷, 실내에 있는 실외 물품들, 아래층에 있는 

위층 물건들, 등등이 더러운 것이다.” 

•trash ⓝ 쓰레기

•anthropologist ⓝ 인류학자

•bring back 소환하다

•analyze ⓥ 분석하다

•common ⓐ 흔한, 일반적인

•relative ⓐ 상대적인

•emphasize ⓥ 강조하다

•indoors ad 실내에서

 ⑤ a thing that is not in ord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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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ing the dirty from the clean / ― removing the shoes 
분 류 하 는 것 깨끗한 것 e l i m i n a t i n g

from the table, putting the dirty clothing in the washing 

machine ― / involves systematic ordering and 
정 리

classifying. 
분 류

깨끗한 것으로부터 더러운 것을 분류하는 것 / ― 식탁에서 신발을 치우

는 것, 세탁기에 더러운 옷을 넣는 것 ― / 은 체계적인 정리와 분류를 포

함하는 것이다. 

Eliminating dirt is thus a positive process.
제거하는 것 removing negative (X)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은 그러므로 긍정적인 과정이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류하는 것 ― 식

탁에서 신발을 치우는 것, 세탁기에 더러운 

옷을 넣는 것 ― 은 체계적인 정리와 분류를 

포함하는 것이다.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

은 그러므로 긍정적인 과정이다.

•systematic ⓐ 체계적인

•classify ⓥ 분류하다

•eliminate ⓥ 제거하다

•process ⓝ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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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2021년 6월 고1_21번]

1. 밑줄 친 want to use a hammer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

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1

 

We have a tendency / to interpret events selectively. 
해 석 하 다 선 택 적 으 로

우리는 경향이 있다 / 사건을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have a tendency to = tend to

If we want things to be “this way” or “that way” / we can 

most certainly select, stack, or arrange evidence / in a 
쌓 다 배 열 하 다 증 거 를

way that supports such a viewpoint. 
방식으로 뒷 받 침 하 는

만약 우리가 일이 “이렇게” 또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 우리는 틀림

없이 증거를 선택하거나 쌓거나 배열할 수 있다 / 그러한 관점을 뒷받침하

는 방식으로. 

Selective perception is based / on what seems to us to 
지 각 , 인 식

stand out. 
두드러지다

선택적인 지각은 기반을 둔다 / 우리에게 두드러져 보이는 것에. 

However, / what seems to us to be standing out may 

very well be related / to our goals, interests, 
관 련 되 다

expectations, past experiences, or current demands of the 
현 재 의

situation / — “with a hammer  in hand, everything looks 
망치를 손에 들고 있으면

like a nail.” 

그러나, / 우리에게 두드러져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관련 있을지도 모른

다  / 우리의 목표, 관심사, 기대, 과거의 경험 또는 상황에 대한 현재의 요

구와 / ― “망치를 손에 들고 있으면, 모든 것은 못처럼 보인다.” 

선택적인 지각

우리는 사건을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우리가 일이 “이렇게” 또는 “그렇

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러

한 관점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선택

하거나 쌓거나 배열할 수 있다. 선택적인 지

각은 우리에게 두드러져 보이는 것에 기반을 

둔다. 그러나 우리에게 두드러져 보이고 있

는 것은 우리의 목표, 관심사, 기대, 과거의 

경험 또는 상황에 대한 현재의 요구와 매우 

관련 있을지도 모른다 ― “망치를 손에 들고 

있으면, 모든 것은 못처럼 보인다.”

tendency 경향, 성향 

interpret 해석하다

selectively 선택적으로 

stack 쌓다

arrange 배열하다 

viewpoint 관점

perception 지각, 인식 

stand out 두드러지다, 눈에 띄다

expectation 기대 

current 현재의

hammer 망치 

nail 못

quote 인용문 

highlight 강조하다

phenomenon 현상 

 ③ intend to do something in a certain wa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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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quote highlights the phenomenon of selective 

인 용 문 강 조 한 다 현 상 선 택 적 지 각

perception. 

이 인용문은 선택적 지각의 현상을 강조한다. 

If we want to use a hammer, / then the world around us 

may begin to look / as though it is full of nails! 

만약 우리가 망치를 사용하기를 원하면, / 우리 주변의 세상은 보이기 시

작할지도 모른다 / 마치 못으로 가득 찬 것처럼! 

이 인용문은 선택적 지각의 현상을 강조한

다. 만약 우리가 망치를 사용하기를 원하면, 

우리 주변의 세상은 못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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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3월 고1_21번]

2. 밑줄 친 translate it from the past tense to the future 

tens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

Get past the ‘I wish I hadn’t done that!’ reaction. 

‘내가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반응을 넘어서라.

If the disappointment you’re feeling is linked / to an exam 

you didn’t pass / because you didn’t study for it, / or a job 

you didn’t get because you said silly things at the 

interview, / or a person you didn’t impress / because you 

took entirely the wrong approach, / accept that it’s 

happened now. 

만일 여러분이 느끼는 실망이 연관되어 있다면 / 통과하지 못한 시험 / 시

험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 또는 면접에서 바보 같은 말을 해서 얻지 

못한 일자리, / 또는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 사람 / 완전히 잘못된 접근 방

법을 택하는 바람에, / 이제는 그 일이 ‘일어나 버렸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The only value of ‘I wish I hadn’t done that!’ / is that you’ll 

know better what to do next time.

‘내가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의 유일한 가치는 / 다음에 무엇을 할

지 더 잘 알게 되리라는 점이다.

지난 일들의 후회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

‘내가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반

응을 넘어서라. 만일 여러분이 느끼는 실망

이 시험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한 시험, 면접에서 바보 같은 말을 해서 얻

지 못한 일자리, 또는 완전히 잘못된 접근 방

법을 택하는 바람에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면, 이제는 그 일이 ‘일

어나 버렸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내가 그것

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의 유일한 가치는 

다음에 무엇을 할지 더 잘 알게 되리라는 점

이다.

reaction 반응 

disappointment 실망

be linked to ~과 연관되다 

pass 통과하다, silly 바보 같은 

interview 면접, 인터뷰

impress 좋은 인상을 주다 

entirely 완전히, 전적으로

wrong 잘못된 , approach 접근 방법

accept 받아들이다 , value 가치

pay-off 이득 , useful 유용한

significant 의미가 있는, 중요한 

virtual 가상의

work ~ out ~을 파악하다 

translate 바꾸다, 번역하다, 고치다

situation 상황

 ② get over regrets and plan for next tim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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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arning payoff is useful and significant. // This ‘if only 

I ...’ agenda is virtual. 

배움으로 얻게 되는 이득은 유용하고 의미가 있다. // 이러한 ‘내가 …하기

만 했다면’이라는 의제는 가상의 것이다.

Once you have worked that out, / it’s time to translate it / 

from the past tense to the future tense: 

여러분이 그것을 파악했다면, / 이제 그것을 바꿀 때이다 / 과거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Next time I’m in this situation, / I’m going to try to ...’.

‘다음에 내가 이 상황일 때, / 나는 …하려고 할 것이다.’

*agenda: 의제 **tense: 시제

배움으로 얻게 되는 이득은 유용하고 의미가 

있다. 이러한 ‘내가 …하기만 했다면’이라는 

의제는 가상의 것이다. 여러분이 그것을 파악

했다면, 이제 그것을 과거 시제에서 미래 시

제로 바꿀 때이다: ‘다음에 내가 이 상황일 때 

나는 …하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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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 11월 고1_21번]

3. 밑줄 친 popped out of the box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

장 적절한 것은?1

With the Internet, / everything changed. 

인터넷의 등장으로 / 모든 것이 변했다. 

Product problems, overpromises, the lack of customer 
제 품 문 제 과 잉 약 속 고 객 지 원 부 족

support, differential pricing / ― all of the issues / that 
가 격 차 등

customers actually experienced / from a marketing 

organization suddenly popped out of the box. 
갑 자 기

제품 문제, 과잉 약속, 고객 지원 부족, 가격 차등과 같은 / 모든 문제가 / 

소비자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 마케팅 조직으로부터 / 

상자 밖으로 갑자기 튀어나왔다 

No longer were there / any controlled communications / 
통 제 된 의 사 소 통

or even business systems. 
사 업 체 계

더는 존재하지 않았다 / 통제된 의사소통이나 / 사업 체계조차  

Consumers could generally learn / through the Web / 

whatever they wanted to know / about a company, its 

products, its competitors, its distribution systems, / and, 
경 쟁 사 유 통 체 계

most of all, / its truthfulness / when talking about its 
무엇보다도 진 정 성

products and services. 

소비자들은 보통 알 수 있었다 / 인터넷을 통해 / 그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든 / 한 회사와 그곳의 제품, 경쟁사, 유통 체계 /

그리고 무엇보다도 / 진정성에 대해 / 그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관해 이

야기할 때의 

소비자들의 공론의 장인 인터넷

인터넷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변했다. 제품문

제, 과잉 약속, 고객 지원 부족, 가격 차등과 

같은 소비자들이 마케팅 조직으로부터 실제

로 경험했던 모든 문제가 갑자기 상자 밖으

로 튀어나왔다. 통제된 의사소통이나 사업 체

계조차 더는 존재하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한 회사와 그곳의 제품, 경쟁사, 유통 체계 그

리고 무엇보다도 그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관해 이야기할 때의 진정성에 대해 그들이 알

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든 인터넷을 통해 

보통 알 수 있었다. 

product 제품, 상품 

overpromise 과잉 약속

customer 고객 

support 지원

organization 조직 

pop 튀어나오다

controlled 통제된 

communication 의사소통

competitor 경쟁사 

distribution 유통, 분배

truthfulness 진정성 

forum (토론의) 장(場)

compare 비교하다 

instantly 즉시

 ① could not be kept secret anymor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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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as important, / the Internet opened up a forum / for 

customers to compare / products, experiences, and 

values with other customers / easily and quickly. 그만큼이나 

중요하게도, / 인터넷은 장(場)을 열었다 / 소비자들이 비교할 수 있는 / 제

품, 경험 그리고 가치를 다른 소비자들과 / 쉽고 빠르게 

Now the customer had a way / to talk back to the 

marketer / and to do so / through public forums instantly. 
공론의 장을 통 해 서

이제 소비자는 수단을 가졌다 / 마케터에게 대응하고 / 그렇게 하는 / 즉

시 공론의 장을 통해

  differential pricing: 가격 차등

그만큼이나 중요하게도, 인터넷은 소비자들

이 제품, 경험 그리고 가치를 다른 소비자들

과 쉽고 빠르게 비교할 수 있는 장(場)을 열었

다. 이제 소비자는 마케터에게 대응하고 즉

시 공론의 장을 통해 그렇게 하는 수단을 가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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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년 9월 고1_21번]

4. 밑줄 친 have that same scenario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1

There are more than 700 million cell phones / used in the 

US today / and at least 140 million of those cell phone 
적 어 도

users / will abandon their current phone for a new phone 
버 리 다

every 14 – 18 months. 
~ 마 다

휴대 전화가 7억 개가 넘고 / 오늘날 미국에서 사용되는 / 그리고 이 휴대

전화 사용자들 중 적어도 1억 4천만 명은 / 새 휴대 전화를 위해 14-18개

월마다 그들의 현재 휴대 전화를 버릴 것이다. 

I’m not one of those people / who just “must” have the 

latest  phone. 
최신 휴대전화

나는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은 아니다 / 최신휴대 전화를 ‘반드시’ 가져야 하

는.

Actually, / I use my cell phone until the battery no longer 
더 이상 ~ 않다

holds a good  charge. 
충전이 잘 되다

사실, / 나는 배터리가 더 이상 충전이 잘되지 않을 때까지 내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At that point, it’s time. 

그때라면 때가 된 것이다. 

So I figure / I’ll just get a replacement battery. 
생 각 한 다 사 다 교 체 용 배 터 리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 그저 교체용 배터리를 사야겠다고. 

고장 나지 않은 휴대 전화 교체의 문제점

오늘날 미국에서 사용되는 휴대 전화가 7억 

개가 넘고 이 휴대전화 사용자들 중 적어도 1

억 4천만 명은 새 휴대 전화를 위해 14-18개

월마다 그들의 현재 휴대 전화를 버릴 것이

다. 나는 최신휴대 전화를 ‘반드시’ 가져야 하

는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은 아니다. 사실 나

는 배터리가 더 이상 충전이 잘되지 않을 때

까지 내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그때라면 때

가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저 교체용 배터

리를 사야겠다고 생각한다.

at least 적어도 

abandon 버리다

current 현재의 

latest 최신의

charge 충전 

figure 생각하다, 판단하다

manufacture 생산하다 

feature 기능

typical 전형적인 

justification 정당화

example 예, 사례 

countless 무수한

take the lead 선두에 있다 

when it comes to ~에 관한 한

 ④ are driven to change their still usable cell phon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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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But I’m told / that battery is no longer made and the 

들 었 다

phone is no longer manufactured / because there’s 
제 조 된 다

newer technology and better features in the latest phones.

그러나 나는 듣게 된다 / 그 배터리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그 휴대 

전화는 더 이상 제조되지 않는다고 / 최신 휴대 전화에 더 새로운 기술과 

더 나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That’s a typical justification. 
전 형 적 인 정 당 화

그것이 전형적인 정당화이다.

The phone wasn’t even that old; / maybe a little over one 
심 지 어 그렇게

year? 

그 휴대 전화는 심지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 아마도 1년 좀 넘게?

I’m just one example. 

나는 단지 한 사례일 뿐이다.

Can you imagine / how many countless other people 
수 많 은

have that same scenario?
똑같은 시나리오

당신은 상상할 수 있는가 / 얼마나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시

나리오를 갖는지? 

 No wonder / cell phones take  the lead when it comes 
~하는 것이 당연하다 선두에 있다

to “e-waste.”

놀랍지 않다 / ‘전자 쓰레기’에 대해서는, 휴대 전화가 선두에 있다는 것은.

그러나 나는 그 배터리가 더 이상 만들어지

지 않고, 최신 휴대 전화에 더 새로운 기술과 

더 나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휴대 전화

는 더 이상 제조되지 않는다고 듣게 된다. 그

것이 전형적인 정당화이다. 그 휴대 전화는 

심지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아마도 1년 

좀 넘게? 나는 단지 한 사례일 뿐이다. 얼마

나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시나리

오를 갖는지 당신은 상상할 수 있는가? ‘전

자 쓰레기’에 대해서는, 휴대 전화가 선두에 

있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

~에 관하여,~와 관련하여: about / 

regarding / as to / concerning / when it 

comes to / as for /  in regard to[with] / 

in respect to / as regards / as 

respects / with[in] reference to

No wonder that ~: ~은 당연하다

= It is natural th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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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5 [2020년 6월 고1_21번]

5. 밑줄 친 by reading a body language dictionary가 의미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1

Authentic, effective body language / is more than the sum 
믿 을 만 한 효 과 적 인 합 계

of individual signals. 
개 별 신 호

실효성 있는, 효과적인 몸짓 언어는 / 개별 전달 신호의 합계 이상이다. 

When people work from this rote -memory, dictionary 
기계적 암기 사 전 적 접 근 법

approach, / they stop seeing the bigger picture, / all the 
to see (X)

diverse aspects of social perception. 
다양한 various 측 면 사 회 적 인 식

사람들이 사전식 접근법과 같은, 기계적 암기로부터 의사 전달을 할 때, / 

그들은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된다, / 즉 사회적 인식의 모든 다양한 

측면을.

Instead, / they see a person with crossed arms / and 
팔 짱 을 낀

think, “Reserved, angry.” 
과 묵 하 고 화 가 난

대신, / 그들은 팔짱을 낀 사람을 보고 / ‘과묵하고, 화가 난’ 것으로 생각한

다. 

They see a smile and think, “Happy.” 

그들은 미소를 보고 ‘행복한’것으로 생각한다.

They use a firm handshake to show other people / “who 
세 게 악 수 를 한 다

is boss.”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 세게 악수를 한다 /  ‘누가 윗사람

인가’를. 

몸짓 언어의 기계적인 해석의 문제점

실효성 있는, 효과적인 몸짓 언어는 개별 전

달 신호의 합계 이상이다. 사람들이 사전식 

접근법과 같은 기계적 암기로부터 의사 전달

을 할 때, 그들은 더 큰 그림, 즉 사회적 인식

의 모든 다양한 측면을 보지 못하게 된다. 대

신, 그들은 팔짱을 낀 사람을 보고 ‘과묵하고, 

화가 난’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미소를 보

고 ‘행복한’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다른 사

람들에게 ‘누가 윗사람인가’를 보여 주기 위

해 세게 악수를 한다.

reservoir 저수지

저수지가 나중에 쓸 목적으로 물을 담고 있

다 / 찜하다 / 안에 갖고 있다 

reserved 내성적인(밖으로 나가면 안됨)

She seems very reserved.(내성적인)

authentic 실제적인 , effective 효과적인

rote-memory 기계적 암기 

approach 접근법, diverse 다양한 

perception 인식, instead 대신에 

reserved 과묵한, 내성적인

tend to do ~하는 경향이 있다 

fall apart 분리되다

robotic (동작·표정 등이) 로봇 같은

end up -ing 결국 ~하게 되다 

confuse 혼란스럽게 하다

attract 마음을 끌다 

ring false 잘못 전달되다

 ④ without understanding the social aspect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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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ying to use body language by reading a body language 

dictionary / is like trying to speak French / by reading a 

French dictionary. 

몸짓 언어 사전을 읽어서 몸짓 언어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 프랑스어

를 말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 프랑스어 사전을 읽어서.

Things tend to fall apart / in an inauthentic mess. 
분 리 되 다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서

(의미 구성의) 요소들이 분리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 실효성 없는 상태

로.

Your actions seem robotic; / your body language signals 
딱 딱 한

are disconnected from one another. 
단 절 된 다 서 로 서 로

당신의 행동은 로봇처럼 어색해 보인다; / 당신의 몸짓 언어 신호는 서로 

단절된다.

You end up confusing the very people you’re trying to 
결국 혼란스럽게 하다

attract / because your body language just rings  false .
be incorrect or implausible

결국에는 당신이 마음을 끌려고 하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당신의 몸짓언어가 잘못 전달되었기 때문에.

• ring false: to seem to be incorrect, or implausible  

몸짓 언어 사전을 읽어서 몸짓 언어를 사용하

려고 하는 것은 프랑스어 사전을 읽어서 프랑

스어를 말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의미 구성

의) 요소들이 실효성 없는 상태로 분리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당신의 행동은 로봇처

럼 어색해 보인다. 당신의 몸짓 언어 신호는 

서로 단절된다. 당신의 몸짓언어가 잘못 전달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신이 마음을 끌려

고 하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결과를 초

래한다.

tend to do = be likely to do, be apt to 

do, be inclined to do, be liable to do, be 

prone to do: ~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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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6 [2020년 3월 고1_21번]

6. 밑줄 친 "rise to the bait"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1

We all know / that tempers are one of the first things lost 
화 내 는 것 저질러진

in many arguments. 

우리 모두 안다 / 많은 논쟁에서 첫 번째로 저지르는 것 중에 하나가 화내

는 것이라는 점을. 

It's easy to say one should keep cool, / but how do you 

do it?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 어떻게 침착함을 유지하는

가? 

The point to remember / is that sometimes in arguments / 
논 쟁 에 서

the other person is trying to get you to be angry. 

기억해야 할 점은 / 때로는 논쟁에서 / 상대방은 여러분을 화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They may be saying things / that are intentionally 
의 도 적 으 로

designed to annoy you. 
계 회 된 화나게 하다

그들은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 여러분을 화나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

로 고안한.  

They know / that if they get you to lose your cool / you’ll 

say something that sounds foolish; / you’ll simply get 

angry / and then it will be impossible for you to win the 

argument.

그들은 안다 / 만약 자신들이 여러분의 침착함을 잃게 한다면 / 여러분은 

어리석게 들리는 말을 할 것이며; / 그저 화를 내고 / 그러면 여러분이 그 

논쟁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란 것을.  

논쟁에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의 중요성

많은 논쟁에서 첫 번째로 저지르는 것 중에 

하나가 화내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 안

다.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만, 어떻게 침착함을 유지하는가? 기억해야 

할 점은 때로는 논쟁에서 상대방은 여러분을 

화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여러분

을 화나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한 말

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만약 자신

들이 여러분의 침착함을 잃게 한다면 여러분

은 어리석게 들리는 말을 할 것이며, 그저 화

를 내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논쟁에서 이기

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란 것을 안다.

tempers = one of the things 

따라서 lost는 당연히 바로 앞에 있는 one of 

the things 수식하고 있지만 어차피 one of 

the things가 tempers를 가리키는 문장

lose tempers 화를 내다(저지르다) —> 

tempers lost : 저질러진 화 

 ③ lose your temp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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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don't fall for it. 

그러니 속아 넘어가지 마라. 

A remark may be made to cause your anger, / but 

responding with a cool answer / that focuses on the 
침 착 한

issue raised / is likely to be most effective. 
제 기 된

여러분의 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어떤 말을 할지도 모르지만, / 침착한 

답변으로 대응하는 것이 / 제기된 문제에 초점을 맞춘 / 가장 효과적인 것 

같다. 

Indeed, / any attentive listener will admire the fact / that 
감 탄 하 다

you didn't "rise to the bait ." 1

정말로, / 주의 깊은 청자라면  누구라도 사실에 감탄할 것이다 / 여러분이

‘미끼를 물지’ 않았다는. 

그러니 속아 넘어가지 마라. 여러분의 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어떤 말을 할지도 모르지

만, 제기된 문제에 초점을 맞춘 침착한 답변

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다. 

정말로, 주의 깊은 청자라면 누구라도 여러분

이‘미끼를 물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탄할 것이

다.

tend to do = be likely to do, be apt to 

do, be inclined to do, be liable to do, be 

prone to do: ~하는 경향이 있다

temper 화 , argument 논쟁

point 요점 ,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annoy 화나게 하다

lose one’s cool 침착함[냉정]을 잃다

fall for 속아 넘어가다 

make a remark 말을 하다

respond 대응하다 , issue 쟁점, 주제

raise 제기하다 , effective 효과적인

indeed 정말로 , attentive 주의 깊은

admire 감탄하다 

rise to the bait 미끼를 물다

calm 침착한 , blame 비난하다

lose one’s temper 화를 내다 

audience 청중, 관중

apologize 사과하다 

behavior 행동 

 미끼를 물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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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7 [2019년 11월 고1_21번]

7. 밑줄 친 “learn and liv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1

There is a critical factor / that determines whether your 
중 요 한 결 정 하 다 t h a t ( X )

choice will influence that  of others: / the visible 
the choice 가시적 결과

consequences of the choice.

중요한 한 요인이 있는데 / 여러분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

을 미칠지를 결정하는: / 그건 바로 그 선택의 가시적 결과들이다. 

 Take  the case of the Adélie penguins. 
예를 들어보자

Adélie 펭귄들의 사례를 들어 보자.

They are often found / strolling in large groups toward 
거 닐 고 있 는

the edge  of the water in search of food. 
물가를 향해서 찾 아 서

그들이 발견된다 / 먹이를 찾아 물가를 향해 큰 무리를 지어 거니는 것이 

종종. 

Yet / danger awaits  in the icy-cold water. 
기다린다(자동사)

하지만 / 얼음이 차가운 물에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 

There is the leopard seal, for one, / which likes to have 
표 범 물 개 (선행사) 한 예로

penguins for a meal. 

한 예로, 표범물개가 있다, / 펭귄들을 먹이로 먹는 것을 좋아하는.

다른 사람의 선택을 통한 생존

여러분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

을 미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한 요인이 있는

데, 바로 그 선택의 가시적 결과들이다. 

Adélie 펭귄들의 사례를 들어 보자. 그들이 

먹이를 찾아 물가를 향해 큰 무리를 지어 거

니는 것이 종종 발견된다. 하지만 얼음이 차

가운 물에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 한 예로, 

펭귄들을 먹이로 먹는 것을 좋아하는 표범물

개가 있다.

critical 중요한 , factor 요인

determine 결정하다 , influence 영향을 끼

치다

visible 가시적인 , consequence 결과

take the case of ~의 사례를 들다

stroll 거닐다, 산책하다 

edge 가장자리, in search of ~을 찾아 

danger 위험

await 기다리다 , leopard seal 표범물개

solution 해결책 , occur 일어나다

rest 나머지 , anticipation 기대감

pioneer 선구자 , survive 살아남다

follow suit 방금 남이 한 대로 따라 하다

destiny 운명 , alter 바꾸다

fate 운명 , strategy 전략

occupy 차지하다 , territory 영역

safety 안전 , attack 공격하다

share 공유하다 , generation 세대

support 지지하다 , result 결과

 ⑤ follow another’s action only when it is proven safe1

15



[2022]올림포스 기출문제집(고1)_7강 
분석자료 

Update 2022. 2. 28.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What is  an Adélie to do? 

does (X)

Adélie 펭귄은 무엇을 할까?

The penguins’ solution is / to play the waiting game. 
펼 치 다 대 기 전 술

펭귄의 해결책은 / 대기 전술을 펼치는 것이다.

They wait and wait and wait / by the edge of the water / 

until one of them gives up and jumps in.
which (X)

그들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 물가에서 / 자기들 중 한 마리가 

포기하고 뛰어들 때까지.

 The moment that occurs, / the rest of the penguins 

watch with anticipation / to see what happens next. 
기 대 감 을 갖 고 목적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 나머지 펭귄들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본다 / 다음

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보기 위해.

If the pioneer survives, / everyone else will follow suit. 
선례를 따른다

만약 그 선두 주자가 살아남으면, / 다른 모두가 그대로 따를 것이다. 

If it perishes, / they’ll turn away. 
= d i e s 돌아서다

만약 그것이 죽는다면, / 그들은 돌아설 것이다.

One penguin’s destiny / alters the fate of all the others. 
운 명

한 펭귄의 운명은 / 모든 나머지 펭귄들의 운명을 바꾼다. 

Their strategy, / you could say, is “learn and live.”    

그들의 전략이, / 여러분은 ‘배워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다.

*perish: 죽다 

Adélie 펭귄은 무엇을 할까? 펭귄의 해결책

은 대기 전술을 펼치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

들 중 한 마리가 포기하고 뛰어들 때까지 물

가에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그

것이 일어나는 순간, 나머지 펭귄들은 다음

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보기 위해 기대감

을 갖고 지켜본다. 만약 그 선두 주자가 살아

남으면, 다른 모두가 그대로 따를 것이다. 만

약 그것이 죽는다면, 그들은 돌아설 것이다. 

한 펭귄의 운명은 모든 나머지 펭귄들의 운명

을 바꾼다. 여러분은 그들의 전략이 ‘배워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다.

alter 바꾸다 / alert 기민한, 방심하지 않는/ 

altar 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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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8 [2019년 6월 고1_21번]

8. 밑줄 친 at the “sweet spot”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1

For almost all things in life, / there can be too much of a 

good thing. 

인생의 거의 모든 것에는, / 좋은 것에도 지나침이 있을 수 있다.

Even the best things in life / aren’t so great in excess. 
지 나 치 면

심지어 인생에서 최상의 것도 / 지나치면 그리 좋지 않다. 

This concept has been discussed / at least as far back as 
적 어 도

Aristotle. 

이 개념은 논의되어 왔다 /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만큼 오래전부터. 

He argued / that being virtuous means finding a balance. 
미덕이 있다는 것

그는 주장했다 / 미덕이 있다는 것은 균형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고. 

For example, / people should be brave, / but if someone 

is too brave they become reckless. 
무 모 한

예를 들어, / 사람들은 용감해져야 하지만, / 만약 어떤 사람이 너무 용감

하면 그 사람은 무모해진다.

부족과 과잉 사이의 중도의 중요성

인생의 거의 모든 것에는, 좋은 것에도 지나

침이 있을 수 있다. 심지어 인생에서 최상의 

것도 지나치면 그리 좋지 않다. 이 개념은 적

어도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만큼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그는 미덕이 있다는 것은 균

형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용감해져야 하지만, 만약 어

떤 사람이 너무 용감하면 그 사람은 무모해진

다.

too much of a good thing: 좋은 것도 한 

번 두 번이지(너무 많은 것은 싫다는 뜻)

concept 개념 at least 적어도

argue 논쟁하다, 논의하다 

virtuous 도덕적인, reckless 무모한 

trusting 잘 믿는, trait 특성 avoid 피하다

deficiency 결핍

sweet spot (골프·테니스·야구 등에서) 공

을 치기에 가장 효과적인 지점

maximize 최대화하다 , virtue 미덕

midpoint 중간 지점 , generous 관대한

stingy 인색한 , biased 편향된

material 물질적인 , pressure 압력

extreme 극단 , instant 즉각적인 

 ④ in the middle of two extrem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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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should be trusting, / but if someone is too trusting 

/ they are considered gullible . 
속기 쉬운 credulous

사람들은 (타인을) 신뢰해야 하지만, / 만약 어떤 사람이 (타인을) 너무 신

뢰한다면 / 그들은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For each of these traits, / it is best to avoid both 
특 성

deficiency and excess. 
부 족 과 잉

이러한 각각의 특성에 있어, / 부족과 과잉 둘 다를 피하는 것이 최상이다.

The best way is to live at the “sweet spot” / that 

maximizes wellbeing. 
극 대 화 하 다 행 복

최상의 방법은 ‘스위트 스폿(최고의 상황)’에 머무르는 것이다 / 행복을 극

대화하는. 

Aristotle’s suggestion is / that virtue is the midpoint, / 
중 간 지 점

where someone is neither too generous nor too 
관 대 한

stingy , / neither too afraid nor recklessly brave. 
인색한 miserly 무 모 하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시는 / 미덕은  중간 지점에 있다고 말한다, / 너무 관

대하지도 너무 인색하지도, / 너무 두려워 하지도 너무 무모하게 용감하지

도 않은.

*excess: 과잉 **gullible: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타인을) 신뢰해야 하지만, 만약 어

떤 사람이 (타인을) 너무 신뢰한다면 그들은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이러

한 각각의 특성에 있어, 부족 과 과잉 둘 다

를 피하는 것이 최상이다. 최상의 방법은 행

복을 극대화하는 ‘스위트 스폿(최고의 상황)’

에 머무르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덕

은 너무 관대하지도 너무 인색하지도, 너무 

두려 하지도 너무 무모하게 용감하지도 않은 

중간 지점에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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