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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01

Week

1②
7⑤

1
본문 6~17쪽

어휘 및 어구

establish 규명하다

2④
8③

3②
9②

Exercise 1

4④
10 ①

5③
11 ③

6②
12 ①

origin 기원
exchange 대화
foster 촉진하다, 발전시키다
bond 유대, 인연

정답

②

소 재

음악의 기능
해 석

capacity 능력
conceptual 개념적인
convey 전달하다
retain 유지하다
significance 중요성

인간의 음악의 기원을 확실하게 규명하는 것은 절대 가능하지 않겠

cement 강화하다

지만, 음악은 엄마와 아기 사이의 유대를 촉진하는 그들 사이의 운

accustomed to ~에 익숙한

율적 대화에서 생겨났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그것은 어른이 된

liable to ~하기 쉬운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의 한 형태가 되었다. 말과 개념적 사고를 할

predominantly 대개, 대부분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음악은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덜

communal 공동의

중요해졌지만, 개인 간의, 특히 집단적인 상황에서 감정을 전하고 유

ritual 의식

대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서 그것의 중요성을 유지했다. 오늘날

warfare 전쟁

우리는 음악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고려하는 데 너무나 익숙해서 대

accompaniment 수반되는 것

부분의 음악의 역사에서 음악이 대개 집단적인 활동이었음을 잊기

collective 집단적인

쉽다. 음악은 공동의 목적에 이바지함으로써 시작되었고, 종교 의식

ceremony 의식

과 전쟁이 그것의 두 가지 사례이다. 음악은 집단적인 활동에 수반

occasion 행사

되는 것으로, 즉 사회적 의식과 공적인 행사의 부속물로 계속 이용
되었다.

Word Search
정답

1. origin 2. exchange 3. bond

문제해설

음악은 종교 의식과 전쟁과 같은 공동의 목적에 이바지함으로
써 시작되었고 집단적인 활동에 수반되는 것으로 계속 이용되
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는 ② ‘집단적인 활동’이 가장 적
절하다.
① 교구
③ 전통적인 예술
④ 혼자서 하는 소일거리
⑤ 이야기 전달 방법

Exercise 2

정답

④

소 재

교사의 불완전함
해 석

학생들이 우리가 가르치려고 애쓰는 모든 것을 배운다고 믿고 싶은

구조분석

만큼이나 우리는 자신이 교사로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4행 As the capacity for speech and conceptual thought
developed, music became less important as a way of
conveying information, but retained its significance
as a way of [communicating feelings] and [cementing
bonds] between individuals , especially in group
situations.
 became과 retained는 둘 다 주어인 music의 술어동사이
다. 두 개의 [ ]는 and로 이어지며 of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한다. 사실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식하는 것이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

2

치는 위대한 교사를 겨우 그만그만한 교사와 구별하는 한 가지 특
징이라고 한다. 교사로서 실수할 수 있고 그 결함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
약 학생들과 (어떤 단원 학습) 이전과 이후에 학생이 지닌 개념도 작
성하기 활동을 이용하고 처음에 나타난 일부 공백이 끝까지 계속 존
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이 반응하는 두어 가지 방식이
있다. 아주 많은 교사가 불러내는 한 가지 생각은 아이들이 게을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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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잠재적인 불완전함

clear up ~을 해결하다

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사의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실망은 분명

confusion 혼란

하게 확인된 개선할 영역을 결과로 낳는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
지만, 여러분의 가르치기를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
각할 때, 평가 결과는 어디서 변화를 주기 시작해야 할지에 관한 혼

Word Search
정답

1. adequate 2. strive 3. enhance

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해설

Exercise 3

정답

틀리기 쉬운 유형편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교사는 학생의 평가 결과를
보고 학생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르치기에서 변화를
주기 시작할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찾아 개선하려고 한다는 내
용이므로, 빈칸에는 ④ ‘분명하게 확인된 개선할 영역’이 가장
적절하다.
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삼가는 것
② 이전 실수에 대해 무관심한 것
③ 교실에서 깊이 느낀 우울함
⑤ 자기 자신의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책임

②

소 재

어휘 선택
해 석

어휘 지식은 문장이나 문단의 국지적인 의미를 넘어 확장되며, 그것

구조분석

은 더 포괄적으로 글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1행 As much as we want to believe [that students learn
everything {we try to teach}], we must admit [that we
aren’t perfect as teachers].
 첫 번째 [ ]는 believe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 }는
everything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 ]는 admit의

글의 기교와 구조는 부분적으로 단어를 고를 때 글쓴이가 하는 선택
을 유념함으로써 이해된다. 학생들은 역사의 기록에서처럼 글쓴이
의 관점을 이해하거나 과학 논문이나 전문적인 서적에서 관련된 개
념을 이해하기 위해 글을 전체적으로 볼 것이 요구된다. 글쓴이는
단어와 구절을 솜씨 좋게 선택함으로써 분위기와 어조를 정하고 그

목적어 역할을 한다.

것들을 수사학적인 목적에 연결시키는데, 특히 역사에서 그러하다.

어휘 및 어구

예를 들어, 미국 독립선언서의 첫 문장에 있는 ‘their’라는 단어의 사

admit 인정하다
recognize 인식하다
characteristic 특징
separate ~ from ... ~을 …와 구별하다
adequate 그만그만한, 그만하면 괜찮은
strive 노력하다
recover from ~로부터 회복하다
failing 결함
preconcept and postconcept mapping (어떤 단원 학습) 이전
과 이후의 개념도 작성하기

exercise (특정한 목적을 위한) 활동
gap 공백, 틈
persist 계속 존재하다
translate into 결과로 ~을 낳다
odd 이상한
suspect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다
enhance 향상시키다
assessment 평가

용에 대해 생각해 보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실이 자명하다는 생
각을 갖고 있는데,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의’ 창조
주가 그들에게 어떤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이런 권리
중에는 삶,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가 있다.” (Creator 앞에) ‘the’가
아니라 ‘their’이다. 하나의 단어가 신앙 체계가 하나뿐인 게 아니라
여럿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미묘하게 의미를 바꾼다. 대수롭
지 않아 보이는 단어 선택이 어떤 읽을거리의 분석과 해석에 대단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해설

글쓴이는 어휘 선택을 통해 글의 분위기와 어조를 정하고 그것
을 수사학적 목적에 연결시킨다는 말의 사례로 미국 독립선언
서의 첫 문장에 사용된 ‘their’와 같은 단어 하나가 글의 분석과
해석에 어떤 미묘한 변화를 주는지 설명하고 있으므로, 빈칸에
는 ②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단어 선택’이 가장 적절하다.
① 비평가의 견해와 편견
③ 학생의 문화적 배경
④ 역사에 관한 정확한 지식
⑤ 문법적 정확성의 수준
01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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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구조분석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서술 수준에 남아 있는 그 과제는 인류학이

2행 The craft and structure of a text is understood in
part by being mindful of the choices [the writer makes]
in word selection.
 [ ]는 the choic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나 사회학을 위한 과제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윤리학은 도덕적 원칙
고, 윤리학은 도덕 체계 안에서의 차이를 주목해야 하는데, 왜냐하
면 이 다양함은 도덕이 그저 관습적인 것의 문제이고 그래서 그것이
항상 특정한 사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흔히 주장되었

어휘 및 어구

기 때문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어떤 도덕적 원칙도 그것을 보유한

extend 확장되다

사회 이외에서는 타당할 수 없다. ‘선한’ 그리고 ‘악한’과 같은 단어

local 국지적인

는 ‘내가 속한 사회에서 인정되는’ 또는 ‘내가 사는 사회에서 인정되

insight 통찰력

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고, 그래서 객관적인, 즉 이성적으

craft 기교

로 정당화할 수 있는 윤리를 찾는 것은 사실상 환상을 찾는 것이라

mindful of ~을 유념하는

고 주장된다.

be challenged to ~하도록 요구되다

문제해설

perspective 관점

각각 다른 사회의 도덕 체계에는 차이가 있고 어떤 도덕적 원
칙도 그것을 갖고 있는 사회에서만 타당하며, 선하거나 악하다
는 말도 속해 있는 사회에서 인정된다거나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는 ④ ‘항상 특
정한 사회와 관련이 있다는’이 가장 적절하다.
① 주로 인간의 이상에 바탕을 둔다는
② 부정적인 태도로 기울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③ 종교적 규범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⑤ 수학이나 물리학만큼 객관적이라는

document 기록
concept 개념
article 논문, 기사
technical 전문적인
establish 정하다
artful 솜씨 좋은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미국 독립선언서
hold (신념·의견 등을) 가지다
self-evident 자명한
endow 부여하다

구조분석

pursuit 추구

4행 Nevertheless , ethics must take note of the
variations in moral systems , because it has often
been claimed [that this variety shows {that morality
is simply a matter of what is customary} and {that it
thus is always relative to particular societies}].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두 개의
{ }는 shows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subtly 미묘하게
shift 바꾸다
acknowledge 인정하다
profoundly 대단히, 극도로, 깊이
analysis 분석
interpretation 해석
seemingly 겉보기에

어휘 및 어구

Word Search
정답

의 정당성(또는 그런 정당화의 불가능성)을 다룬다. 그럼에도 불구하

ethics 윤리(학)

1. craft 2. document 3. pursuit

primarily 주로
concerned with ~에 관심 있는
description 서술, 묘사, 기술(記述)

Exercise 4

정답

④

소 재

도덕의 (사회적) 상대성
해 석

윤리학 자체는 각각 다른 사회의 도덕 체계를 서술하는 것에 주된

4

anthropology 인류학
justification 정당성, 정당화
principle 원칙
take note of ~을 주목하다
variation 차이, 변화
customary 관습적인
valid 타당한

EBS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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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독해연습

as better than it actually is on social media, [all of
the “likes” {they get for their status updates and
pictures}] may actually make them feel worse about
themselves.
 「portray ~ as ...」는 ‘~을 …으로 보여주다[묘사하다]’라
는 뜻이다. [ ]는 주절의 주어이고 그 안에 있는 { }는 all of
the “lik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며, 술어동사인 make 다음
에 목적어인 them과 목적보어 feel ~이 이어진다.

approved 인정된
objective 객관적인
illusion 환상
Word Search
정답

1. description 2. variation 3. illusion

정답

③

소 재

소셜 미디어와 자존감
해 석

이상화된 소셜 미디어의 (자기) 공개가 가지는 해로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다른 사람들의 찬란한 상태 업데이트를 읽을 때 사람
들은 자신의 결함 있는 삶에 대해 더 좋지 않게 느낄 가능성이 있는
데, 특히 그들이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유형의 사람인 경우에 그러하다. 게다가 사람들은 진짜가 아닌
자신의 모습을 제시할 때 자신에 대해 실제로 좋지 않게 느낄 수 있
다. 한 연구에서 일부 대학생들은 시험을 끝마치기 위해, 꾸며낸 단
어(예를 들면, besionary)를 이해하는 척해야 했던 한편, 다른 대학
생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 후에 두 집단 모두 그들의 수행에 대
해 칭찬을 받았다. 그 칭찬은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이해하는 척할
필요가 없었던 학생들의 자존감은 높였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척했
던 학생들의 자존감은 낮추었다. 달리 말하자면, 사람들이 소셜 미디
어에서 자신의 삶을 실제 있는 그대로보다 더 낫게 보여줄 때 그들
의 상태 업데이트와 사진에 대해 그들이 받는 모든 ‘좋아요’는 사실

틀리기 쉬운 유형편

Exercise 5

어휘 및 어구

destructiveness 해로움
idealize 이상화하다
presentation 공개, 제시
glowing 찬란한, 찬사로 가득한
status update 상태 업데이트
flawed 결함 있는
self-worth 자존감
in comparison to ~와 비교해서
put forth ~을 제시하다
genuine 진짜인
pretend to ~인 척하다
made-up 꾸며낸
performance 수행, 성과
self-esteem 자존감
fake ~인 척하다
nonword 존재하지 않는 단어
Word Search
정답

1. presentation 2. flawed 3. genuine

상 그들이 자신에 대해 더 좋지 않게 느끼게 만들지도 모른다.
문제해설

소셜 미디어에 진짜가 아닌 자기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자
신에 대해 더 좋지 않게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있지도 않
은 단어를 아는 척해서 칭찬을 받은 대학생들의 자존감이 오히
려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아, 빈
칸에는 ③ ‘자신의 삶을 실제 있는 그대로보다 더 낫게 보여줄’
이 가장 적절하다.
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 중독될
②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쓸
④ 자신의 세대를 위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⑤ 자신의 사적인 삶과 개인적인 생각을 드러낼

Exercise 6

정답

②

소 재

상반된 것을 떠올리는 두뇌의 특징
해 석

인간 두뇌의 한 가지 특징은 ‘유도’, 즉 긍정적인 어떤 것이 그와 대
조적인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만들어 내는 방식이라
고 알려져 있다. 이것은 우리의 시각 체계에서 가장 분명하다. 우리
가 어떤 색깔, 예를 들면 빨간색이나 검은색을 볼 때 그것은 우리 주
변에 있는 정반대 색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는

구조분석

9행 In other words, when people portray their life

데, 이 경우에는 녹색이나 흰색이다. 빨간색인 대상을 볼 때 우리는
흔히 녹색 후광이 그것의 주변에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
01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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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반적으로 마음은 대조되는 것들에 의해 작동한다. 우리는 어떤 것에

taboo 금기(禁忌)

대한 개념을 그것의 정반대인 것을 의식하게 됨으로써 형성할 수 있

instantly 즉각적으로

다. 두뇌는 지속적으로 이런 대조되는 것들을 떠올리고 있다. 이것이

spark 촉발하다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보거나 상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corresponding 상응하는

은 정반대인 것을 보거나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predispose ~ to ... ~에게 영향을 주어 …하게 하다

문화가 특정한 생각을 하거나 특정한 욕망을 품지 못하게 금지한다
면 그 금기는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금지된 바로 그것을 마음속에 떠
올리게 한다. 모든 금지는 그에 상응하는 허용을 촉발한다. 우리는

Word Search
정답

1. generate 2. entertain 3. corresponding

마음속에서 대조적인 것들 사이의 이런 동요를 제어하지 못한다. 이
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 우리가 가지지 않은 바로 그것에 관하여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갈망하게 한다.
문제해설

빨간색을 보면 반대의 색인 녹색을, 검은색을 보면 그 반대인
흰색에 대해 더 의식하게 되듯이 우리의 두뇌는 대조되는 것들
을 떠올리면서 작동하므로 특정한 생각이나 욕망을 품는 것이
문화에 의해 금지되면 바로 그것을 몹시 바라고 갈망하게 된다
는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는 ② ‘어떤 것이 금지
되면 우리는 그것을 몹시 바라고 갈망하게 된다.’가 가장 적절
하다.
①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중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③ 우리는 흔히 정반대인 성격을 지닌 사람에게 끌린다.
④ 우리 대부분은 사회적 처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법에 복종
한다.
⑤ 의견 불일치를 일치로 바꾸기 위해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ercise 7

정답

⑤

소 재

병코돌고래의 신뢰성
해 석

병코돌고래는 몸 크기에 대한 뇌 크기의 비율에서 인간에 버금가고,
돌고래는 몇몇 협동적 게임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듯하다. 카르텔과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 논하는 것은 속이고자 하는 동기가 있을 때
참여자들 사이에서 협동의 가치와 어려움을 전한다. 개개의 카르텔
구성원들은 아무도 알아차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기들이 팔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이 팖으로써 협동 전략을 서서히 약화시킨다. 가격
책정이나 환경 전략에서 협동할 수 없는 회사들은 결국 질이 낮은
결과를 얻는 행동을 하게 된다. 돌고래도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한다.
물고기 떼를 잡아먹을 때, 돌고래들은 물고기를 에워싸고 한 번에

구조분석

돌고래 한 마리씩 교대로 먹는다. 원을 그리며 도는 돌고래들이 임

7행 [What this means] is [that whenever we see or
imagine something, our minds cannot help but see or
imagine the opposite].
 첫 번째 [ ]가 주어이고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사
로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두 번째 [ ]가 보어이고 「cannot
help but ~」은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 먹이를 잡아먹음으로써 속이려는 동기가

어휘 및 어구

회사들이 가격 책정이나 환경 전략에서 협동하지 못하고 속이
고자 하는 동기로 질이 낮은 결과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돌
고래가 물고기 떼를 에워싸고 한 번에 한 마리씩 먹이를 먹는
규칙을 어기면, 즉 신뢰성을 지키지 않으면 조직화로 얻는 이
익이 사라진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신뢰성’이다.
① 체력
② 관용
③ 예측
④ 동기

induction 유도
generate 만들다
contrasting 대조적인
obvious 분명한
intensify 강화하다
perception 인식
formulate 형성하다
concept 개념
entertain (생각·희망·감정 등을) 품다

6

있다. 하지만 만약 상당수의 돌고래들이 그런 동기를 따르면, 물고기
는 흩어질 것이고 조직화로부터 얻는 이익은 사라질 것이다. 실제로
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돌고래의 신뢰성이 우세하여 돌고래 사회
의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문제해설

EBS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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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독해연습

구조분석

와 같은 착각은 마음이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의 마

2행 [The discussions of cartels and the prisoner’s
dilemma] convey [the value and difficulty of
cooperation among players {when there is an incentive
to cheat}].
 첫 번째 [ ]는 문장의 주어, convey는 동사, 두 번째 [ ]
가 목적어이다. { }는 시간의 부사절이다.

음은 가장 나은 설명을 생각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적극적으로 노
분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뿌리면, 여러분은 즉시 무늬를 보게 될 것
이다. 여러분이 단순히 그 배열을 볼 때 일부의 콩이 즉시 함께 모여
집단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은 여름날의 구름이 얼굴과 동물로 변하
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은 구조를 구성하고 보도록
진화해 왔으므로 여러분은 자신을 막을 수 없다. 우리가 특히 얼굴
을 쉽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초자연적인 인물들을 보는

bottlenose dolphin 병코돌고래, 큰돌고래

경향이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해마다 어떤 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second only to ~에 버금가는

어떤 베이글, 머핀, 탄 토스트, 감자 칩, 혹은 태아의 초음파까지도

ratio 비율

신의 기적에 대한 증거로 과시된다.

apparently ~인 듯하게, 겉으로 보기에 ~이게

문제해설

outdo 능가하다

틀리기 쉬운 유형편

어휘 및 어구

단순히 테이블 위에 뿌려진 커피콩의 배열만 보면 그것들이 함
께 모여 있는 무늬가 보이고, 여름날의 구름이 얼굴과 동물로
변하며, 어떤 것들은 신의 기적을 위한 증거인 것처럼 보이는
등 마음은 우리가 무엇을 볼 때 그것의 구조를 구성하고 볼 수
있도록 진화해 왔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구조를 구성하고 보도록’이다.
① 변화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② 외부 신호에 반응하도록
④ 향상에 뒤지지 않도록
⑤ 새로운 변화를 고려하여 반영하도록

convey 전하다, 전달하다
incentive 동기, 유인, 자극
cheat 속이다, 사취하다
undermine 서서히 약화시키다, 손상시키다
end up -ing 결국 ~하게 되다
inferior 질이 낮은, 열등한
outcome 결과
school (물고기) 떼
encircle 에워[둘러]싸다
take turns 교대로 ~하다
disperse 흩어지다, 해산하다

구조분석

coordination 조직화
prevail 우세하다, 유행하다
Word Search
정답

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누군가가 커피콩을 한 움큼 집어 여러

1. undermine 2. convey 3. outdo

Tips
prisoner’s dilemma(죄수의 딜레마): 격리된 공범 두 명이 상대를 배신하
고 자백하여 감형을 받느냐, 상대를 믿고 입을 다무느냐는 협력·비협력의 곤경
으로, 협력하면 둘에게 다 이익이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
면 둘 다 불리해지는 상황을 가리킨다.

9행 Each year [some bagel, muffin, burnt toast, potato
chip, or even ultrasound of a fetus {showing the face
of some deity}] is paraded as evidence for divine
miracles.
 [ ]는 문장의 주어이고 { }는 some bagel, muffin,
burnt toast, potato chip, or even ultrasound of a fetus
를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어휘 및 어구

colleague 동료
illusion 착각, 환상
reveal 나타내다, 드러내다

Exercise 8

make sense of ~을 이해하다
정답

③

소 재

보이는 것을 구조화하려는 마음의 속성
해 석

내 동료 Richard Gregory가 주장해 왔듯이, 사라진 사각형 무늬

scatter 뿌리다, 흩뜨려 놓다
cluster 모이다, 무리를 이루다
array 배열, 정렬
evolve 진화하다, 점진적으로 변하다
inclined 경향을 보이는
at the drop of a hat 즉각, 주저하지 않고
01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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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ultrasound 초음파

구조분석

divine 신의, 신성한

3행 His personal example shows [that nobody need
feel gloomy {because life has no ultimate purpose},
or {because conventional conceptions of moral
responsibility are built on foundations of sand}].
 [ ]는 show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need는
부정문에서 조동사로 쓰일 수 있으므로 현재 3인칭 단수형 어
미 -s를 붙이지 않았으며, 뒤에 동사원형(feel)이 이어졌다.
두 개의 { }는 부사절로서 등위접속사 or에 의해 연결되고
있다.

Word Search
정답

1. inclined 2. scatter 3. array

Tips
optical illusion(착시): 시각에 관해서 생기는 착각으로, 눈으로 보는 것
과 실제 사물의 객관적인 형태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런 차이는 항상
존재하지만, 보통은 양자의 차이가 특히 큰 경우에 ‘착시’라고 말한다.

어휘 및 어구

Exercise 9

정답

②

skeptic 회의론자
contentment 만족, 자족

소 재

인류가 만든 형이상학의 낡은 생각 버리기
해 석

고대 회의론자들이 가르쳤듯이, 만족은 위로가 되는 믿음에 매달리
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 증거로, 우리는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어
떠한 믿음도 없이 완전히 존경스러운 삶을 살았던 David Hume의
사례를 가지고 있다. 그의 개인적인 사례는 삶이 궁극적인 목적을 가
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혹은 도덕적 책임의 전통적인 개념이 모래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해서 아무도 우울하게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
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의 섬세한 감정과 지적 성취가 단지 너무
도 많은 스프링이나 바퀴의 신축과 회전이라 한들, 혹은 우리의 가치
체계가 침팬지와 개코원숭이의 가치 체계와 흡사한들 무슨 상관인
가.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가치관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전통적으로 말해 왔던 이야기들이 꾸며낸 이야기로 판
명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이 덜 섬세한 것도 아니고 가치관이 덜
소중한 것도 아니다. Hume은 우리에게 인류가 그 어린 자존감을 지

cling to ~에 매달리다
comforting 위로가 되는
admirable 존경스러운, 감탄할 만한
the supernatural 초자연적인 존재[현상/것]
ultimate 궁극적인
conventional 전통적인, 인습적인
stretching 신축, 늘어남
be mirrored by ~와 유사하다
baboon 개코원숭이, 비비
fable 꾸며낸 이야기, 우화
baggage 낡은 생각[인습], 짐
self-importance 자존, 자만
nothing but ~에 불과한, 그저 ~일 뿐인
intellectual 지적인
Word Search
정답

1. ultimate 2. skeptic 3. fable

지했던 형이상학적인 낡은 생각을 버릴 때, 우리는 한낱 일련의 지적
사슬에 불과한 것을 버린다고 가르쳤다.
문제해설

위로가 되는 믿음,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 삶의 궁극적
인 목적, 도덕적 책임의 전통적인 개념, 우리의 섬세한 감정과
지적 성취, 우리의 가치 체계 등은 형이상학적인 낡은 생각이
고 불필요한 것이므로, 이런 것을 버릴 때 우리는 한낱 일련의
지적 사슬에 불과한 것을 버리는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다. 따
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버릴’이다.
① 분석할
③ 포용할
④ 확인할
⑤ 조사할

8

Exercise 10

정답

①

소 재

흩어져 있는 아이디어를 종합한 발명
해 석

과학과 인간 발명의 역사는 전에는 단편적이었던 아이디어를 종합
한 결과로 생긴 중요한 발전의 사례로 가득하다. 그런 과정 하나가
덴마크인 H. C. Oersted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선이 자기장으
로 둘러싸인다는 것을 발견했던 1820년에 시작되었다. 1825년 영
국인 W. Sturgeon은 쇠막대 둘레에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감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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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독해연습

전자석을 만들어 냈다. 1859년에 독일의 피아니스트이자 과학자인
H. von Helmholtz는 피아노 현을 향하여 노래를 부름으로써 그
것들을 진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후에 프랑스인 L. Scott

Word Search
정답

1. vibrate 2. surround 3. string

는 가느다란 막대를 얇은 막에 붙였다. 그가 얇은 막에 말할 때 막대
기의 반대편 끝은 연기로 그을린 유리판에 그의 음성을 선으로 기록
하곤 했다. 1874년에 Massachusetts 주의 Cambridge 시에
서 일하는 캐나다 출신의 스코틀랜드 사람이 흩어져 있는 다양한 이

Exercise 11

정답

③

요소들을 모아 하나의 도구를 만들었다. 그 도구가 전화기였으며 그

문제해설

자기장의 발견과 전자석의 발견, 현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면
현이 진동한다는 사실의 발견, 음성을 기록할 수 있다는 발견
등과 같은 흩어져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도
구, 즉 전화기가 발명되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 들어
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에는 단편적이었던 아이디어를
종합한’이다.
② 기존의 관습과 고정관념을 깬
③ 연구를 위해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을 조직한
④ 어려운 과업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계획한
⑤ 선도하는 연구 단체와 협업한
구조분석

8행 In 1874 a Scotsman from Canada, [working in
Cambridge, Massachusetts], put these scattered and
diverse elements into one instrument.
 [ ]는 문장의 주어인 a Scotsman from Canada를 부가
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다.
어휘 및 어구

Dane 덴마크 사람
electric current 전류
surround 둘러싸다
magnetic field 자기장
wind 감다
live 전류가 흐르는
electromagnet 전자석
string 현, 줄

소 재

동물 연구에서 의식의 인정 여부
해 석

생물학자들 사이에서 고등 포유동물들 사이의 복잡한 목표 지향적
행동이 그것들이 의식이 있다고 믿을 만한 증거인지에 관한 활발한
논쟁이 있었다. 사실 동물 연구에서 의식을 인정하는 것은 꽤 최근
의 현상이다. 부상-회피 행동은 흔히 반사작용에 근거하며, 통증이
라는 내적 감각이 틀림없이 그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완전히 확
실하지는 않다. 우리 자신의 경우에서조차도, 통증은 흔히 팔다리가
잘린 ‘후’에야 비로소 느껴진다. 게다가 많은 새는 완전히 본능적으
로 정교한 둥지를 짓는데,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의식할 수도 있
고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동물 세계의 다른 쪽 끝의 문어와 오징
어는 우리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뇌의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
고, 우리의 공통된 조상은 아마도 뇌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도 그들은 사실을 배우고 몇 달 동안 기억할 수 있다. 만약 그것들이
의식적인 존재의 영역에 포함된다면, 이것은 의식이 특정한 유형의
뇌의 해부학적 구조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해설

동물 연구에서 의식을 인정하는 것, 인간의 통증과 의식의 연
관 여부, 새가 둥지를 짓는 것과 의식의 연관 여부, 그리고 우
리와 다른 뇌의 해부학적 구조를 가진 동물의 의식과 관련된
행동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특정한 유형의 뇌의 해부학적 구조에 달려 있지 않다’이다.
① 단순히 집중이나 활성화의 문제가 아니다
② 많은 양의 정보의 통합이 필요하다
④ 특정한 정보 처리 방식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⑤ 심리적 과정들을 구별하는 데 기능적 역할을 한다

vibrate 진동하다

구조분석

attach 붙이다

7행 [{At the other end of the animal kingdom}
octopuses and squid have entirely different brain
anatomies from ourselves] and [our common ancestor
probably had no brains at all].
 첫 번째와 두 번째 [ ]가 등위접속사 and에 의해 연결되
고, { }는 전치사구이다.

trace (선·무늬 등을) 긋다[그리다], 추적하다
scattered 흩어진
diverse 다양한
synthesize 종합하다
fragmented 단편적인, 분열된

01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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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Alexander Graham Bell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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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 글은 교사는 각 문화의 전통 음악을 표
현하는 많은 자료를 구할 수 있고, 아이들이 다른 문화의 유산
을 경험하도록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
이므로,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음악 수업
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많은 자료가 있다.’이다.
② 음악의 창의성과 혁신에 경계가 없다.
③ 음악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장르로 분류된다.
④ 음악 훈련과 치료가 발전할 수 있는 수준은 제한이 없다.
⑤ 다양한 유형의 음악이 모든 연령대가 공감하고 즐기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어휘 및 어구

vigorous 활발한, 원기 왕성한
reliable 믿을 만한, 신뢰성 있는
admission 인정, 허용
phenomenon 현상
avoidance 회피
reflex 반사작용, 반사행동
obvious 확실한, 명백한
sensation 감각, 지각
attach 연관 짓다, 붙이다
limb 팔다리, 큰 가지

구조분석

sophisticated 정교한, 고도로 세련된

6행 It is important [to include an equitable balance of
multicultural materials in the classroom to ensure {that
each child’s heritage is represented and all children are
exposed to the heritage of other cultures}].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 }는
ensur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entirely 완전히, 전적으로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realm 영역, 부분
integration 통합
Word Search
정답

1. phenomenon 2. sophisticated 3. reflex

어휘 및 어구

in regard to ~에 관해서, ~와 관련하여
countless 셀 수 없이 많은, 무수한
avenue 수단, 방법, 가로수 길

Exercise 12

depict 표현하다, 묘사하다
정답

①

소 재

다문화 자료를 도입하는 총체적 음악 교실 수업
해 석

auditory 청각의
equitable 공평한, 공정한
multicultural 다문화의
ensure 반드시 ~하게 하다
heritage (국가·사회의) 유산

문화의 분야는 음악에 관해서는 사실 하늘이 한계인 곳이다. 셀 수

expose 경험하게 하다, 노출시키다

없이 많은 사례가 있다. 음악은 전 세계의 문화를 소개하는 훌륭한

holistic 총체적인, 전체론적인

수단이다. 각 문화의 전통 음악을 표현하는 많은 기록물은 교사들

draw upon ~을 이용하다

이 자신들의 수집품에 추가할 수 있도록 쉽게 구할 수 있다. 또한, 세

build upon ~을 발전시키다, ~을 기반으로 하다

계 각국의 다양한 악기들의 음악 녹음자료는 아이들에게 문화의 청

engage 끌어들이다, 종사시키다

각적 그리고 시각적 표현을 제공한다. 반드시 각 아이들의 문화 유

passion 열정

산이 표현되고 모든 아이들이 다른 문화의 유산을 경험하도록 하기

analysis 분해, 분석

위해 교실에 공평한 균형 있는 다문화 자료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
다. 오늘날 총체적 교실 기법은 아이가 열정과 상호작용이 작용하고
있을 때 가장 잘 배우기 때문에 그 아이를 끌어들이고 또한 전인적

Word Search
정답

1. passion 2. heritage 3. depict

인 아이의 요구사항을 다루면서 그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
용하고 발전시킨다. 학습은 ‘전체’로 시작하여 부분을 분해하는 데까
지 계속 진행되어 한 바퀴 완전히 돌아 ‘전체’ 그림으로 끝난다.
문제해설

‘하늘이 한계인 곳’이라는 말은 ‘한계가 없다’, 즉 ‘많고 다양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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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Week

1②
7②

confidence 자신감

1
본문 18~29쪽

constantly 계속해서
shrink 줄어들다

2③
8③

3②
9①

4④
10 ④

5①
11 ③

6④
12 ③

limitation 제약, 한계
Word Search
정답

Exercise 1

정답

②

안락지대
해 석

여러분의 안락지대는 여러분 주위의 보이지 않는 장벽과 같아서 여
러분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편안함을 느낀다. 여러분의 안락지대
와 여러분의 자신감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것 밖으로 걸어 나가
면 불편하고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여러분의 안락지대는 고정되
어 있지 않다. 여러분의 안락지대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것
이 줄어들어 안락지대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한 공포로 여러분을 채우
고, 그 뒤 여러분의 자신감은 감소한다. 여러분이 안락지대 바깥으로
걸어 나가서, 하기에 두렵거나 불안한 일을 한다면, 여러분의 안락지
대는 확장되고 여러분의 자신감은 증가한다. 여러분의 안락지대를
확장하고 자신감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라. 무
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한계를 줄이며, 여러분은
더 적은 장벽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문제해설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락지대가 줄어들고, 바깥으로 나
가면 안락지대가 확장된다는 내용은 안락지대가 고정되어 있
지 않고 변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② ‘고
정되어 있지’가 적절하다.
① 안전하지
③ 유연하지
④ 효율적이지
⑤ 편안하지
구조분석

3행 [If you constantly stay within your comfort zone]
it shrinks, filling you with fear of what is outside it,
and then your confidence reduces.
 [ ]는 If가 이끄는 부사절로 ‘조건’의 의미를 나타낸다. 두
개의 it은 모두 your comfort zone을 가리킨다.

Exercise 2

정답

③

소 재

갈등에 대처할 필요성
해 석

만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유하고 살면서 얻게 된
우리의 믿음, 즉 우리의 기대를 고려해볼 때, 선호, 태도, 믿음에서
의 차이는 필연적이며, 그것이 모두 다 해결될 필요는 없다. 사실, 많
은 것들이 관계에 풍미를 더해 준다. 하지만 여러분은 가끔씩 의견
불일치에 동의할 수 없게 된다. 몇몇 문제는 분명하고 확실한 해결
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고 아마도 다른 사람
들(자녀나 동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는
어디서 거주할 것인지와 집을 빌릴 것인지 아니면 (집을) 구매할 것
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결정이 내려져야 하며, 그
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동차 뒷좌석에서 살게 될지도 모른다. 많
은 경우 두 가지를 다 취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선택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추수감사절에 Florida 주에 사는 어머니와
Connecticut 주에 사는 아버지를 다 방문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
상의 우여곡절을 가로지를 때 갈등을 처리하는 것은 쓸모 있는 도구
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바라는 종류의 성공적인 관계와 결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문제해설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른 태도, 믿음 등은 굳이 해결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가끔은 여럿 중 어느 하나로 선택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문맥상 빈칸에는 선택
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이 들
어가야 하므로, ③ ‘갈등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계획을 포기하는 것
② 결정을 연기하는 것
④ 우리의 실수를 정당화하는 것
⑤ 다른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

invisible 보이지 않는

구조분석

barrier 장벽

9행 So [coping with conflicts as we traverse the ups
02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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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어휘 및 어구

1. invisible 2. barrier 3. sh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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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and downs of daily life] is not just a useful tool;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kinds of successful
relationships and outcomes] [we most desire].
 첫 번째 [ ]는 주어 역할을 한다. it은 첫 번째 [ ]를 가리
킨다. 두 번째 [ ]는 세 번째 [ ]의 수식을 받는다.
어휘 및 어구

given ~을 고려해볼 때
life-scripted 살면서 얻게 된
preference 선호

문제해설

개인용 컴퓨터의 출현으로 일의 방식이 개선된 반면에, 시간을
잡아먹는 측면도 생기게 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도 있다
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그것의 오용에 의해 상쇄된다’이다.
① 더 나은 업무 결과와 연결되어 있다
③ 일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을 약화시킨다
④ 효과적인 직장 문화를 촉진한다
⑤ 그것의 상업적 가치에 의해 재평가된다

inevitable 필연적인

구조분석

resolve 해결하다

7행 It is not unreasonable [to conclude that much of
the efficiency gained through the use of such devices
is cancelled out by their misuse].
 It은 형식상의 주어이며,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such
devices는 앞 문장의 the computers ― and tablets and
smart phones and other electronic devices를 의미한다.

spice 풍미, 정취, 묘미
agree to disagree 의견 불일치에 동의하다
impact 영향을 미치다
unambiguous 확실한, 애매하지 않은
resolution 해결책
rent 빌리다

어휘 및 어구

practically 현실적으로, 실제로

alter 바꾸다

absolutely 절대적으로

procedure 절차

outcome 결과

innovation 혁신

Word Search
정답

replace 대체하다

1. inevitable 2. rent 3. outcome

correspondence 서신
anecdote 일화
unreasonable 비합리적인
conclude 결론짓다

Exercise 3

정답

②

efficiency 효율성
may well 아마도 ~일 것이다

소 재

개인용 컴퓨터
해 석

versatile 다용도의
Word Search
정답

1. correspondence 2. unreasonable 3. versatile

개인용 컴퓨터는 지난 수십 년간의 다른 어떤 혁신보다도 더 많이
일의 방식과 절차를 바꾸었다. 컴퓨터는 타자기와 다른 사무 기계를
거의 완전히 대체했고, 그것은 많은 일들이 수행되는 방식을 극적으
로 변화시켰다. 안타깝게도, 컴퓨터, 그리고 태블릿과 스마트폰과 다
른 전자 기기들은 또한 게임 및 일과 관련 없는 이메일(개인 서신, 웃
음거리, 영감을 주는 메시지, 일화 등)을 포함한 시간을 잡아먹는 다
양한 개인적인 용도에 대해 문을 활짝 열었다. 이러한 기기의 사용
으로 얻어진 효율성의 상당 부분이 그것의 오용에 의해 상쇄된다고
결론짓는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다. 개인용 컴퓨터는 아마도 조직체

Exercise 4

정답

④

소 재

오락과 예술에서의 지각-행동 사이클
해 석

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된 지금까지 가장 유용하고 다용도의 도

오락과 미적 참여의 상황에서 지각-행동 사이클의 명시적 발현은 자

구이겠지만, 키보드와 스크린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많은 사람

주 차단당하거나 변형된다. 영화와 텔레비전 보기, 미술관에서 회화

들에게 컴퓨터는 도구보다는 오히려 장난감으로 취급된다.

나 조각품 구경하기, 그리고 콘서트홀에서 음악 듣기는 감상하는 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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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독해연습

unhindered 방해받지 않는

구하는 것을 막는 관계를 지각의 대상과 갖도록 의도적으로 만든다.

tap 박자를 맞추다

사람들이 이런 특별한 상황에 대해 하는 반응(조각을 만지기 위해

in response to ~에 반응하여

손을 뻗는 것, 음악에 반응하여 발과 손가락으로 박자를 맞추는 것)

convention 관습

중 많은 것들은, 이러한 반응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관습(전시회의

regulate 규제하다, 제한하다

‘만지지 마시오’ 표지판, 콘서트에서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침묵과 부

enforce 강요하다

동(不動), 제한된 순간에의 박수갈채)이 그러하듯이, 지각과 행동 사

immobility 움직이지 않음, 고정, 정지

이의 더 일반적인 관계의 잔여물이다. 물론, 몇몇 형태의 미적 참여

applause 박수갈채

를 특징짓는 지각-행동 사이클의 방해나 유예는 문화적으로 특유하

interruption 방해

여, 서방세계의 ‘고급’ 예술 형태 중 일부에서와 정중한 예식과 미학

suspension 유예, 연기

이 상호작용하는 환경에서 가장 극심하다.

interact 상호작용하다

문제해설

오락과 예술을 감상하는 관객이 작품을 만지는 것을 금지하거
나 박수갈채를 제한된 순간에만 허용하는 등의 관습에 대해 말
하고 있는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④ ‘자주 차단당하거나 변
형된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다른 반응을 만들어 낼지도 모른다
② 예술가들에 의해 강화될 필요가 있다
③ 스스로를 모방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
⑤ 거의 비판받거나 도전받지 않는다
구조분석

6행 Many of the reactions [that people have to these
special circumstances] (reaching out to touch a
sculpture ; foot- and finger-tapping in response to
music) are a residue of the more usual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and action, as are the specific
conventions [that regulate these reactions] (“Please
do not touch” signs at exhibitions, socially enforced
silence and immobility at concerts , applause at
regulated moments).
 첫 번째 [ ]는 the reactions를 수식한다. 두 번째 [ ]는
the specific conventions를 수식한다.
어휘 및 어구

circumstance 환경
aesthetic 미적인
engagement 참여
manifestation 발현, 드러내기, 보이기
perception 지각
sculpture 조각
gallery 미술관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explore 탐구하다

틀리기 쉬운 유형편

람들이 방해받지 않고 지각의 대상에 따라 행동하거나 그것들을 탐

Word Search
정답

1. sculpture 2. enforce 3. applause

Exercise 5

정답

①

소 재

문화 환경에 따른 대처 방식의 차이
해 석

더 개인주의적인 문화 환경의 출신자들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주
체성이나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동기를 가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이러한 것들이 자아 존중감의 토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의 주체성의 결과로 개인의 성공이 주로 자신의 능력과 행동에
달려 있다는 믿음이 생기며, 따라서 환경에 영향을 미침에 의해서
든,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함에 의해서든, 통제력의 사용
은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집중된다. 독립적 자기는 주체 의식이나 통
제 의식에 호소함으로써 대처하도록 더 많이 유도될 수 있다. 그러
나 더 상호의존적인 문화 환경의 출신자들은 개인의 성공과 주체성
의 문제에 덜 집중하며, 집단의 목표와 화합 쪽으로 더 많은 동기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연구에 의하면, 동아시아인들은 어떤 경우에 개
인적인 통제를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인 지원을, 추
구하지는 않되, 받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므로 더 상호의존적인 자기
구성을 지닌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화합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대처
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문제해설

이 글은 개인주의적인 문화 환경에서 온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처할 때 개인의 주체성과 통제력에 더 집중하는 반면에, 더
상호의존적인 문화 환경의 사람들은 집단의 목표와 화합을 더
추구하는 방향으로 대처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 문장은 상호
02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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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의존적인 자기 구성을 지닌 상호의존적인 문화적 배경 출신의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① ‘관계
속에서 화합을 증진하는’이 가장 적절하다.
② 사회적 규범과 고정관념을 바꾸는
③ 권리와 책임에 집중하는
④ 자신의 사회적 문제 해결 기술을 개발하는
⑤ 자신의 자산을 강조하고 때로는 과장하는

없는 것처럼, 심한 우울증도 사람들이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울혈성 심부전을 앓는 환자들은 숨 쉬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의 고통을 덜어주는 치료에 대해서 대개 감사한다. 그들은
자신의 심장 작동을 통제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기에 그런 질병을 스
스로 다스릴 수 있다고 믿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는 우리 뇌가 작
동하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
낀다. 정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이러한 느낌은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이 심각한 우울증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고 믿게 한다. 내 경험

구조분석

1행 People [from more individualistic cultural
contexts] tend to be motivated to maintain self-focused
agency or control [as these serve as the basis of one’s
self-worth].
 첫 번째 [ ]는 People을 수식하는 전치사구이고, 두 번째
[ ]는 접속사 as가 이끄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에서, 나이 든 성인이 우울증은 뇌의 질병이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
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이해하면, 치료법을 고려하는 것에 더
개방적이 된다.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더는 다룰 수 없다는 것이 아
니라, 오히려, 그들의 뇌가 그들을 저버린 것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문제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입니다.”라고 자주 말한다.
문제해설

심장과 관련한 질병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우울증
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뇌의 질병이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
다. 그러므로 밑줄 친 문장의 의미는 ④ ‘우울증은 여러분 자신
이 다룰 수 없는 뇌의 문제이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질병을 치료하기 전에 정신을 치료하라.
② 정신을 통제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③ 우울증은 뇌가 더 빨리 늙게 할지도 모른다.
⑤ 부정확한 치료가 환자를 우울증으로 고통받게 할지도 모른
다.

어휘 및 어구

individualistic 개인주의적인
cultural context 문화 환경
agency 주체성, 주도성
self-worth 자아 존중감, 자부심
primarily 주로
ultimately 궁극적으로, 결국
independent 독립적인
cope 대처하다
appeal to ~에 호소하다

구조분석

sense of agency 주체 의식
interdependent 상호의존적인
be focused on ~에 집중하다
harmony 화합
support 지원
Word Search
정답

1. independent 2. interdependent 3. harmony

8행 In my experience, once older adults understand
[that depression is a disease of the brain, and not
something {they have control over}], they become
more open to considering treatment.
 once는 ‘일단 ~하면’을 의미한다. [ ]는 understand의 목
적어 역할을 한다. { }는 something을 수식한다.
어휘 및 어구

severe 심한, 심각한
depression 우울증
pull oneself out of ~에서 벗어나다

Exercise 6

정답

④

소 재

우울증
해 석

울혈성 심부전, 신장병, 또는 담석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벗어날 수

14

kidney 신장
grateful 감사하는
treatment 치료
relieve 덜어주다
distress 고통
handle 다스리다, 다루다
let down ~을 저버리다[실망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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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Search
정답

 첫 번째 [ ]에서 「when -ing」는 ‘~할 때에’라는 뜻이다. it
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두 번째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1. severe 2. handle 3. relieve

어휘 및 어구

real property 부동산

Exercise 7

정답

②

소 재

해 석

mobile 이동성이 있는
in regard to ~와 관련하여
refrigerator 냉장고
permanently 영구적으로
built-in 붙박이의, 빌트인의

재산을 파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부동산’과 ‘동산’이라는 말을 들을

rip ~ off ... …에서 ~을 뜯어내다

수도 있다. ‘부동산’은 고정되어 있고 부착되어 있으며, ‘동산’은 대개

fireplace 벽난로

이동성이 있고 부착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는 곳

violation 위반

은 여러분의 재산 내에 있는 항목들과 관련해서다. 바퀴를 굴려서 꺼

negotiable 협상이 가능한

내고, 플러그를 뽑아, 가져갈 수 있는 대부분의 냉장고는 동산으로

consideration 반대급부

간주된다. 냉장고가 (붙박이 모델과 같이) 어떤 식으로든 집에 영구
적으로 부착되어 있다면, 그것은 부동산이며 그대로 남는다. 재산을
팔 때, 여러분은 모든 부동산을 파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정된 설비

틀리기 쉬운 유형편

재산을 거래할 때 부동산과 동산의 구분

personal property 동산

Word Search
정답

1. mobile 2. refrigerator 3. violation

로부터 난간, 벽난로 등의 물건을 뜯어내어 그것들을 가져가는 것은
교양 없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필시 매매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구매자는 모
든 부동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가정한다. 물론, 어떤 것도 협상이 가
능하지만, 만약 내가 구매자이고 내가 (아마도 그런 일을 하도록 허
용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허용한다
면, 여러분이 아마도 “그만두세요.”라고 말하게 될 정도로, 나는 이전
에 협상된 매매 가격에서 상당한 금전적인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이

Exercise 8

정답

③

소 재

공개적인 상황이 사람들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해 석

다. 구매자로서 나는 여러분이 떠나면서 그 부동산을 엉망으로 만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더 적절하게 행

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동하는 경우와 같이, 많은 친사회적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자

문제해설

집을 파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은 가져갈 수 있지만 붙
박이로 집에 붙어 있는 것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므로 떼어 가면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이다. 집을 사는 사람은 집을 파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다 떼어서 가지고 가서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
고 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해야 하므로, ② ‘엉망으로 만드
는 것’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① 정돈하는 것
③ 개선하는 것
④ 가구를 비치하는 것
⑤ 광고하는 것
구조분석

6행 [When selling a property], it is assumed [that you
are selling all real property].

극을 받는다. 개들은 주인이 있을 때에는 가구와 쓰레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겠지만, 혼자 있을 때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러한 규칙
들을 어긴다. 인간은 더 많은 양심을 지니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들도 또한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존재나 부재에 반응한다. 공개적인
상황은 일반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한다. Kay L. Satow의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방에 혼자 앉아 테이프에 녹음된 지시를 따랐
다. 절반은 자신들이 한쪽 방향에서만 볼 수 있는 거울을 통해 관찰
되고 있다고(공개적인 상황) 믿었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비공개적인 상황) 믿었다. 연구의 마지막 단계에서
녹음된 지시로 테이블 위에 놓인 주둥이가 넓은 병에 약간의 잔돈
을 남겨 놓음으로써 기부를 하도록 참가자에게 요청했다. 비공개적
인 상황에서보다 공개적인 상황에서 기부금이 7배 더 많았다는 것
을 결과가 보여주었다. 너그러운 도움(기부)을 베푸는 한 가지 중요
한 이유는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혹은
유지하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
02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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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것을 볼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자기가 그것을

문제해설

공개적인 상황이 사람들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Satow의 연구 결과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러
한 글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다른 사람들의 존재나 부재’이다.
① 의견 불일치의 가능성
②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
④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의 어려움
⑤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

직접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 대신에, 만
약 여러분이 “이봐, 여기 오른쪽에 2마일쯤 가면 멋진 거대한 네온
빛 Pink House가 나타날 거야. 그것을 기다렸다가 잘 봐.”라고 말
했다면 어땠을까?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고, 어디를 봐야 할
지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보았으면 하
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글을 쓰는 사람도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의 독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 알림이
항상 ‘주제 서술문’, 즉 ‘주제문’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
지만, 독자들이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그것이 자주 이루어지는

구조분석

11행 Apparently, [one important reason for generous
helping] is to make (or sustain) a good impression on
the people [who are watching].
 첫 번째 [ ] 는 문장의 주어이다. 두 번째 [ ] 는 the
people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stimulate 자극하다
trash 쓰레기
conscience 양심
via ~을 통해
one-way mirror 한쪽 방향에서만 볼 수 있는 거울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문제해설

차를 타고 가면서 차창 밖으로 펼쳐질 장면을 사람들에게 예고
하여 그것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것처럼, 글
을 쓸 때에도 글의 중요한 내용을 독자들에게 예고해 줄 필요
가 있다고 하는 것이 글의 흐름상 적절하다. 그러므로 ① ‘중요
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② 조언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도록
③ 몇 권의 책을 참고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④ 필요한 경우에 어려운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⑤ 문맥에 의해서 알지 못하는 말의 의미를 짐작하도록

donation 기부(금)

구조분석

jar 주둥이가 넓은 병, 단지

9행 That advice doesn’t always need to be in a thesis
statement or a topic sentence, but it does need to
happen regularly [so that readers don’t miss something
crucial].
 대명사 it은 앞에 나온 That advice를 대신한다. [ ]는
‘~하도록’이라는 목적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apparently ~인 듯하게, 겉으로 보기에 ~이게
generous 너그러운
Word Search
정답

1. stimulate 2. trash 3. donation

어휘 및 어구

interstate 주간[주와 주 사이의] 고속도로

Exercise 9

정답

①

소 재

글에서 전개될 내용을 예고해야 할 필요성
해 석

여러분이 다른 지역에서 온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주간 고속도로
를 시속 65마일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봐,
저 놀라운 Pink House가 있어!”라고 말한다고 하자. 무슨 일이 일

elbow 팔꿈치
rib 갈비뼈
glimpse 언뜻 봄, 잠깐 봄
neon 네온 빛의
thesis statement 주제 서술문, 주제문
regularly 자주, 정기적으로
Word Search
정답

1. elbow 2. rib 3. glimpse

어날까? 아마도 많은 갑작스러운 고개 돌림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
의 팔꿈치가 누군가의 갈비뼈를 찌르게 되고, 아마도 여러분의 친구
중 한 명은 그것을 언뜻 볼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아무도 실제로 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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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독해연습

Exercise 10

정답

④

소 재

음식에 관한 극단적인 주장의 부당함
해 석

음식에 관한 한, 나는 아무 유파에도 속해 있지 않은데, 나는 각각의
것으로부터 뭔가를 배웠으며, 그것들 모두를 시도해 보는 것으로부
규칙을 피하는 것이다. 지각이 있는 생명을 빼앗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나의 채식주의자 친구들에게, 나는 그들
이 수없이 많은 작은 곤충들과 벌레들을 밟고 걸으므로, 그런 해를
끼치지 않고 그들이 시골에서 산책하러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한다. 우리는 하위의 생명체들을 우리의 목적에 종속시킬 권리
를 주장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데, 우리는 포도 주스 한 컵을 마
실 때에 수없이 많은 세균을 죽이며, 혹은 맹물 한 컵을 마실 때에도
마찬가지다. 나는 언젠가 과학의 진보가 모든 식물에게 기본적인 형
태의 의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지 못한다면 크게 놀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Mr. Dooley의 주장을 정당화하게 될 것인
데, 그는 ‘The Jungle’에 대해 논평하면서, 한창 자라고 있는 어린
토마토를 잘라 내거나 꼬투리 안의 요람에 가득한 아기 완두콩들을
죽이는 것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덜 죄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
다고 말했다!
문제해설

지각이 있는 생명을 먹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채식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
이에 많은 동물들을 해치고 있으며 식물들 또한 지각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글의 흐름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하위의 생명체
들을 우리의 목적에 종속시킬’이다.
① 완전히 만족할 때까지 음식을 먹을
② 깨끗한 공기를 호흡하고 맑은 물을 마실
③ 지구를 식물들과 동물들과 공유할
⑤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

어휘 및 어구

so far as ~ is concerned ~에 관한 한
school 유파, 파
shy 피하는, 꺼리는
extreme 극단적인
hard and fast rule 변하지 않는[일정불변의] 규칙

틀리기 쉬운 유형편

터 내가 배운 것은 극단적인 진술과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을 하는 명사절이다. 두 번째 [ ]에서 for는 ‘왜냐하면 ~이기
때문이다’라는 뜻의 접속사이다.

vegetarian 채식주의자(의)
offense 해, 상해, 죄
innumerable 수없이 많은
bug 작은 곤충, 벌레
assert 주장하다
swallow 삼키다
for that matter ~도 마찬가지다[못지않게 중요하다]
plain water 맹물
advance 진보, 발전
justify 정당화하다
prime 한창때, 전성기
murder 죽이다, 살해하다
cradleful 한 요람 가득한 양
pea 완두콩
pod 꼬투리
Word Search
정답

1. extreme 2. vegetarian 3. swallow

Exercise 11

정답

③

소 재

지구 온난화가 세계의 전 지역에서 고르게 발생하지 않는 문제
해 석

실로, 사회 정책의 관점에서 지구 온난화의 가장 문제가 되는 측면
구조분석

중 하나는 그 현상이 이제까지 전 세계에서 매우 고르지 않게 나타

3행 To my vegetarian friends [who argue {that it
is morally wrong to take sentient life}] , I answer
that they cannot go for a walk in the country
without committing that offense, [for they walk on
innumerable bugs and worms].
 첫 번째 [ ]는 선행사 my vegetarian friends를 수식하
는 관계절이다. 첫 번째 [ ]에서 { }는 argue의 목적어 역할

났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몇몇 지역은 지난 세기 동안 온난화가
거의 없었으며, 어떤 곳은 심지어 기온 저하를 경험하기도 했다. “지
구의 광범위한 지역의 경우, 지난 80년 동안의 온난화는 지구 평균
으로부터 많이 벗어났습니다.”라고 기후 전문가 Ken Hare는 말한
다. “이러한 사실은 정치적 행위에 중대한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많
은 나라에서, 미래의 기온은 세계의 기준과 많이 다를 것이고 지구
온난화는 지역 정치인들에게는 허구처럼 보일 것입니다.” 예를 들
02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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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어, 미국에서의 강력한 온난화 추세의 부재가 미국 정부가 1992년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협약을 지지하기를 꺼린 것의 부분적인 이유
가 되었다고 그는 지적한다. “여러분이 정치적 행위를 고려하고 있
다면, 세계의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정말로 세계적인

Exercise 12

정답

③

소 재

인간과 다른 동물이 공유하는 기본적 특성

영향이라는 믿음을 가져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
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문제해설

지구의 각 지역에서 지구 온난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정도가 다
르고 그에 따라 그 지역의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자각하는 정도도 달라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힘들다는 내용의 글이다. 이러한 글의 흐
름으로 볼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이제까
지 전 세계에서 매우 고르지 않게 나타났다는’이다.
① 주로 야생동물에 영향을 미쳤다는
②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었다는
④ 철저하게 연구되지 않았으며 그것의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
다는
⑤ 다른 자연 현상들과 결합하여 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는
구조분석

1행 Indeed, [one of the most problematic aspects
of global warming from the point of view of social
policy] stems from the fact [that the phenomenon
has so far manifested itself very unevenly around the
world].
 첫 번째 [ ]는 문장의 주어이다. 두 번째 [ ]는 the fact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동격절이다.
어휘 및 어구

problematic 문제가 되는
aspect 측면

해 석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의 철학자 Protagoras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다.”라고 선언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당신은
무슨 쓸모가 있는가?”라고 물어볼 자격이 있다고 느낀다. 우리는 우
리가 세상의 기준이라고, 즉 모든 것이 우리와 비교되어야 한다고
추정한다. 그런 추정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간과하게 한다. ‘우
리를 인간답게 만들어 준다고’ 일컬어지는 능력들, 즉 공감, 의사소
통, 슬픔, 도구 만들기 등은 모두 우리와 세상을 공유하는 다른 지력
을 지닌 존재들에게도 다양한 정도로 존재한다. 척추동물(어류, 양서
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은 모두 동일한 기본 골격, 장기, 신경계, 호
르몬, 행동을 공유한다. 다양한 자동차의 모델들이 각각 엔진, 동력
전달 체계, 네 바퀴, 문, 좌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는 주로 우리의 외부 윤곽과 몇 가지 내부적인 변경 면에서 다르다.
하지만 순진한 자동차 구매자들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동물
들의 다양한 겉모습만을 본다.
문제해설

인간은 자신들이 만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것을 간
과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인간과 다른 동물들은 기본적인
특성을 공유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글의 흐름으로 보
아, 밑줄 친 overlook a lot이 이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기본적인 특성을 공유한
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이다.
① 우리가 세계를 지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② 우리가 자연으로부터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주장하게
④ 동물과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⑤ 야생동물들을 사냥꾼들로부터 확실히 보호하게

stem from ~에서 기인하다
phenomenon 현상

구조분석

average 평균

3행 We assume [that we are the world’s standard], [that
all things should be compared to us].
 두 개의 [ ]는 둘 다 assum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
절이다. 두 개의 [ ]는 서로 동격 관계이다.

norm 기준

어휘 및 어구

extensive 광범위한
region 지역
deviate 벗어나다

fiction 허구, 꾸민 이야기
reluctance 꺼림, 마음이 내키지 않음
convention 협약, 조약
Word Search
정답

18

1. extensive 2. norm 3. fiction

pronounce 선언하다
measure 척도
entitled to ~할 자격이 있는
standard 기준, 표준
overlook 간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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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athy 공감
grief 슬픔
backbone 척추, 등뼈
amphibian 양서류
reptile 파충류

03
1⑤
7③

Week

2
본문 30~41쪽

2④
8①

3⑤
9④

4④
10 ③

5②
11 ②

6⑤
12 ⑤

mammal 포유류
skeleton 골격
organ 장기
drive train 동력 전달 체계
contour 윤곽
naive 순진한

정답

⑤

소 재

십 대 자녀의 무례함에 대처하는 법
해 석

exterior 겉모습

만약 여러분이 십 대 자녀가 무례할 때 지혜로운 태도를 유지하는

Word Search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일반적

정답

1. pronounce 2. grief 3. organ

틀리기 쉬운 유형편

nervous system 신경계

Exercise 1

인 십 대의 행동에 관한 피할 수 없는 몇 가지 사실들 때문에 여러분
에게 불리하게 판이 짜여 있다. 우선 한 가지 이유를 예로 들자면, 십
대들은 종종 싸움을 걸려고 한다. 그것은 청소년기의 혼란과 불확실
성 속에서 부모들이 안전한 근거지로서 일종의 폭풍의 눈과 같기 때
문이다. 십 대들은 그들의 하루의 쓰레기를,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그들과 함께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쨌든 그들을 사랑해줄 누군
가에게 배출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이 ‘틀리다’는 것
이 명백해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
도) 여러분은 단순히 철수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어지럽게 돌아가는 상황을 멈출 수 있다. “글쎄, 난 그저 친절하려고
했을 뿐인데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봐!”와 같은 화를 내는, 자
주 반복되는 말을 하며 나가서는 안 된다. 대신, “네가 이야기를 할
기분이 아닌 것을 알겠구나. 오, 그럼, 다음 기회로 미루자.”와 같은
단순한 (그리고 적확한) 말을 하라. 그들의 심술궂음이 지속적인 것
이 아니라면, 대화는 여러분의 전반적인 관계를 반영하는 것에 관련
되기보다 쓰레기를 버릴 기회에 더 관련된다고 생각하라.
문제해설

무례하게 구는 십 대 자녀와 대화를 할 때 부모의 말이 전혀 받
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대화를 중단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라고
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철수하는
것’이다.
① 꾸짖는 것
② 격려하는 것
③ 비난하는 것
④ 설득하는 것
구조분석

6행 If it becomes evident [that everything you say is
“wrong”] (even though you know you’re right), you
03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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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can stop the merry-go-round whenever you like [by
simply withdrawing].
 it은 형식상의 주어이며 첫 번째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whenever는 ‘~할 때는 언제든지’라는 뜻이다. 두 번째 [ ]의
「by -ing」는 ‘~함으로써’라는 의미이다.

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감시 체계가 의도된 생각
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과 마주치는 경우, 그것은 의도적인 운영 과정
을 자극하여 이러한 생각이 반드시 적절한 생각으로 대체되게 한다.
요인에 의해 생긴 인지 부하 증가로 인해 작동을 멈출 수 있고 그래

inescapable 피할 수 없는

서 감시 과정이 부적절한 생각을 걸러서 의식으로 스며들게 해, 그것

chaos 혼란, 혼돈

의 접근성이 높아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adolescence 청소년기, 사춘기

문제해설

secure 안전한
base 근거지

원치 않는 생각과 무관한 생각을 의식적으로 찾아내는 의도적
인 운영 과정이 작동을 멈출 경우, 무의식적인 감시 과정에 의
해 걸러진 부적절한 생각이 의도적인 운영 과정에 의해 적절한
생각으로 대체되지 못하고 의식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
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부적절한 생각
을 걸러서 의식으로 스며들게 해’이다.
① 다른 상호 관련된 인지 체계를 작동시켜
② 원하는 생각의 접근성을 높여
③ 자기 통제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만들어 내서
⑤ 원하는 상태를 얻기 위해 정신적 내용을 찾아

discharge 배출하다
garbage 쓰레기, 가치가 없는 것
stick with ~와 함께 있다, ~의 곁에 머물다
evident 명백한
merry-go-round 어지럽게 돌아감, 회전목마
refrain 자주 반복되는 말
accurate 적확한, 정확한
nastiness 심술궂음, 악의
persistent 지속하는
dump 버리다

구조분석

reflection 반영, 설명
Word Search

1. evident 2. chaos 3. persistent

Exercise 2

다음으로, 그리고 동시에, 무의식적인 감시 과정이 운영 체계가 효과

그러나 주장되는 바는, 의도적인 운영 체계는 피로, 스트레스, 정서적

어휘 및 어구

정답

데 그것은 억제된 생각과 무관한 생각을 의식적으로 찾아내려 한다.

정답

④

소 재

원치 않는 생각이 억제되지 않는 이유
해 석

11행 However, it is argued, the intentional operating
system can fail due to increased cognitive load [caused
by fatigue, stress and emotional factors], and so the
monitoring process filters the inappropriate thoughts
into consciousness, [making them highly accessible].
 it is argued는 삽입절로서 ‘주장되는 바는’이라는 의미
이다. 첫 번째 [ ]는 increased cognitive load를 수식하
는 과거분사구이다. 분사구문인 두 번째 [ ] 안에서 them은
목적어로 the inappropriate thoughts를 가리키고 highly
accessible은 목적보어이다.
어휘 및 어구

suppression 억제, 억압
interplay 상호작용

내가 여러분에게 “백곰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백

cognitive 인지의

곰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

intentional 의도적인

로, 사고의 억제는 억누르고 싶은 생각을 가라앉히는 대신 그것을 실

consciously 의식적으로

제로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것의 한 가지 흔한 예는 다이어트를 하고

locate 찾아내다

있어서 음식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흔히 음

simultaneously 동시에

식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 아이러니한

encounter 마주치다

결과는 관련된 두 가지 인지 과정의 상호작용에 의해 야기되는 것

inconsistent 일치하지 않는

같다. 우선, 이 이중 처리 시스템은 의도적인 운영 과정을 포함하는

prompt 자극하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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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분석

replace 대체하다

1행 We can put the matter more precisely by saying
[that another trait is nonadaptive, or “abnormal,” if it
reduces the fitness of individuals {that consistently
manifest it under environmental circumstances that
are usual for the species}].
 [ ]는 saying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 }는
individual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며 that are usual for the
species는 environmental circumstances를 수식하는 관계
절이다.

appropriate 적절한
load 부하, 부담
fatigue 피로
accessible 접근하기 쉬운
Word Search
정답

1. replace 2. fatigue 3. interplay

어휘 및 어구

trait (유전) 형질, 특성

Exercise 3

정답

⑤

소 재

적응적/비적응적 형질
해 석

한 형질이 선택에 의해 개체군에서 유지된다면 적응적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우리는 다른 형질이 그 종에게 통상적인 환경적 상황에
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개체의 적응도를 감소시킨다면, 비
적응적, 즉 ‘비정상적’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문제를 더 정확하게 표
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비정상적인 환경에서의 일탈적 반응은 비
적응적이 아닐 것이다. 즉 그것들은 단순히 보통 그 종이 접하는 환
경에서 상당히 적응적인 반응의 유연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한 형질은 환경의 단순한 변화에 의해 적응적인 상태에서 비적응적
인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일 유전자의 이형 상태에 의
해 결정되는 인간의 겸상 적혈구 형질은 아프리카에서의 생활 조건
하에서는 적응적인데, 여기서 그 형질은 열대 말라리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저항력을 부여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경우, 그 형질을 가

adaptive 적응성의, 환경 순응을 돕는

틀리기 쉬운 유형편

ensure 반드시 ~하게 하다

maintain 유지하다, 보존하다
population 개체군
abnormal 비정상적인
fitness 적응도
manifest 드러내 보이다
deviant 일탈적인, 정상에서 벗어난
flexibility 유연성
encounter 접하다, 마주하다
status 상태, 지위
confer 부여하다
resistance 저항력
descent (~의) 가계(家系), 혈통
bearer 소지자
confront 직면하게 만들다
Word Search
정답

1. trait 2. abnormal 3. confer

진 사람들이 더 이상 말라리아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유 때
문에 그것은 비적응적이다.
문제해설

겸상 적혈구 형질이 열대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력을 부여하는
아프리카에서는 적응적이지만 더는 열대 말라리아에 걸릴 가
능성이 없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경우에는 비적응적이라는
사례를 통해, 형질의 적응적/비적응적 상태는 환경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환경의 단순한 변화’이다.
① 광범위한 유전적 변화
② 유연성의 공헌
③ 일탈적 반응의 역할
④ 이상한 자연 선택 과정

Exercise 4

정답

④

소 재

미학적 특질의 징후 여부로 부여되는 예술로서의 지위
해 석

철학자 Nelson Goodman은 ‘‘무엇’이 예술인가?’라는 질문을 ‘‘언
제’가 예술인가?’라는 질문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사물은 그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예술작품으로 기능할 수
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사물이 예술로 기능할 때, 그것은
미학적 특질의 특정한 ‘징후’를 드러낸다. 예를 들어 예술로 기능하
03강 - 정답과 해설

001~085 2020수특-영어독해정답-14.indd 21

21

2019-12-30 오후 4:58:26

정답과 해설
는 사물은 상대적으로 ‘풍부한’(가득 찬)데, 이는 그 동일한 사물이

edge 가장자리

예술작품으로 기능하지 않을 때보다 그것의 물리적 특성 중 더 많

thickness 굵기

은 것이 그것의 의미의 일부이며 주목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Goodman은 우리에게 지그재그 선을 생각해 보라고 요청한다. 그
선이 주식시장 그래프라고 들으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최고점들

Word Search
정답

1. outline 2. exhibit 3. peak

과 하락들뿐이다. 우리는 일련의 숫자에서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동일한 선이 그림의 일부(가령, 산의 윤
곽)라면, 그 선의 모든 물리적 특성이 갑자기 중요해지고 예술가가

Exercise 5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의 일부가 되는데 특히 그것의 색깔,
질감, 가장자리, 굵기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경험을 일
련의 숫자로 변환할 수 없다.
문제해설

지그재그 선이 주식시장 그래프로 쓰인 경우에는 그것이 담고
있는 정보를 숫자로 바꿀 수 있으나, 그림에서 가령 산의 윤곽
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것의 물리적 특성 하나하나가 다 의미
를 갖는 예술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이를 숫자로 바꿀 수 없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이 경험을 일
련의 숫자로 변환할 수 없다’이다.
① 그 경험에 의해 완전히 혼란스러워진다
② 미적 관점을 견지할 수 없다
③ 그것의 기저에 있는 미적 특징을 인식할 수 없다
⑤ 예술의 개념을 주식시장의 개념에 비유할 수 있다
구조분석

1행 The philosopher Nelson Goodman argued [that we
should replace {the question “What is art?”} with {the
question “When is art?”}]
 [ ]는 argu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그 안의
「replace A with B」는 ‘A를 B로 대체하다’라는 뜻이며, 두
개의 { }가 각각 A와 B에 해당한다.
어휘 및 어구

philosopher 철학자
replace 대체하다, 바꾸다
exhibit 드러내다, 보이다
symptom 징후, 증상
aesthetic 미학(적 특질), 미적 특질; 미적인
replete 풍부한, 가득 찬
property 특성, 속성
stock market 주식시장

정답

②

소 재

컴퓨터 디스플레이에서 일관된 배치의 중요성
해 석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웹사이트 사용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
각의 틀 때문에, 버튼이나 링크를 주의 깊게 보지 않고 그것들을 클
릭하는 경우가 흔하다.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들의 지각은 실제 화면
에 있는 것에보다 상황에 대한 그들의 (지각의) 틀이 그들이 기대하
도록 유도하는 것에 더 근거를 둔다. 이것은 때때로 소프트웨어 설
계자들을 당황케 하는데, 그들은 사용자가 화면에 있는 것을 볼 것
으로 예상하지만, 이는 인간의 시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다. 예를
들어, 다중 단계 대화 상자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다음’과 ‘뒤로’ 버튼
의 위치가 바뀌면, 많은 사람은 즉시 그 변경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
이다. 그들의 시각 체계는 이전 몇 페이지에 있던 버튼들의 일관된
배치로 인해 안심하여 주의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무심코 몇 번
뒤로 돌아간 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 버튼들을 통상적인 위치에
서 인식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반드시 현실이 상황에 대한 사용자의
(지각) 틀과 일치하게 하려고 제어장치를 일관되게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지침인 이유이다.
문제해설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각의 틀로 인해 버튼이나
링크를 주의 깊게 보지 않고 무심코 클릭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설계자들은 실제 화면에 있는 명령 체계와 사용자
들의 지각의 틀이 일치하도록 제어장치를 일관되게 배치하여
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현실이 상황에 대한 사용자의 틀과 일치하게’이다.
① 설계자들이 많은 잠재적 해결책을 가지게
③ 익숙하지 않은 것이 즉시 사용자의 주의를 끌게
④ 정보가 사용자의 가능한 목표를 명확하게 나타내게
⑤ 의도하지 않은 해석이 새로운 기회를 낳게

peak 최고점

구조분석

dip 하락

4행 This sometimes confounds software designers,
[who expect users to see what is on the screen] — but
that isn’t [how human vision works].

outline 윤곽
texture 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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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 ] 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절로 software
designers를 부연 설명한다. 두 번째 [ ] 안에는 「how +주
어+동사」 구문이 쓰여 ‘~가 …하는 방식’이라는 의미를 나타
내는데 이때 how를 the way로 바꿔 쓸 수 있다.

들은 1차선 일방통행로를 타기보다는 ‘8차선 고속도로로 이동했다’
고 그는 썼다. 그들은 다양성을 지녔다.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사람들
은 하나의 연구에서 지식을 취하여 그것을 다른 것에 창의적으로 적
용하는 데, 그리고 인지적인 고착을 피하는 데에 탁월했다. 그들은

어휘 및 어구

Hogarth가 ‘회로 차단기’라고 부른 것을 이용했다. 더 이상 작동하
지 않을 수도 있는 이전의 해결책으로 끌리는 경향을 저지하려고 그

perceptual 지각의
frame 틀

들은 외부의 경험과 유사점을 이용했다. 그들의 능력은 오래된 동일
한 패턴을 피하는 것에 있었다.

immediately 즉시

문제해설

inattention 부주의
consistent 일관된, 한결같은
placement 배치
unintentionally 무심코, 본의 아니게
standard 통상의, 표준의
guideline 지침
ensure 반드시 ~하게[이게] 하다, 보장하다
Word Search

1. consistent 2. ensure 3. switch

Tips


•dialog box(대화 상자): 흔히 팝업 창으로 인식되며, 사용자의 지시 사항이
나 결정을 묻기 위해 대화 형태로 띄워지는 창을 말한다.


•user-interface(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컴퓨터와 대화하기 위한 기

여러 분야에 탁월한 전문가들은 폭넓은 훈련과 경력에 대한 열
린 자세를 지니고 있으며, 한 분야에서 습득한 지식을 다른 분
야에 창의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다른 분야에서 얻
은 지식을 이용하여 이전의 해결책으로 끌리는 경향을 저지한
다고 하였으므로,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⑤ ‘확립된 사고를 깨
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분야의 지식’이 가장 적절하다.
① 일에 대한 집중력을 잃게 하는 잠재적인 산만
② 우울할 때 하나의 기쁨의 불꽃을 불러오는 즐거운 시절의
추억
③ 특정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경험
④ 낡은 습관을 깨고 변화를 일으키도록 사람들을 자극하는 위기

틀리기 쉬운 유형편

switch 바뀌다; 변경, 전환

정답

은 훈련을 받았고 많은 ‘경력의 경로’를 열어 놓았다는 것이었다. 그

호나 명령 체계를 말한다.

Exercise 6

구조분석

정답

⑤

소 재

여러 분야에 탁월한 전문가들의 특성
해 석

10행 The successful adapters were excellent [at
{taking knowledge from one pursuit} and {applying
it creatively to another}], and [at avoiding cognitive
entrenchment].
 were excellent에 이어진 두 개의 [ ]가 and로 연결되
어 있으며, 첫 번째 [ ] 안에는 at의 목적어인 두 개의 { }가
and로 연결되어 있다.
어휘 및 어구

cofound 공동 설립하다

1979년에 Christopher Connolly는 높은 성취도를 가진 사람들
이 가장 좋은 상태에서 수행하도록 돕는 심리 상담회사를 영국에서

psychology consultancy 심리 상담회사

공동 설립했다. 수년간 Connolly는 일부 전문가들이 좁은 전문 지
식을 벗어나면 허우적거리는 반면에, 다른 전문가들은 예를 들어 세

expertise 전문 지식

계적인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것으로부터 오케스트라를 하나 운

expand 확장하다

영하는 것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그들의 경력을 확장하는 데 매우 능

primary 주된

숙한 이유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그가 시작한 지 30년이 지

transition 전환

professional 전문가
remarkably 매우, 현저하게

난 후에, Connolly는 박사 학위를 하려고 학교로 돌아와서 바로 그

career stream 경력의 경로

질문을 연구했다. Connolly의 주된 연구 결과는, 나중에 성공적인
전환을 한 사람들은 경력 초기에 주된 전공을 추구하면서도 더 폭넓

pursuit 연구, 일, 직업

adapter 적응하는 사람

03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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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apply ~ to ... ~을 …에 적용하다

구조분석

avoid 피하다

5행 This can lead to an ironic situation [in which
human rights become associated with totalitarian ways
of imposing particular ideals, through asserting {that
what it is to be human has to take one particular
form}].
 [ ]는 an ironic situation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며, { }
는 동명사 asserting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 }에서
what it is to be human이 주어에 해당한다.

circuit breaker 회로 차단기
draw on ~을 이용하다
analogy 유사점
interrupt 저지하다, 방해하다
inclination 경향, 성향
Word Search
정답

1. expertise 2. apply 3. interrupt

어휘 및 어구

human services 인적 서비스, 복지 사업

Exercise 7

practice 업무, 실행, 관행
정답

③

소 재

인간다움[인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수용
해 석

primary 주요한, 기본적인
inflexible 경직된, 융통성 없는
universalism 보편주의, 보편성
impose 강요하다, 부과하다
ironic 모순적인, 반어적인

사회사업과 인적 서비스 업무에서의 인권에 대한 최근의 논의에서,

totalitarian 전체주의의

어느 연구자가 주장하는 것은, 강력하게 유지된 주요한 가치관의 위

assert 주장하다, 단언하다

험은 그것들이 보편주의의 경직된 형태가 되기 쉽다는 것인데, 그런

humanity 인간성, 인간다움, 인류

보편주의 내에서 인간다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단일 관점이 (정치

allow for ~을 가능하게 하다[고려하다]

적이든, 경제적이든, 직업적이든, 학문적이든, 문화적이든) 권력을 가

overlap 겹치다, 중복되다

진 자들에 의해 강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다운 것이 무

practitioner 실무자, 개업한 의사[변호사]

엇인가 하는 것이 하나의 특정한 형태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을 통하여, 인권이 특정한 이상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방식과 연관

Word Search
정답

1. impose 2. totalitarian 3. overlap

되는 모순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연구자에게 있어서 해
결책은, 공동체 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성이 의미하는 바를 구축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유된 인간성’을 추구하는 것
인데, 그 해결책은 이러한 정의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 없이 달라지

Exercise 8

고 겹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실무자들이 그들의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재고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 이해에는 사람들을 결속시
키는 것과 그들 사이의 많은 차이점들 간에 균형이 존재한다.
문제해설

보편주의의 경직된 형태 속에서의 인권에 대한 단일 관점이 권
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강요될 수 있는 모순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유된 인간성’을 제시했다.
이것은 서로 다르고 겹치는 것을 가능하게 하므로 ‘동일할’ 필
요가 없다. 따라서 빈칸에는 ③이 가장 적절하다.
① 명시적일
② 정확할
④ 포괄적일
⑤ 측정 가능할

24

정답

①

소 재

예술이 환경에 대한 적응과 생존에 미친 영향
해 석

생물학자들이 예술과 같은 복잡한 인간의 활동을 고려할 때, 그들은
그 활동의 매우 흥미로운 특성들이 기본적인 욕구의 파생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어떤 특정한 활동이든지 그것이 생존을
돕거나 환경에 대한 적응을 촉진한다고 볼 수 있거나, 그렇게 하는
행동으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타
당하다’. 예를 들어, 회화 예술은 시각을 통해 외부 세계를 이해하려
는 인간의 필요에서 기원할 수 있는데, 환경에 따라 행동하는 것 또
는 생존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가능하게 하
는 업적이다. 자신들의 동굴 벽면에 동물들을 그리고 칠한 구석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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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예술적 기술을 실용적인 이유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림은 언어적인 개념의 형성에 필적할 수 있는 추상화의

Word Search
정답

1. compelling 2. derivation 3. abstraction

한 형태다. 그것은 그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상이 없는 곳에서 그
것을 연구하고 그것의 다양한 이미지를 실험하며, 그리하여 적어도
환상 속에서는, 그것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Exercise 9

정답

④

문제해설
소 재

인간 고유의 특성인 자기 인식
해 석

자기 인식, 즉 성찰적 사고는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는 주된 속성이
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 주는 의식이
다. 성찰은 자신의 의식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을 알고, 특히 ‘자신
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아는’ 힘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성찰의 대상
이 될 수 있는 우주에서 유일한 창조물이며, 그것 때문에 하등 동물
이 결코 참여할 수 없는 실재로서 내면의 세계인 또 다른 세계가 탄
생한다. 스스로를 깊이 생각할 수 없어서, 즉 스스로가 의식이 있는
주체임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심지어 자신의 주인이 누구이며 음식
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지능이 더 높은 종류의

구조분석

동물도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다. 그 결과, 그것은 인류가

2행 [If any given activity can be seen to aid survival
or facilitate adaptation to the environment, or to be
derived from behaviour {which does so}], it ‘makes
sense’ in biological terms.
 [ ]는 If가 이끄는 부사절이며, to aid ~와 to be ~는 병
렬구조를 이루고 있다. { }는 behaviour를 수식하는 관계절
이며, does so는 aids survival ~ environment를 의미한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실재라는 전체 영역에 대한 접근은 거부

어휘 및 어구

biologist 생물학자
assume 생각하다, 가정하다
compelling 매우 흥미로운, 눈을 뗄 수 없는
derivation 파생(물), 유래
drive 욕구, 충동, 동인
facilitate 촉진하다, 조장하다
adaptation 적응
be derived from ~에서 나오다[유래하다]
make sense 타당하다, 이치에 맞다
originate from ~에서 기원하다[유래하다]
achievement 업적, 성취, 달성
abstraction 추상화, 추상적 개념
be compared with ~에 필적하다[비교되다]
verbal 언어적인
fantasy 환상, 공상

된다. 예를 들어 물리학, 철학, 수학, 천문학의 체계는 모두 내적으로
성찰하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 때문에 구축되어 왔다.
문제해설

인간은 스스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자기 인식 때문
에 동물이 접근할 수 없는 고유한 내적 세계를 만들어 냈으며,
그것으로 물리학, 철학, 수학, 천문학과 같은 체계가 구축되었
다는 것이 글의 핵심이다. 빈칸에는 인간의 자기 인식과 숙고
하는 능력과 관련된 표현이 들어가야 하므로 ④ ‘내적으로 성찰
하는’이 가장 적절하다.
① 미리 계획하는
② 오류를 고치는
③ 상징을 만드는
⑤ 지식을 공유하는
구조분석

4행 Humans are the only creation in the universe [who
can be the object of their own reflection] and, because
of that, another world is born: an inner world, [a reality
{in which no lower animal can ever participate}].
 첫 번째 [ ]는 the only creation in the universe를 수식
하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 ]는 an inner world를 부가적으
로 설명하는 명사구이고, { }는 a reality를 수식하는 관계절
이다.
03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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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예술은 시각을 통해 환경에 작용하거나 생존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업적
이었다. 구석기시대 예술가들이 동굴 벽면에 그림을 그린 것
은 예술적 기술을 실용적인 이유로 이용한 것이며 추상화의 한
형태로 어떤 물체가 없는 곳에서 그것을 연구하고 실험한 것도
생존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그것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할’이다.
②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할
③ 자신들의 잔인한 본능을 감출
④ 자신들의 예술적 기술을 보여줄
⑤ 그것을 접하는 것을 완전히 피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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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어휘 및 어구

문제해설

self-awareness 자기 인식

현재 면접을 보고 있는 면접관이나 채용 관계자에게 다른 회사
에도 지원하여 결정적인 단계에 있거나 최종 면접을 볼 예정이
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빈
칸 앞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공유할 필요는 없다고 했고, 빈칸
다음에서는 허위로 꾸며내지 말라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채용
과 관련된 현재의 상황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그들이 여러분의 현황을 알게 하는 것’이다.
① 그들에게 여러분의 역경을 말하는 것
② 여러분이 그 일자리를 어떻게 얻었는지 입증하는 것
④ 여러분의 포부가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것
⑤ 고용 조건에 대해 협상하는 것

reflective 성찰하는, 깊이 생각하는
attribute 속성
distinguish 구별하다
contemplate 깊이 생각하다
reflection 성찰, 숙고
participate in ~에 참여하다
incapable of ~을 할 수 없는
be aware of ~을 인식하다[알다]
in consequence 그 결과, 결과적으로
access 접근, 접속
domain 영역
mankind 인류

구조분석

astronomy 천문학

2행 However, there is nothing wrong with [being
honest to a limited degree], [if you are reaching a
critical stage with another company {with whom you
are also interviewing}].
 첫 번째 [ ]는 with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구이고, 두 번
째 [ ]는 if가 이끄는 부사절이다. 두 번째 [ ]에서 { }는
another company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unique 고유한, 독특한
Word Search
정답

1. attribute 2. reflection 3. domain

Exercise 10

정답

③

소 재

면접관에게 제공하는 구직자의 현 상황에 대한 정보
해 석

나는 여러분이 면접관에게 여러분의 모든 구직활동에 대해 말하거
나 현황 보고서를 제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니,
분명히 그것은 그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면
접을 보고 있는 또 다른 회사와 결정적인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면,
‘한정된 정도’까지 정직하게 말하는 것에는 전혀 잘못이 없다. 이성
적으로 말하면, 우리들 대부분은 한 번에 한 개 이상의 일자리를 구
하려 하고 있다. 채용 관계자에게 “이 면접 기회에 감사드리며, 이 일

어휘 및 어구

status report 현황 보고서
critical 결정적인, 중대한
reasonably speaking 이성적으로 말하자면
pursue 추구하다, 좇다
hiring official 채용 관계자
appreciate 감사하다, 감상하다
detail 세부 사항
caution 경고하다, 주의를 주다
fake 허위로 꾸며내다, 날조하다
Word Search
정답

1. pursue 2. caution 3. fake

자리와 귀사에 관심이 있지만, 제가 몇 개의 다른 회사와도 이야기
를 하고 있으며, 그중 한 회사가 저를 최종 면접에 불렀다는 것을 귀
하께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렇다, 이것이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간
주될 수 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진실이다. 다른 회사의 이름이나
세부 사항을 말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제안하며, 단지
그들이 여러분의 현황을 알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을 허위로 꾸며내지는 말라고 여러분
에게 경고하고 싶다.

26

Exercise 11

정답

②

소 재

자극에 맞춤화된 감정적 반응
해 석

감정이 학습되지 않고, 자동화되고, 유전자 총체에 의해 설정된다는

EBS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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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독해연습

fundamental 근본적인

는 개인적이고 교육이 가능한 것은 하나도 없는가? 답은 많다는 것

preference 선호(도)

이다. 정상적인 뇌에서 감정의 본질적인 메커니즘은 사실 개인들 사

distinctly 분명히, 뚜렷하게

이에서 상당히 유사하며, 또한 좋은 점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circumstance 상황

다양한 문화에서 인류에게 고통과 기쁨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선

stimulus 자극 (pl . stimuli)

호에 있어서 공통된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메커니즘

emotionally competent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분명히 유사한 반면에, 특정한 자극이 여러분에게 감정적으로 능

vice versa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력을 갖게 되는(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상황이 나에게는 똑같이

considerably 상당히, 꽤

그럴 것 같지 않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는 내가 두려워하

customized 맞춤식의

지 않는 것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며, 여러분이 좋아하는

relative to ~에 대하여

것 중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

causative 원인이 되는

고, 우리 둘 다 두려워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주 많이 있다. 다시 말해

in this regard 이러한 점에서

서 감정적 반응은 원인이 되는 자극에 대하여 상당히 맞춤화되어 있
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꽤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틀리기 쉬운 유형편

사실은 항상 유전자 결정론의 망령을 불러일으킨다. 사람의 감정에

Word Search
정답

1. determinism 2. fundamental 3. causative

문제해설

우리 뇌에 있는 감정의 본질적인 메커니즘은 상당히 유사하지
만 감정적 반응은 원인이 되는 자극에 대하여 상당히 맞춤화되
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글의 핵심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② ‘우리는 꽤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은 것
은 아니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기본적인 감정은 감출 수 없다
③ 우리가 항상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우리의 개인적 특성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⑤ 고통과 기쁨은 동전의 양면이다

Exercise 12

정답

⑤

소 재

자연과 가까이 사는 것이 친환경적이라는 근거 없는 통념
해 석

가장 널리 퍼져 있으나 아쉽게도 잘못된, 환경에 대한 근거 없는 통
념 중 하나는 시골이나 잎이 우거진 교외에서 ‘자연과 가까이’ 사는

구조분석

것이 최고의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도시들은

6행

But [while the mechanisms are distinctly similar],
the circumstances [in which certain stimuli have
become emotionally competent for you] are unlikely
to be the same as for me.
 첫 번째 [ ]는 while이 이끄는 부사절이며, 두 번째 [ ]는
the circumstanc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귀중한 자원을 빨아먹는 인공적이고 혼잡한 장소로서 자주 생태 파

어휘 및 어구

교로 걸어가거나 대중교통을 선택할 수 있다. 도시 밖에서 발견되는

괴의 주요 원인으로 비난받는다. 그러나 그 사실들을 살펴볼 때, 그
것은 전혀 진실이 아니다. 시골과 대부분의 교외의 생활양식은 출근
하고, 식료품을 사고, 아이들을 학교와 활동에 데리고 가기 위해 연
료를 소모하고 배기가스를 뿜어내면서 매주 자동차 안에서 오랜 시
간 동안 있는 것을 포함한다. 반면에 도시 거주자들은 일터, 상점, 학

automated 자동화된

더 큰 마당과 집들도 또한 에너지 사용, 물 사용, 토지 사용 측면에서

genome (세포나 생명체의) 유전자 총체, 게놈

환경적인 대가를 치르게 한다. 지구의 미래는 작고 조밀한 공동체들

genetic 유전의

속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은 분명하다.

determinism 결정론
educable 교육 가능한
essential 근본적인, 필수의
mechanism 체제, 장치, 메커니즘
humanity 인류, 인간성
diverse 다양한
common ground 공통의 기반, 공통점

문제해설

밑줄 친 어구 앞에서 ‘자연과 가까이’ 사는 것이 친환경적이라
는 것은 근거 없는 통념이라고 했으며, 밑줄 친 어구 다음에서
도 시골과 교외에서의 생활양식이 오히려 연료를 소모하고 배
기가스를 뿜어내면서 자동차를 오래 타는 것을 포함하며 에너
지 사용, 물 사용, 토지 사용의 측면에서 환경적인 대가를 치르
게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03강 - 정답과 해설

001~085 2020수특-영어독해정답-14.indd 27

27

2019-12-30 오후 4:58:28

정답과 해설
것은 ⑤ ‘자연에 가까이 사는 것이 반드시 더 친환경적인 것은
아니다.’이다.
① 우리는 시골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② 도시의 생활방식은 환경 파괴에 대한 책임이 있다.
③ 대중교통을 확장하는 것이 틀림없이 친환경적으로 사는 하
나의 비결이다.
④ 도시 거주자들은 자주 교외를 방문하여 그곳을 심하게 오염
시킨다.
구조분석

1행 [One of the most widespread, sadly mistaken,
environmental myths] is [that living “close to nature”
out in the country or in a leafy suburb is the best
“green” lifestyle].
 첫 번째 [ ]는 주어이고, 두 번째 [ ]는 보어로 쓰인 명사
절이다. 두 번째 [ ]에서 living이 이끄는 동명사구가 주어이
기 때문에 단수 취급하여 동사는 is가 쓰였다.
어휘 및 어구

mistaken 틀린, 잘못된
myth 근거 없는 통념, 잘못된 믿음
leafy 잎이 무성한
suburb 교외
green 친환경적인
ecological 생태계[학]의, 생태상의
artificial 인공적인
suck up ~을 빨아먹다[빨아들이다]
precious 귀중한, 값비싼
exhaust 배기가스
groceries 식료품
dweller 거주자
transit 대중교통
extract a toll 대가[희생]를 치르게 하다
in terms of ~의 측면에서
compact 조밀한, 작은
Word Search
정답

1. myth 2. exhaust 3. compact

04

Week

1②
7④

2
본문 42~53쪽

2①
8④

Exercise 1

3②
9②

4⑤
10 ④

5④
11 ⑤

6④
12 ④

정답

②

소 재

오페라의 관례
해 석

오페라는 관례적이다. 아무도 현실 세계에서 항상 노래하지는 않는
다. 아무도 감정에 사로잡힐 때마다 연주를 시작하는 오케스트라를
갖고 있지 않다. 관례는 연극에서는 당연히 필요하고, 오페라에서는
훨씬 더 그렇다. 우리가 관례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바란다면, 우리
는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관례는 참여자들이 규칙에 동의하는 것,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복잡한 세상을
단순화하는 것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추리 소설,
텔레비전 시트콤, 그리고 서부 영화에 익숙하다. 우리는 각각의 장르
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며, 모든 살인 사건에는 한 명의 뛰어난
형사에 의해 마지막 챕터에서 한 방에 모이게 될 수 있는 여섯 명의
용의자가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도 그것이 우리에게 제공
하는 즐거움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상황의 비현실성을 수용한다.
문제해설

오페라의 상황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지만, 오페라는 사람들
이 동의하고 수용하는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관례적인 예술
이며 사람들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즐긴다는 내용의 글
이다. 그러므로 오페라가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을 수용한다는
내용으로 볼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비현
실성’이다.
① 긴급성
③ 민감성
④ 심각성
⑤ 악화
구조분석

8행 Yet we gladly accept the unreality of the situation
because of the pleasure [it provides us].
 [ ]는 the pleasur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이때 대명사
it은 the unreality of the situation을 대신한다.
어휘 및 어구

conventional 관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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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al 감정에 사로잡히기 쉬운, 감정적인

⑤ 이윤의 집중

provided that ~라면, ~라는 조건하에

구조분석

agree on ~에 동의하다
concentrate on ~에 집중하다
be accustomed to ~에 익숙하다
situation comedy 시트콤
suspect 용의자
Word Search
정답

어휘 및 어구

1. conventional 2. emotional 3. suspect

property 재산
molecule 분자
surround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무엇을) 둘러싸다

틀리기 쉬운 유형편

5행 But we all have an interest in seeing public
research programmes into diseases and health being
carried out.
 「see +목적어+목적보어」에서, 목적보어인 분사구(being
carried out)는 앞에 있는 목적어와 수동의 관계이므로 현재
분사의 수동형으로 쓰였다.

simplify 단순화하다

remote 먼, 동떨어진

Exercise 2

carry out ~을 수행하다
정답

①

소 재

지적 재산의 위험
해 석

gene 유전자
clinical 임상의
obstruct 방해하다
patent 특허
dominant 지배적인

지적 재산의 한 가지 큰 위험은 자유에 대한 위협에 있다. 한 무리의

linked to ~와 연관된

과학자들이 한 단백질 분자의 사용을 둘러싼 지적 재산권이 너무 많

be entitled to ~할 권리가 있다

아 그것에 대한 연구를 중단하면, 기본적인 자유, 즉 연구할 자유가

treatment 치료제

방해받은 것이다. 우리들 중 대부분은 단백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origin 근원

지 않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의 자유 비용이 먼 이야기처럼 보일지
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질병과 건강에 대한 공공 연구 프로
그램이 수행되는 것을 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우

Word Search
정답

1. molecule 2. obstruct 3. dominant

리는 공공 연구원들이 계속해서 유방암과 난소암에 연관된 유전자
에 대해 연구하고 더 저렴하고 더 효과적인 임상실험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들이 ‘이 중요한 특허는 BRCA1과
BRCA2 유전자(유방암과 난소암에 연관된 유전자)에 대한 Myriad
사(社)의 지배적인 독점적 위치를 확고히 한다.’와 같은 공고에 의해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회사들은 질병에 대한 자신들의 치료제
를 보호할 권리가 있지만, 자신들의 특허를 이용하여 다른 이들이
질병의 근원과 연관된 유전자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권리는 없다.
문제해설

지나친 지적 재산권 행사로 인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자
유가 방해받는 것이 지적 재산권과 관련한 문제점이 될 수 있
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① ‘자유에 대한 위협’이다.
② 고정관념의 탄생
③ 정치적 권력의 불균형
④ 잘못된 지식의 가능성

Exercise 3

정답

②

소 재

선택 사항이 너무 많은 문제
해 석

너무 많은 선택은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우며, 쇼핑 경험에
덜 만족하는 소비자를 양산하여 결국에는 소매 수익성을 해치는 결
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감기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상품을 원하
는 고객을 생각해 보라. 처음에, 그녀는 그런 제품을 위해 어디서 쇼
핑을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은
호텔 선물 상점과 편의점에서부터 약국과 잡화점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장소에서 이제 흔히 구할 수 있다. 고객이 일단 상점을 선택하
04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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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고 진열대 앞에 서면, 다양한 범위의 성분을 가지고 다양한 제조업
체에서 나온 어지러울 정도로 늘어선 제품을 마주한다. 심지어 특정
상표 안에서도, 그녀는 그것들이 언제 복용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복
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증상을 다루는지에 있어서 다양한 제

Exercise 4

정답

⑤

소 재

세계 시장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품을 선택할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 모든 것은 건강한 사람을 아
프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문제해설

하나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선택해야 할 것들이 지나치게 많
다는 내용을, 감기 증상을 덜어주는 제품을 구매하는 예시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② ‘너무 많은 선택’이 가
장 적절하다.
① 먼 거리
③ 너무 잦은 조언
④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
⑤ 까다로운 결제 과정

해 석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들은 그들 자신의 국내 시장에 위
치한 회사들과의 경쟁에 직면할 수 있고, 그뿐 아니라 지구 반대편
에 기반을 둔 회사들과의 경쟁에도 직면할 수 있다. 또한, 한 국가에
뿌리를 내리는 소비자 성향은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
여, 새로운 시장 기회 혹은 기업의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제품과 사
업 모형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아울러, 한 지역
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는 전 세계의 소비자·기업 신뢰 지수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09년 발생하기 시작한 유럽의 국가 부
채 위기 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만 보더라도 그런 사건
들이 경제 성장, 소비자 지출,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전

구조분석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사건들은 생존과 성장에 대

1행 [Too much choice is overwhelming for many
people and results in consumers {who are less satisfied
with the shopping experience}], [which ultimately
hurts retail profitability].
 { }는 consumers를 수식한다. 두 번째 [ ]는 첫 번째 [ ]
의 내용을 추가로 설명해준다.

한 회사의 전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이 국제적으로

어휘 및 어구

overwhelming 감당하기 어려운
ultimately 결국
retail 소매
profitability 수익성
relieve 완화시키다, 덜어주다

영업을 하기로 선택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여전히 세계적인 시장
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문제해설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
는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⑤ ‘세계적인 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취약하다’이다.
① 국가 경제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② 긍정적인 투자 환경에 심하게 영향을 받는다
③ 고객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위기와 불확실성을 겪는다

symptom 증상

구조분석

commonly 흔히

6행 One need look no further than the sovereign debt
crisis in Europe [that began to unfold in 2009] or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in the USA, to appreciate
the impact of such events on economic growth,
consumer spending and prosperity.
 「need +동사원형」은 부정문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 ~할
필요가 없다’의 의미로 쓰인다. [ ]는 the sovereign debt
crisis in Europe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available 구할 수 있는
location 장소, 위치
range 범위가 ~에 이르다
shelf 진열대, 선반
face 마주하다, 마주보다
dizzying 어지러운
spectrum 범위, 영역
ingredient 성분
ironically 역설적으로
Word Search
정답

1. overwhelming 2. face 3. shelf

어휘 및 어구

competition 경쟁
take root 뿌리를 내리다
established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implication 영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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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dence (index) 신뢰 지수

색을 띤 것이고, 베토벤이 브람스보다 더 훌륭한 작곡가라고 말하는

unfold 발생하다, 일어나다

것과 같다.’

appreciate 알다, 이해하다

문제해설

prosperity 번영
profound 지대한
prospect 전망
elect 선택하다
operate 영업하다

1. established 2. unfold 3. prosperity

Tips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in the USA(미국의 서브프라임 모
기지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주택 자금
을 빌려주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비우량 주택담보대
출이라 부른다. 2000년대 들어 부동산 시장의 여파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비
율이 급상승했는데, 2004년 이후 금리가 대폭 상승하자 저소득층이 원리금을 못
갚게 되면서 2007년에 미국의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들의 파산으로 시작된,
미국만이 아닌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온 연쇄적인 경제위기를 서브프
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한다.

틀리기 쉬운 유형편

Word Search
정답

지도자가 내려야 할 결정은 복잡하고, 정보는 넘쳐나서 사고를
흐리게 하거나 오히려 너무 단편적이기도 하고, 내리는 결정의
가치는 명확하지 않아서 지도자의 결정은 주관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명료함은 지도자가 흔히 얻기 어려운 것
이다’이다.
① 지도자는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② 위대한 리더십을 정의하는 자질들은 주관적이다
③ 진정한 지도자들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최선을 발휘하도
록 한다
⑤ 위대한 지도자는 동시에 위대한 부하가 될 수 있다
구조분석

6행 Alternatively, the leader’s information might be
only fragmentary, [which might cause her to fill in
the gaps with assumptions — sometimes without
recognizing them as such].
 [ ]는 관계절로, 앞에 나온 절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제
공한다. 대명사 them은 assumptions를 대신한다.
어휘 및 어구

tend to ~하는 경향이 있다

Exercise 5

variable 변수
정답

④

소 재

지도자의 결정에 내재된 어려움
해 석

align (정밀히) 조정되다
compound 가중시키다
overload 과부하
overrun 압도하다
distract 흐트러뜨리다

명료함은 지도자가 흔히 얻기 어려운 것이다. 현재의 우려는 더 멀

alternatively 그게 아니면

리 떨어져 있는 잠재적으로 더 큰 우려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경향

fragmentary 단편적인

이 있다. 몇몇 결정들은 그 본질상 엄청나게 복잡한데, 지도자가 성

assumption 추정, 가정

공하기 위해 그것의 많은 변수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조정되어야 한

merit 가치, 장점

다.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인간 공학자들이 정보 과부하라고 부

clear-cut 명확한

르는 것인데, 그 경우 지도자는 이메일, 회의, 그리고 통화를 통한 조

assign 배정하다, 할당하다

언에 압도당하는데, 이는 그의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혼란스럽게 할

competing 상충되는

뿐이다. 그게 아니면, 지도자의 정보는 단지 단편적일 수 있는데, 이

criterion 기준

는 공백을 추정으로 채우게 하고 때로는 그것을 추정으로 인식하지

predominate 우위를 차지하다

도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결정의 가치는 그 본

composer 작곡가

질상 보통 명확하지 않다. 그보다는 그러한 결정에는 ‘상충되는 이

Word Search

익에 중요성을 배정한 다음,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것이 우위를 차
지하는지 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그 결과는 판단에 따른 것, 회

정답

1. compound 2. overload 3. criterion

04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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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6

정답

④

소 재

자기 내면의 비판가

어휘 및 어구

inner critic 내면의 비판가
vulnerable 상처받기 쉬운, 취약한
panicky 당혹스러운
overwhelming 감당하기 어려운, 압도적인

해 석

comfort zone 안락지대

많은 여성들은 자기 내면의 비판가가 자신의 삶과 일에서 마음속 가

venture forth 과감히 나아가다

장 깊이 간직한 꿈에 관해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낸다는 것을 깨닫는

leave ~ alone ~을 내버려 두다

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것들에 대하여 특히 상처를 쉽게 받기 때문

approach 가까이 가다

이다. 그들은 자신이 진심으로 하기를 갈망하는 것을 향해 갈 때 가

contemplate 고려하다

장 당혹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자기 의심을 경험한다. 내면의 비판

stretch into ~로 뻗다

가는 여러분의 안락지대의 가장자리에 있는 문지기와 같다. 여러분

recite 읊다, 낭송하다

이 그 지대에서 밖으로 과감히 나아가지 않는 한, 내면의 비판가는

line 대사

낮잠을 자고 있는 문지기처럼 여러분을 내버려 둘 수 있다. 하지만

mean 비열한

여러분이 자신의 안락지대의 가장자리에 가까이 가거나, 과거의 신

hysterical 신경질적인

념을 시험하거나, 변화를 고려하거나, 더 큰 영역에서 활동하려고 뻗

breakthrough 돌파구

어 나갈 때, 여러분은 잠자는 문지기를 깨우게 된다. 내면의 비판가

likely ~할 가능성이 있는; 아마, 어쩌면

는 여러분을 현 상황의 익숙한 지대로 되돌아가게 만들려는 시도로

on the edge of ~하려는 찰나

자신의 대사를 읊는다. 많은 여성들이 내면의 비판가가 더 강력하게
모습을 드러낼수록, 그것의 목소리가 더 크고 더 비열하고 더 신경
질적일수록, 자신이 돌파구에 더 가까이 있거나 자신이 매우 중요한

Word Search
정답

1. vulnerable 2. contemplate 3. breakthrough

한 발짝을 내딛으려는 찰나에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는
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내면의 비판가로부터 심각한 공격을 받
을 때, 그것은 아마 여러분이 더 큰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의미
일 것이다.
문제해설

자기 내면의 비판가는 더 큰 영역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속 안락지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문지기와 같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밑줄 친 부분이 글에서 의
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자신이 더 큰 무대로 나아가
지 못하게 하다.’이다.
①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부 자원을 사용한다.
② 자신이 살아남도록 해 주는 여러 기술을 개발한다.
③ 자신의 내적인 두려움을 원동력으로 변모시킨다.
⑤ 자신의 꿈을 좇기보다는 물질적인 유혹에 굴복한다.
구조분석

6행 Yet when you [approach the edge of your comfort
zone], [test old beliefs], [contemplate change], or
[stretch into playing bigger], you wake the sleeping
guard.
 네 개의 [ ]는 주어 you 뒤에 이어지는 동사구이며,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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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7

정답

④

소 재

인류세와 지구의 이해
해 석

지구 시스템 연구자들은, 적절하게도,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내
는 광대하고 상호 연관된 과정을 더 잘 이해하는 데 집중해 왔는
데, 그들은 Aldo Leopold가 쓴 1949년 논픽션 도서인 ‘A Sand
County Almanac’의 출간 이후 많은 진척을 이루어 왔다. 해결해
야 할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지만, 지구의 생명 유지 체계에 관한 지
식은 이 지식을 사용하려는 사회의 의향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해
왔다. 인류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시스템이 근시안적이라는 것이다. 장기 설계는 보통 몇 년이
나 몇십 년을 고려하지만, 우리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환경 과정은 수백 년, 수천 년, 또는 그보다 더 많은 세월에 걸쳐서
전개된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설계에 지질학적 시간 감각
을 서서히 불어넣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사 결정에 진정으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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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 사고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산처럼 생각하기’가 인
류세에서 의미하게 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 문화를 완전히

Tips
A Sand County Almanac: 미국인 생태학자이자 환경 운동가인 Aldo

바꾸는 데 성공하면, 후대의 인류세 주민들은 21세기 초반을, 사람
들이 지구에 미치는 자신들의 오래 지속되는 복잡한 영향을 예견함

Leopold가 쓴 논픽션 에세이들을 모아 1949년에 발간한 책으로, 사람들과 거주

으로써 진정으로 산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된, 인류 계몽의 시기로 돌

깊숙하게 연관된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의미로 ‘thinking like a mountain(산처

아볼 것이다.

럼 생각하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지 사이의 책임 있는 관계를 주장하였는데, 환경 운동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생
태학에 관한 폭넓은 관심을 일으켰다. Aldo Leopold는 생태계의 요소들이 상호

문제해설

Exercise 8

정답

④

소 재

문화적 대상에 관한 사회학적 분석
해 석

20세기 초부터 1970년대 초까지 문화적 대상에 관한 사회학적 분

구조분석

석은 두 가지 대립하는 경로 중에서 하나를 택했는데, 그 두 경로는

7행 Long-term planning typically considers years
or decades, but [the global environmental processes
{we are now influencing}] play out over centuries,
millennia, or more.
 [ ]는 play out의 주어이다. { }는 관계절로 the global
environmental processes를 수식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하나의 핵심 가정을 공유했다. 매체의 영향을 받는 문

어휘 및 어구

a great deal of 많은, 다량의
progress 진척; 발전하다
publication 출간, 출판, 발행
planetary 지구의, 행성의
face (위험 따위가) 닥치다[다가오다]
play out 전개되다, 일어나다
millennium 천 년 (pl . millennia)
geologic 지질학적인, 지질의
incorporate 포함하다
transform 완전히 바꾸다, 변형하다
enlightenment 계몽
anticipate 예견하다, 예상하다
long-lasting 오래 지속되는
complex 복잡한
Word Search
정답

1. incorporate 2. publication 3. transform

화의 산물들은, 책이든 노래든 아니면 의복이든, 사회 발달에 발맞
춰 변화하는 표현력 있는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예를 들면, 1919년
에 인류학자인 Alfred Kroeber는 여성 치마의 단은 ‘문명 결정론’
을 통해서 규정되며, 그 치맛단은 거시적 수준의 문화적 가치와 신
념 체계를 들여다보는 창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에 1920년대 중반
무렵에 경제학자인 George Taylor는 그 대신에 치맛단은 주식 시
장의 상승과 더불어 올라가고 하락과 더불어 내려간다고 주장했다.
Taylor에게 치맛단은 거시적 수준에서 문화적 변화가 아닌 경제의
변화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런 ‘한낱’ 주장들은 문화와 경제 사이의
연관 방향에 관해 옥신각신했지만, 그 주장들은 둘 다 여성 의류의
치맛단 길이는 아주 커다란 사회 영향력의 반영이라고 상정했다.
문제해설

두 가지 분석 경향에 따르면 치맛단의 길이는 거시적 수준의
문화적 가치와 신념 체계의 반영이거나 거시적 수준의 경제 변
화의 반영이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은 ④ ‘아주 커다란 사회 영향력의 반영’이다.
① 직물 기술의 산물
② 성격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③ 고정 관념화된 믿음에 직면한
⑤ 여성의 경제적 지위의 지표
구조분석

10행 While these “nothing-but” arguments quibbled on
[the direction of the association between culture and
04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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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기 쉬운 유형편

장기 설계는 보통 몇 년이나 몇십 년을 고려하지만 인간이 영
향을 미치는 지구의 환경 과정은 그것보다 오랜 세월에 걸쳐
전개되며 우리의 의사 결정에 진정으로 장기적인 사고를 포함
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근시안적인’이다.
① 융통성 없는
② 복잡한
③ 오래 지속되는
⑤ 상호 연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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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the economy], they both assumed [that hemline lengths
in women’s fashion were reflections of outsized
societal forces].
 첫 번째 [ ]는 on의 목적어이고, 두 번째 [ ]는 assumed
의 목적어이다.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인간의 뇌가 암묵 기억을 위한 어마어마한
수용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문제해설

단락의 전반부에서는, 낱말을 마주칠 때 기억 흔적이 남지 않
는다고 가정하면 기억 흔적이 보유되지 않는 상태가 무한 반복
되므로 어떤 낱말도 학습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후반부에서는 인간의 뇌는 다행히도 외현적으로 회상할 수는
없어도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기억을 위한 수용력이 어마어마
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② ‘초기의 기억 흔적이 존재하는 것’이다.
① 기억이 생생하게 추적되는 것
③ 처음 마주친 것이 묘사되는 것
④ 첫 언어 입력이 특별하다는 것
⑤ 한 낱말에 하나가 넘는 의미가 있는 것

어휘 및 어구

analysis 분석
core 핵심적인; 핵심
assumption 가정, 상정, 추정
mediated 매체의 영향을 받는
in lockstep with ~와 발맞추어
evolution 발달, 진화
anthropologist 인류학자
prescribe 규정하다, 처방하다
macro-level 거시적 수준의
shift 변화; 바뀌다

구조분석

nothing-but 한낱, 오로지, 단지

7행 Therefore, it must be possible [{for an initial
memory trace} to exist] [in order for it to be
strengthened upon subsequent exposure].
 첫 번째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첫 번째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for ~」 구조의 { }는 to exist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기 위해 쓰였다. 두 번째 [ ]에서 「in order for ~ + to
부정사구」(~이 …하도록)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두 번째 it은
an initial memory trace를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assume 상정하다
textile 직물, 섬유
confronted with ~에 직면한
reflection 반영, 반사, 심사숙고
outsized 아주 커다란, 대형의
Word Search
정답

환되지는 않을지라도(기억은 ‘회상’하기, 또는 ‘외현적으로’ 만들기가

1. anthropologist 2. prescribe 3. analysis

어휘 및 어구

initial 처음의

Exercise 9

encounter 마주치기, 접하기; 마주치다
정답

②

소 재

낱말 학습과 기억 흔적
해 석

potentially 잠재적으로
trace 흔적, 자취; 추적하다
retain 보유하다, 간직하다
be the case 사실이다
utterly 전혀, 완전히

어떤 낱말을 처음으로 한 번 마주치는 것도 잠재적으로 그 사용의

subsequent 그다음의

기억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이 왜 분명한가? 사

vast 어마어마한, 방대한

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생각해 보라. 한 번 노출된 뒤에 어떤 기억 흔

capacity 수용력, 능력

적도 존재할 수 없다면, 그러면 그 낱말을 마주치는 두 번째는 첫 번

implicit 암묵적인, (직접 표현되지 않아도) 사실상 있는

째와 정확히 같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이 두 번째로 마주칠 때 그

readily 쉽게, 빠르게, 기꺼이

낱말의 어떤 기억 흔적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상황은 그 의미

explicit 외현적인, 명시적인, 명료하게 나타나는

의 어떤 기억 흔적도 보유되지 않은 채 무한히 반복될 수 있다. 이것
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떤 낱말도 전혀 학습할 수 없을 것이다. 그

Word Search
정답

1. retain 2. encounter 3. explicit

러므로 그다음에 노출될 때 강화될 수 있도록, 초기의 기억 흔적이
존재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다행히도, 기억이 쉽게 의식으로 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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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구조분석

explicit memory(외현 기억, 명시적 기억)와 implicit memory(암묵 기
억, 암묵적 기억): 외현 기억과 암묵 기억은 장기 기억의 일종이다. 외현 기억은
의식적으로 지각하고 떠올릴 수 있고 언어로 표현이 가능한 기억을 의미한다. 암
묵 기억은 의식하거나 지각하지 못하고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행동이
나 학습 등에 영향을 주는 기억을 의미한다.

정답

④

소 재

자신을 파악하고 자기 영역에서 활동할 필요성
해 석

잠시 물고기를 생각해 보라. 어류는 물에 사는데, 그것은 그것이 사
는 곳에 있을 때, 그것과 경쟁하려고 할 수 있는 그곳에 살지 않는 모
든 다른 것들보다 우세하다. 인간은 그 물고기가 물에 있는 한 그것
의 상대가 안 되므로, 우리가 그 물고기보다 우세하려면, 그것이 우
세한 곳 밖으로 나오게 할 도구와 여러 형태의 속임수를 사용하여 그
것을 잡아야 한다. 우리는 인간 대 물고기가 물에서 겨루면 물고기가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물고기를 물 밖으로 꺼
내는 데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번번이 질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 생각은, 일단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내고 그
영역에서 일한다면 여러분은 항상 결국 성공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
러나 여러분은 매력적으로 보일지도 모르는, 다른 것들의 간교한 속
임수를 따라서 자신이 힘을 발휘하는 곳을 떠나면 절대 성공하지 못
할 것이다. 인생은 성공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남들에 맞서 성
공하는 것과 반드시 관련된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되는(자신의 기질
과 성향대로 행동하는) 데에서 성공하는 것과 관련돼 있으므로, 성공
하는 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문제해설

글의 전반부에서는 물고기는 물에서 우세하고 인간은 물 밖에
서 물고기보다 훨씬 우세하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 글의
후반부에서는 인생은 자신의 기질과 성향대로 행동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고 바로 그렇게 해
야 성공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내고 그 영역에서
일한다’이다.
① 자신감 있고 자기 내면에서 강하게 느낀다
② 경쟁적인 환경에 익숙해진다
③ 각각 다른 상황에 적절한 전술을 적용한다
⑤ 자신이 사는 곳과 자신이 가진 것을 만족스럽게 느낀다

어휘 및 어구

belong in ~에 살다
dominate (~보다) 우세하다, 지배하다
compete 경쟁하다
be no match for ~의 상대가 안 되다
as long as ~하는 한, ~하는 동안
trickery 속임수, 책략
dominance 우세, 지배
convey (생각을) 전하다, 전달하다, 운반하다
figure out ~을 이해하다[알아내다]
accustomed 익숙한
tactic 전술
operate 일하다, 작전을 벌이다
realm 영역, 왕국
content 만족하는
Word Search
정답

1. trickery 2. compete 3. dominance

Exercise 11

정답

⑤

소 재

연습의 질의 중요성
해 석

얼마 동안 사람들은 10,000시간의 연습이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되
04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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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10

1행 Fish belong in the water, and when it is in the
place [where it belongs], it dominates all other things
[that do not belong there] [that may try to compete
with it].
 Fish는 복수형으로 ‘어류, 물고기’를 나타내고 있고, 세 개
의 it은 모두 바로 앞 문장의 a fish를 가리킨다. 첫 번째 [ ]
는 the place를 수식하는 관계절인데, 관계부사 where는 in
which로 바꿀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 ]는 관계절인데,
두 번째 [ ]는 all other things를 수식하고, 세 번째 [ ]는
all other things that do not belong there를 수식한다.
5행 We understand [that {man versus fish in the
water}, fish wins].
 [ ]는 understan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 }는 부사구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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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수치가 터

make use of ~을 이용하다

무니없는 지나친 단순화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연습의

performance 수행, 공연

질이 양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숙련되게 연습을 하는 사

push on 계속 나아가다

람들은 더 빠르게 나아진다. 그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의 어려

piece 작품

운 부분을 골라내는 법을 배웠으며, 그것의 개선에 특히 열심히 애

fingering 운지법(악기를 연주할 때 손가락을 쓰는 방법)

쓴다. 그들은 자신이 수행한 것의 녹음과 영상을 잘 이용한다. 그들

footballer 미식축구 선수

은 하루 중 어떤 시간이 자신들에게 가장 효과가 있는지, 언제 피로

well-rounded 다재다능한

나 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휴식을

quantity 양

취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피아노 연주자는 가끔은 운지법을 정확히
바르게 하도록 어떤 작품을 절반의 속도로 연주하는 것이 도움이 된
다는 것을, 그리고 가끔은 그 작품의 흐름과 가락을 더 잘 느끼도록

Word Search
정답

1. gross 2. piece 3. figure

실수까지 포함하여 두 배의 속도로 그 작품을 연주하고자 노력할 만
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식축구 선수는 감독에게 공격
동작을 연습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문제해설

문맥에 따르면, 전문가가 되는 데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
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며, 숙련되게 연습하는 사람들은 어려
운 부분의 개선에 애를 쓴다. 녹음과 영상을 잘 이용하거나, 시
간·상황 등에 따라 일의 추진을 달리하거나, 연습 목표에 따라
빠르기를 조절하거나, 새로운 연습 방식을 제안한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연습의 질이 양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이다.
① 학습은 타고난 재능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기
② 서로 다른 분야는 서로 다른 양의 노력을 필요로 하기
③ 여러분은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없기
④ 여러분은 다재다능하지 않으면 전문가가 될 수 없기

Exercise 12

정답

④

소 재

퇴근 후에도 일이 연속되는 사회
해 석

오늘날 회사는 자주 직원들에게 다른 수준과 질의 회사 참여를 요구
한다. 이전 시기에 직원들은 보통 기계와 비슷하게 취급받았지만, 그
들의 사생활은, 여가, 열정적 취미, 믿음을 주요 부분으로 하였는데,
계속 대체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오늘날, 직원들은 자주 육체노동보
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하며, 그들은 팀으로서 혁신하고 의사 결정을
하고 효과적으로 근무하라고 요구를 받는다. 그 결과 그들은 이제는

구조분석

집에 갈 때도 일을 떠나지 않고 대신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쉼 없이

7행 A pianist knows that [sometimes it helps to play a
piece at half speed, to get the fingering exactly right],
and [sometimes it is worth trying to play it at double
speed, mistakes and all, to get a better feel for the
flow and cadence of the piece].
 두 개의 [ ]는 knows의 목적어인 that절의 일부로 and
를 중심으로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다. 두 번째 [ ]에서 「it is
worth -ing」 (~할 가치가 있다) 표현과 「~ and all」 (~까지
포함하여)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계속한다. 노동자들이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집단으로 기여하도

어휘 및 어구

직장을 벗어나면 사생활이 직장의 영향을 받지 않던 사회로부
터 퇴근 후에도 어느 정도 일이 계속되는 사회로 바뀌었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사생활과 일이 분리되고 사생활이 대
체로 일의 영향을 받지 않던 시기를 설명하는 밑줄 친 there
are factories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개인은 직
장에서만 일하면 된다.’이다.

expert 전문가; 숙련된, 전문적인
figure 수치, 숫자, 인물, 도표
gross 터무니없는
oversimplification 지나친 단순화
work on ~의 개선[해결]에 애쓰다, ~에 공들이다

36

록 요청받고 있는 실상은,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의 구분에 기
초한 구조로부터, 연계의 네트워크 및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하여 그
것이 제공할 수도 있는 이득이 이제 대부분의 일상적 상호 작용에서
조직력으로 기능하는 구조로, 사회적인 것의 구조를 다시 짜기 시작
했다. Michael Hardt와 Antonio Negri가 묘사하듯이, 우리는 공
장이 있는 사회로부터 사회적인 것 전체가 공장의 역할을 하는 공장
사회로 이행해 버렸다.
문제해설

EBS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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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독해연습

① 공장에서는 필요한 것보다 더 적게 생산된다.
② 공장이 가장 큰 오염원들 중 하나이다.
③ 대량 생산이 사회의 주된 동인(動因)이다.
⑤ 부품이 기계 전체보다 더 중요하다.
구조분석

어휘 및 어구

engagement 참여, 업무, 약혼
consist in ~을 주요 부분[특징]으로 하다, ~에 있다
passion 열정적 취미[활동]
unaffected 영향을 받지 않는
contribute 제공하다, 기여하다
innovate 혁신하다
reweave 다시 짜다
fabric (사회·조직 등의) 구조, 천, 직물
distinction 구분, 차이
transition 이행하다, 변천하다
Word Search
정답

1. contribute 2. transition 3. fabric

1①
7①

3
본문 54~65쪽

2④
8③

Exercise 1

3②
9③

4②
10 ④

5⑤
11 ④

6③
12 ④

정답

①

소 재

우울증에 대처하기 위해 적당히 몰입하는 활동의 필요성
해 석

만약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데 집중하여 혼자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틀리기 쉬운 유형편

6행 [The fact {that workers are being asked to
contribute collectively to the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has begun to reweave the fabric of the
social, from [one {based in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paces}] to [one {in which networks
of associations and the advantages they may offer to
move ahead now function as the organizing force in
most daily interactions}].
 첫 번째 [ ]는 문장의 주어이며, 첫 번째 { }는 The fact
를 설명하는 동격의 절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 ] 는
「from A to B」의 구조에서 쓰이고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의 { }는 각각 바로 앞의 one을 수식하고 있다.

05

Week

활동을 훨씬 덜 하게 되었다면, 주의력을 사로잡고 집중력과 노력을
적당한 수준으로 요구하는 활동에 대해 생각해 보라. 예를 들어, 아
마 운전은 최적의 것이 아닐 터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대부분의 사
람들에게는 매우 무의식적인 행위의 연속이므로 아주 적은 양의 주
의력만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힘든 유산소 운동 같은 것은 훨씬 더
효과적일지도 모르는데, 그것(힘든 유산소 운동 같은 것)이 더 많은
주의력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수학 시험공부를 하
는 것 같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과업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인
데, 왜냐하면 그런 과업을 하는 데 여러분이 겪는 모든 어려움이 부
정적이며 자기 비판적인 사고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기분이 우울할 때 정신적으로 힘든 과업은 감당 못 할 일
이 될 수 있으며, 그때 여러분은 과업의 실패에 대해 계속 떠올리기
시작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런 간단한 수학에도 집중을 못하니 우
울감이 나를 망가뜨리겠구나.”) 그래서 적당한 몰입이 필요한 활동
이 아마도 어떤 생각을 계속 떠올리는 것에서 주의를 돌리는 최고의
방법이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기간을 줄이거
나 없애는 데 가장 효과적인 긍정적 활동을 찾는 데 시간을 어느 정
도 쓰라.
문제해설

(A) 는 뒤에 주어와 목적어를 갖추고 있으므로 관계대명사
whom을 사용할 수 없고, 앞에 있는 such와 호응하는 접속사
that을 써야 한다. 「such ~ that ...」은 ‘매우 ~해서 (그 결과)
…하다’라는 뜻이다.
(B) because 이하의 절에서 any difficulties는 관계절(you
have ~ a task) 부분의 수식을 받는 주어이다. done을 사용
하면 such a task가 have done의 목적어가 되므로, 해당 부
분을 관계절로 볼 수 없다.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뜻인
「have difficulties -ing」 구문에서 목적어인 difficulties가 빠
져 있는 관계절 구조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B)에는
doing이 적절하다.
05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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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C) 관계절(that ~ rumination)이 the positive activities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Taking을 사용하면 술어동사가 없는 문장
이 된다. 따라서 주어가 없는 명령문으로 만들기 위해 Take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수행된다. 운동하는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 운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많은 양의 열이 혈액 속에 있는 수분에 의해 피부로 운
반되는데, 거기서 수분은 땀이 만들어지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다. 체열은 노출된 피부 표면에서 땀의 증발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
로 방산된다. (일부 의사는 자면서 심하게 땀을 흘리는 불편함을 완

구조분석

5행 [Something {like strenuous aerobic exercise}]
may be much more effective, because it captures more
attention.
 { }는 Something을 수식한다. much는 비교급을 강조
하는 역할을 한다. it은 [ ]를 가리킨다.

화하기 위해 호르몬 요법을 처방하지만 많은 의사가 약을 쓰지 않는
접근법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먼저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열
을 운반하기 위해, 그리고 그다음에는 증발을 통해 몸을 식히는 데
필요한 땀을 만들기 위해 많은 체수분을 공급하는 것은 열 경련, 열
탈진,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열사병의 합병증에 대비하는 최고의
예방책이다.

어휘 및 어구
문제해설

engage (주의·관심을) 사로잡다

체수분에서 몸의 화학적 과정이 일어나고 체수분이 산소, 영양
분, 노폐물을 운반하며 체수분으로 피부에서 땀이 만들어져 체
온을 유지하는 등 체수분이 하는 기능을 설명하는 내용이므로
자면서 심하게 땀을 흘리는 증세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 언급하
는 ④는 전체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다.

moderate 적절한
concentration 집중력
ideal 최적의, 이상적인
automatic 무의식적인, 반사적인
sequence 연속
strenuous 힘든

구조분석

aerobic exercise 유산소 운동

1행 The body’s chemical processes [that provide the
energy for muscle work] occur in water.
 [ ]는 주어인 The body’s chemical processes를 수식하
는 관계절이고 occur가 술어동사이다.

exceedingly 굉장히, 과도하게
demanding 힘든
reinforce 강화하다
mentally 정신적으로

어휘 및 어구

overwhelming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body water 체수분

ruin 망치다

critical 중요한

distracter 주의를 돌리게 하는 것, 방해하는 것

process 과정

eliminate 없애다

transport 운반, 운송; 운반하다

Word Search
정답

carry on ~을 계속 수행하다

1. ideal 2. sequence 3. reinforce

generate 만들다
evaporation 증발
exposed 노출된
prescribe 처방하다
hormone therapy 호르몬 요법

Exercise 2

ease 완화하다
정답

④

소 재

체수분의 기능
해 석

discomfort 불편함
night sweat 자면서 심하게 흘리는 땀
approach 접근법
abundant 많은, 풍부한
insurance 예방책, 보험

체수분은 (신체) 활동에 중요한 여러 기능에 관련된다. 근육 활동에

complication 합병증

에너지를 주는 신체의 화학적 과정은 체수분에서 일어난다. 산소, 영

heat exhaustion 열 탈진

양분, 그리고 몸의 노폐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능은 체수분에서 계속

heat stroke 열사병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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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Search
정답

1. transport 2. exposed 3. insurance

Exercise 3

정답

②

소 재

스포츠가 주는 메시지의 문제점

스포츠는 사회경제적 불공평을 뒷받침하는 몇 개의 메시지를 보낸

어휘 및 어구

socioeconomic 사회경제적인
prevalent 일반적인

다. 예를 들어, 승리는 스포츠 경기에 대한 신문 기사와 텔레비전 방

organize (내용을) 구성하다[체계화하다]

송에서 가장 일반적인 (내용) 구성의 주제이다. (B) 승리는 보통 자
기 훈련, 재능 그리고 노력 덕분으로 여겨진다. 만약 어떤 선수나 팀

underscore 강조하다

이 이기지 않으면 그 선수나 팀은 게으르거나 재능이 부족하고 그래
서 이길 자격이 없었다고 우리는 가정한다. (A) 그런 믿음은 우수성
에 대한 미국적 개념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흔히 노력과 재능을 금
전적 성공과 관련짓는다. 그것의 안 좋은 부분은 누군가 금전적으로
실패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그 사람이 재능이 없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추론은 우리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은 둘 다 얼마만큼의 돈을 가졌든 그만큼 가질 만하다는 믿음을 갖
게 한다. (C) 여기서 요지는 우수성이 좋지 않은 생각이라는 게 아니
다. 문제는 이런 논리가 흔히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들이 한껏
자신을 계발하고 사회의 가치 있는 구성원이 되는 것을 막는 사회적
장벽(예를 들면, 영양 부족, 인근 범죄 조직의 폭력, 도서관과 컴퓨터
이용의 어려움, 역기능 가족, 아이 돌봄의 부족)을 간과하게 한다는
것이다.

틀리기 쉬운 유형편

해 석

care) {that prevent poor people from developing
themselves to the fullest and becoming valuable
members of society}].
 [ ]는 보어 역할을 한다. { }는 the societal barrier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prevent ~ from -ing」는 ‘~이 …하는
것을 막다’라는 뜻이고, developing ~과 becoming ~은 둘
다 from에 이어진다.

telecast 텔레비전 방송
conception 개념
merit 우수성, (칭찬할 만한) 장점
financial 금전적인
flip side (어떤 것의) 안 좋은 부분, 이면(裏面)
reasoning 추론
deserve ~을 가질[할] 만하다
attribute ~ to ... ~을 …의 덕분으로 여기다
self-discipline 자기 훈련
assume 가정하다
overlook 간과하다
barrier 장벽
Word Search
정답

1. prevalent 2. underscore 3. deserve

문제해설

스포츠 보도에서는 승리라는 개념을 주제로 내용을 구성한다
는 주어진 문장 다음에, 승리를 자기 훈련, 재능, 노력과 같은
개인적인 측면과 연결시킨다는 내용인 (B)가 이어지고, 뛰어나
고 노력하는 사람이 금전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미
국적 개념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자기가 한 만큼 가질 따
름이라고 믿게 한다는 내용인 (A)가 그다음에 이어지며, 이런
논리가 자기를 계발하려는 개인의 노력을 막는 사회적 장벽을
간과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인 (C)가 마지막
에 이어진다. 그러므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B)–(A)–(C)’이다.

Exercise 4

정답

②

소 재

컬러텔레비전의 등장이 광고계에 미친 영향
해 석

Wikipedia에 따르면 컬러텔레비전을 이용하기 시작한 나라들 중
에서 29개국은 1969년쯤 그렇게 했다(이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나
라들 중 대다수는 유럽과 북미에 있었다. 1950년대 텔레비전 사용
의 증가는 더 감정을 자극하고 강력한 매체 안에서 광고의 창의성
을 가능하게 했다. 색깔의 추가는 현명하게 사용된다면 강력한 상승

구조분석

력으로 여겨졌음에 틀림없다. 초기의 컬러 텔레비전 광고는 의심할

(C)1행 The problem is [that this logic often leads us to
overlook the societal barriers (e.g., poor nutrition,
neighborhood gang violence, poor access to libraries
and computers, dysfunctional families, lack of child

바 없이 그저 재촬영한 흑백 광고일 가능성이 있었지만 뉴욕에서 런
던, 파리 그리고 그 너머의 광고대행사들의 창의적인 감독들은 이
신기술을 상품을 홍보하는 데 이점으로 여겼음에 틀림없다. 여러 가
지 면에서 흑백에서 컬러로의 이런 이행은 소리가 영화에 처음 도
05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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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입되었을 때 배우들이 직면한 어려운 일들과 비슷했음에 틀림없다.
1960년대 광고대행사들의 경우,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가능성과
요구 사항이 그들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즉, 그들은 효과적으로 색깔

Word Search
정답

1. medium 2. agency 3. introduce

을 이용하는 법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고객을 잃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문제해설

② if절에서 생략된 의미상의 주어가 the addition of color이
고 그것이 use의 대상이므로 using을 과거분사인 used로 바꾸
어야 한다.
① that은 앞에 있는 the countri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을 이끌
고 있으므로 어법에 맞다.
③ reshot은 그것이 수식하는 black-and-white spots와 수동
의 의미 관계이므로 과거분사로 쓰는 것이 어법에 맞다.
④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어법에 맞다.
⑤ 「either ~ or ...」(~이거나 …) 구문으로 연결되어 앞에 있는
understand와 함께 could에 이어지는 동사로 어법에 맞다.

Exercise 5~6

정답

5. ⑤ 6. ③

소 재

관료주의적 조직과 혁신적 조직 비교
해 석

사업의 세계에서 큰 관료주의적 조직은 때로는 더 작은 혁신적인 회
사와 경쟁할 수 없는데, 특히 급변하는 산업에서 그러하다. 이런 상
황은 부분적으로 혁신적인 회사가 더 수평적이고 더 민주적인 조직
구조를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생긴다. 더 작은 혁신적인 회사에
서의 수평적인 네트워크 구조와 큰 관료주의적 조직에서의 전통적

구조분석

인 관료주의적 구조를 비교해 보라. 네트워크 구조에는 전통적인 관

5행 Though, no doubt, early color commercials were
likely simply reshot black-and-white spots, creative
directors at agencies from New York to London to
Paris and beyond must have seen this new technology
as an advantage in promoting brands.
 「must have p.p.」는 ‘~였음에 틀림없다’라는 뜻으로 과거
사실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고, 「see ~ as ...」는 ‘~을 …으로
여기다’라는 뜻이다.

료주의적 구조보다 층이 더 적다는 것에 주목하라. 게다가, 네트워크

어휘 및 어구

adopt 이용하기 시작하다
rise 증가
open up ~을 가능하게 하다
emotional 감정을 자극하는
medium 매체
commercial 텔레비전 광고
reshoot 재촬영하다
director 감독
agency 광고대행사, (특정 서비스 제공) 사업체
promote 홍보하다
brand 상품
transition 이행(移行), 변화
challenge 어려운 일, 난제
introduce (처음) 도입하다
requirement 요구 사항, 요건
client 고객

40

구조에서 의사소통의 경로는 모든 구성단위를 연결한다. 전통적인
관료주의적 구조에서 정보는 오로지 위로만 흐른다.
많은 증거가 보여주기를, 분권화된 의사 결정과 다수의 의사소통의
경로를 지닌 더 수평적인 관료주의가 더 만족하는 직원, 더 행복한
고객 그리고 더 큰 수익을 만든다. 이런 증거의 일부는 스웨덴과 일
본에서 나온다. 1970년대 초반에 시작해서 Volvo와 Toyota는 이 나
라들에서 관료주의 혁신의 선두에 있었다. 그 회사들은 중간 관리자
직위들을 만들기(→ 없애기) 시작했다. 그 회사들은 주요 업무와 관
련된 다양한 과업에서 직원 참여를 허용했고 많은 의사 결정을 스스
로 내리도록 허용된 십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팀에게 권
한을 위임했다. 그들은 제품과 서비스에서의 결함을 감시하고 수정
하는 직원들의 ‘품질 관리 서클’을 구성했다. 결과적으로 제품 품질,
직원 사기 그리고 수익성이 향상되었다. 오늘날 이런 아이디어는 스
웨덴과 일본의 자동차 업계를 훨씬 넘어 확산되었고 제조업 부문과
서비스 부문 둘 다에서 많은 북미의 대기업에서 드러난다.
문제해설

5 전통적인 관료주의적 조직 구조를 가진 회사와 더 작고 혁
신적인 조직 구조를 가진 회사를 비교하는 글이다. 많은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정보가 위로만 흐르는 관료주의적 조직보다
는 더 수평적이고 모든 구성단위로 의사소통의 경로가 연결되
어 있고 권한을 직원들에게 위임한 민주적이고 혁신적인 조직
이 더 나은 생산성을 보인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⑤ ‘수평적인 네트워크 구조가 전통적인 관료주의적 구조를 이
긴다’가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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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혁신은 외부에서 비롯된다
② 고객의 요구사항 확인을 위한 고객 관찰
③ 팀워크가 한 개인의 작업보다 중요하다
④ 다국적 기업이 자회사를 둔 나라에 미치는 영향
6 관료주의를 혁신한 조직에서는 네트워크 구조를 이루면서
더 수평적인 조직 구조를 만들어 의사 결정을 스스로 내리도
록 허용했다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c)의 creating(만들기)을
eliminating(없애기)과 같은 어휘로 바꿔야 한다.

13행 They [allowed worker participation in a variety of
tasks {related to their main functions}] and [delegated
authority to autonomous teams of a dozen or so
workers {that were allowed to make many decisions
themselves}].
 and 로 연결된 두 개의 [ ] 가 주어인 They 에 이어지
는 술부이다. 첫 번째 { }는 a variety of tasks를 수식한
다. 두 번째 { }는 autonomous teams of a dozen or so
worker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bureaucratic 관료주의적인
innovative 혁신적인
firm 회사
industry 산업
flat 수평적인, 편평한
level (사회적·권한상의) 층, 지위, 수준
unit 구성단위

정답

①

소 재

생태 환경으로부터 얻는 교훈
해 석

생태 환경의 교훈은, 지구의 종으로서, 우리는 모두 생물망에 연결되
어 있다는 것이다. 불교의 비유는 생태 환경으로부터 나온 이런 다
소 냉혹하고 과학적인 교훈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어느 열성 신도가
명상하는 동안 채식주의를 엄격히 고수하라고 요구하는 불교에 의
해 금지되는 행위인 어린 양의 다리를 먹고 있다는 환상을 갖는다.
그의 정신적 스승은 자신에게 이런 환상이 생길 때 어린 양의 다리
에 X표를 긋는다고 넌지시 말한다. 그 열성 신도는 그 조언을 따르
고, 자기의식으로 돌아오는 순간, 자신의 팔에서 X표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다. 연결에 대한 같은 느낌에 도달하는 더 세속적인 방법
은 차를 운전하고 있다가 동물이나 새를 쳤을지도 몰랐을 순간을 생
각하는 것이다. 동물이 아무리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토록 소중한 것
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충격과 공포감은 똑같다.
문제해설

(A) 「bring+목적어+to life」 구문에서 목적어 this rather
stark and scientific lesson from ecology가 길어서 to life
뒤로 이동하였으므로 능동형인 brings가 어법상 적절하다.
(B) 뒤의 절이 수동태로 되어 있고 완전하므로 Buddhism을
수식하며 장소 개념의 관계부사 where가 어법상 적절하다.
(C) that이 이끄는 명사절에서 명사 something을 뒤에서 수
식하고 있으므로 형용사 precious가 어법상 적절하다.

evidence 증거

구조분석

decentralized 분권화된

defect 결함

9행 [The sense of shock and horror {that you have
destroyed something so precious}] is the same, [no
matter how insignificant the animal appears].
 첫 번째 [ ]는 문장의 주어이고 { }는 The sense of
shock and horror와 동격을 이루는 절이다. 두 번째 [ ]는
양보의 부사절로 no matter how는 however로 바꿔 쓸 수
있다.

morale 사기

어휘 및 어구

forefront 선두
delegate 위임하다
authority 권한
autonomous 자율적인
monitor 감시하다, 주시하다

profitability 수익성
sector 부문
Word Search
정답

1. innovative 2. flat 3. delegate

틀리기 쉬운 유형편

구조분석

Exercise 7

ecology 생태 환경, 생태학
connect 연결하다
web of life 생물망
parable 비유, 우화
bring ~ to life ~에 생기를 불어넣다
meditation 명상
devotee 열성 신도, 헌신적인 추종자

05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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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technology], it has grown harder [to specify {what
belongs to the mind and what to the body, what is
peaceful dialogue and what is conflict}].
 첫 번째 [ ]는 As가 이끄는 부사절로 As는 ‘~함에 따
라’라는 뜻으로 쓰였다. it 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두 번째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두 번째 [ ] 안에 있는 { }는
specify의 목적어이다.

fantasize 환상을 갖다, 공상하다
lamb 어린 양
adherence 고수
vegetarianism 채식주의
precious 소중한
insignificant 하찮은, 사소한
Word Search
정답

1. insignificant 2. meditation 3. fantasize

어휘 및 어구

distinction 차이, 대조
credibility 신뢰, 신빙성
altogether 완전히
conflict 갈등

Exercise 8

intrude 침범하다
정답

③

소 재

현대 사회의 갈등과 불안
해 석

neuroscience 신경과학
elevate 끌어 올리다
physiology 생리, 생리학
violence 폭력
emerge 출현하다, 나타나다

정신과 육체 그리고 전쟁과 평화 사이의 차이가 완전히 신뢰를 잃은

state 국가, 상태

것처럼 보이며,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로 침범하고 있는 갈

nonmilitary 비군사적인

등을 경험한다. 1990년대 이후, 신경과학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는 주된 방법으로 두뇌를 정신 위로 끌어 올려 모든

cyberwarfare 사이버 전쟁

의사 결정에서 감정과 생리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새로운 형

military intervention 군사적 개입

태의 폭력이 출현하였는데, 거기서 국가들이 비국가 단체에 의해 공

blurred 모호한, 구별이 잘 안 되는

격당하고, (사이버 전쟁과 같은) 비군사적 수단을 이용하여 국가 간

consensus 합의

의 분쟁이 벌어지며, 치안 유지 활동과 군사적 개입 간의 차이가 모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호해진다. (공적 생활에서 객관성의 가치 중 많은 부분은 그렇지 않

flood ~에 쇄도하다, 많이 몰려들다

은 경우 공통점이 거의 없는 사람들 간의 합의를 위한 기반을 그것

specify 명확히 말하다

이 제공한다는 것이다.) 사회에 디지털 기술이 쇄도함에 따라, 무엇

obscure 불분명한

이 정신에 속하고 무엇이 육체에 속하는지, 무엇이 평화적인 대화이

constant 지속적인, 끊임없는

며 무엇이 갈등인지를 명확히 말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정신과

heightened 고조된

육체, 전쟁과 평화 사이의 불분명한 공간에 불안한 상태, 곧 개인과

alertness 경계

정부가 사실보다는 감정에 점점 더 의존하면서 지속적이며 고조된

rely on ~에 의존하다

경계의 상태에 사는 상태가 있다.
문제해설

이 글은 정신과 육체 그리고 전쟁과 평화 사이의 차이가 사라
지며 사회에 지속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불
안한 상태에 처하게 됨을 말하고 있다. 객관성이 공적 생활에
서 합의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③은 글의 흐
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이다.
구조분석

9행

42

[As society has been flooded by digital

policing 치안 유지 활동

Word Search
정답

1. conflict 2. violence 3. alertness

Exercise 9

정답

③

소 재

환경 경제학의 주요 문제

EBS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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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독해연습

해 석

어휘 및 어구

경제 성장에 의해 야기되고 있는 분명한 문제들은 대학 교수들에 의

obvious 분명한, 명백한

해 무시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경제학계의 일부 사람들에 의해 주목

ignore 무시하다

받았고, 그들은 그런 다음 이러한 관심사들을 자신들의 학문 분야에

academic 대학 교수

포함하려고 시도했다. (B) 이것이 환경 경제학의 발전, 그리고 또한
천연자원 경제학이라는 관련 연구로 이어졌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incorporate 포함하다, 편입하다

환경적 영향을 관심 밖의 어떤 것인 ‘외적 영향’으로 여긴다. 환경 경

category 범주

제학자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학문 분야 안으로 되가져오기

measure 측정하다

를 열망했다. (C)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과학적이고 측정에 기반을
둔 방식으로 그 주제에 접근했는데, 예컨대 소음공해나 서식지 상실

conventional 전통적인

을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잠재 가격을 사용

keen 열망하는, 날카로운

하였다. 다시 말해서, 경제학이 전통적으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

habitat 서식지, 거주지

을 사회적으로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는 방식은 여전히 고수되었지

marginalize 사회적으로 과소평가하다[무시하다]

만, 그 반응은 어떤 면에서는 경제학이 무시해 온 삶의 측면을 평가

adhere 고수하다, 점착하다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A) 환경친화적인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범주

evaluate 평가하다

코 측정될 수 없는 사회적 또는 정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틀리기 쉬운 유형편

의 오류로 간주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삶의 일부 측면이 결

discipline 학문 분야, 훈련

externality (예측·의도되지 않은) 외적 영향[결과]

Word Search
정답

1. adhere 2. category 3. discipline

문제해설

주어진 글은 경제학계의 일부 사람들이 경제 성장에 의해 야기
된 문제들을 자신들의 학문 분야에 포함하려고 시도했다는 내
용이다. (B)의 This는 경제학계 일부 사람들이 경제 성장에 의
해 야기된 문제들을 자신의 학문 분야에 포함하려는 시도를 나
타내므로 주어진 글 다음에 (B)가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그
리고 경제학이 전통적으로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을 환경
경제학자들이 사회적으로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는 방식을 고
수했다는 내용의 (C)가 그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마지막으로 환경친화적인 경제학자들이 경제학계 일부 사람들
의 방식을 범주의 오류라고 간주하면서, 삶의 일부 측면이 결
코 측정될 수 없는 사회적 또는 정신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는 내용의 (A)가 이어져
야 한다. 따라서 주어진 글에 이어질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B)-(C)-(A)’이다.
구조분석

(C)3행 In other words, the way [in which economics
traditionally marginalizes or ignores something {that
cannot be priced}] was still adhered to, but the
response was to attempt to evaluate in some way
aspects of life [which economics had ignored].
 the way ~ priced가 문장의 주어이고 첫 번째 [ ]는 the
way를, { }는 something을, 그리고 두 번째 [ ]는 aspects
of life를 각각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Exercise 10

정답

④

소 재

언어 이전 시대의 공감적 능력
해 석

꽤 최근까지, 인간은 보통 불과 20명의 친족 무리를 이루며 살았
고, 어쩌면 몇백 명의 부족과 느슨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자연과 서
로에 대해 열려 있었기에,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보다 더 친밀하게 서로를 알았다. 언어는 흔히 연인 사이 또는 엄마
와 아기 사이에서 그러하듯이 불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누군
가를 그렇게 잘 알 때, 우리는 묻지 않고도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안다. 우리의 공감할 수 있는 능력들이 언어라는 조정 장
치로 아직 혼돈되지 않았던 언어 이전의 시대에는 더욱더 그러했다.
한 사람 또는 적은 무리와 말없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단 며
칠 또는 심지어 몇 시간 후에 만약 여러분이 대화를 해왔을 때보다
그들과 더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지를 관찰하라. 그런 상
황에서 생겨나는 공감과 타인에 대한 직관적 이해는 놀랍다.
문제해설

④ 뒤의 접속사 and 다음에 동사원형 observe가 이어지므로
Spending을 명령문 형태인 동사원형 Spend로 고쳐야 한다.
① 앞에 접속사가 없이 이어지고, being loosely associated
05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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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에서 being이 생략된 것이므로 associated는 어법에 맞는다.
② 앞의 each other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술부인 know
each other를 수식하므로 부사 intimately는 어법에 맞는다.
③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끌며 are thinking
and feeling 다음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
사절을 이끄는 what은 어법에 맞는다.
⑤ The empathy and intuitive understanding of others(공
감과 타인에 대한 직관적 이해)가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므
로 능동의 의미를 지닌 amazing은 어법에 맞는다.

Exercise 11~12

정답

11. ④ 12. ④

소 재

민간 대학의 규율과 군사 교육 기관의 규율
해 석

민간 대학의 학생들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 발견될 때,
그것은 전국 매체에 기사가 되지 않으며, 심지어 지역 신문의 표제
도 아니고 아마도 대학 신문의 기사도 되지 않는다. 학생들은 학생
과 교수진으로 구성된 징계 위원회 앞에서 청문회를 거칠 수 있으

구조분석

며, 만약 그 학생들이 유죄라는 평결이 있으면 처벌이 부과될 수 있

7행 Spend some time alone with a person or small
group in silence, and observe [whether, {after just a
few days or even hours}, you feel more intimately
connected with them {than if you’d been talking}].
 [ ]는 observ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첫 번째
{ }는 전치사구이며, 두 번째 { }는 비교급의 접속사 than
이 이끄는 절이다.

다. 그 처벌은 그 과목의 낙제나 그 기관(대학)으로부터 받는 짧은 정

어휘 및 어구

kin 친족, 일가
band 무리, 한 무리의 사람들
no more than 단지 ~일 뿐
loosely 느슨하게
associated 관련된
tribe 부족
intimately 친밀하게, 깊게
prelinguistic 언어 이전의
empathetic 공감할 수 있는, 감정 이입의
faculty (사람이 타고나는 신체적·정신적) 능력[기능]
unclouded 혼돈되지 않은, 구름이 끼지 않은
mediatory 조정의, 중재의
apparatus 장치, 기구
intuitive 직관적인
circumstances 상황, 처지
Word Search
정답

44

1. associated 2. faculty 3. tribe

학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흔히 이 둘 중 어느 쪽보다 덜 가혹하다.
1976년 미 육군사관학교 스캔들은 전국적으로 1면 뉴스가 되었다.
사관생도들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명예 규율을 위반
하는 것이었다. 그 사건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는데, 학생의 퇴학과
긴 사설이 이어졌다. 3학년 학급에서 184명의 학생이 부정행위로
정식으로 고발되었고, 그들 중 152명이 퇴학당했다. Annapolis의
해군사관학교와 Colorado Springs의 공군사관학교에서도 유사
한 부정행위 ‘스캔들’이 가장 심각한 주목을 받았다.
왜 장교 후보생의 부정행위가 같은 교육 수준의 민간 학생의 부정행
위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가? 그 질문은 거의 저절로 풀린
다. 민간 학교들은 명예 규율을 가지고 있지만 도덕 교육은 보통 의
식적인 교육 목표가 아니다. West Point의 사관학교는 ‘사관학교
생도는 거짓말을 하거나, 부정행위를 하거나, 훔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용인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잘 알려진 명
예 규율을 가지고 있다. 그런 규율에 따라 사는 경험이 도덕적 개인
주의를 지지할(→ 피할) 것으로 믿어질 수 있는 장교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우리는 바란다. 그들은 유혹에 상관없이, 정직이라
는, 즉 자신들이 하기로 약속한 것을 일관되게 하는 반사적 행동을
의식적으로 실행하게 될 것이다. 개인주의의 사상과 유혹은 항상 마
음속에 있지만, 우리는 또 다른 도덕적 방식을 의식적으로 채택하는
사람들이 발견될 수 있다고 추정한다.
문제해설

11 민간 대학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매체에서 기사가 되지 못
하지만, 장교 후보생을 교육시키는 사관학교에서는 생도는 거
짓말을 하거나, 부정행위를 하거나, 훔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용인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명예 규율을
가지고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면 신문의 1면 뉴스가 된다는 내
용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왜 군사 교육은
민간 교육보다 도덕적으로 더 엄격한가?’이다.
① 군사 전문 윤리 행동 강령은 언제 필요한가?
② 군사 교육은 민간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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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분석

3행 The students may have a hearing before a student/
faculty disciplinary board, and a penalty may be
imposed [if the verdict is {that the students are
guilty}].
 [ ]는 조건의 부사절이고 { }는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이다.
20행 [The thought and temptations of individualism]
are always in the mind, but we assume [that people
can be found {who consciously adopt another moral
style}].
 첫 번째 [ ]는 문장의 주어이고 두 번째 [ ]는 assum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 }는 앞의 people을 수식
하는 관계절이다.

honor code 명예 규율
dismissal 퇴학, 해고
lengthy 긴, 장황한
editorial 사설, 신문의 논평
accuse 고발하다
expel 퇴학시키다, 추방하다
candidate 후보생, 후보자, 지원자
tolerate 용인하다, 참다
reflex 반사적 행동, 반사

틀리기 쉬운 유형편

③ 명예 규율은 신뢰와 정직을 어떻게 정의하고 다루는가?
⑤ 군사 교육과 민간 교육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목표 지향적인
가?
12 장교를 육성하는 사관학교에서 개인주의에 대한 유혹
에 상관없이, 자신들이 하기로 약속한 것을 일관되게 하고,
개인주의 도덕적 방식이 아닌 다른 도덕적 방식을 의식적으
로 채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으로 보아, 도덕적 개인
주의를 피할 것으로 믿어질 수 있다는 문맥이 되어야 하므로
(d) ‘support(지지하다)’를 ‘avoid(회피하다)’와 같은 어휘로
바꿔야 한다.

consistently 일관되게
regardless of ~에 상관없이
temptation 유혹
assume 추정하다, 가정하다
adopt 채택하다, 입양하다
Word Search
정답

1. candidate 2. expel 3. tolerate

어휘 및 어구

civilian 민간의
cheat (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속이다
headline (신문 기사, 특히 제1면 머리기사의) 표제
hearing 청문회, 공청회
faculty 교수진
disciplinary 징계의, 훈련의
board 회의, 위원회
impose (세금·형벌을) 부과하다, 지우다
suspension 정학, 정지
institution (대학·은행 등과 같이 특정 목적을 지닌 대규모) 기관[단체]
severe 가혹한, 엄격한
West Point 미 육군사관학교, 뉴욕주에 있는 미 육군사관학교 소재지
의 지명

scandal 스캔들(대중적인 물의를 빚는 부도덕하고 충격적인 사건·행위),
추문

military student 사관생도, 학군(學軍)
violate 위반하다, 침해하다

05강 - 정답과 해설

001~085 2020수특-영어독해정답-14.indd 45

45

2019-12-30 오후 4:58:35

정답과 해설

06
1③
7③

Week

3
본문 66~77쪽

2③
8②

3④
9③

4③
10 ⑤

5①
11 ①

6③
12 ④

that was unanswerable in her immediate surroundings
could [write to the Children’s Bureau] and [wait for a
reply].
 첫 번째 [ ]와 두 번째 [ ]는 and에 의해 연결되어 could
에 이어진다.
어휘 및 어구

Exercise 1

정답

③

manufacturer 제조업체
equipment 용품, 장비

소 재

인터넷을 통한 육아 조언
해 석

compress 압축되다
instantaneous 즉시의, 즉각적인
immediate 가까이에 있는

1990년대에 인터넷은 육아 조언 분야에 가장 최근의 신입 회원이
되었다. 도로를 따라 이웃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요 유아용품

surroundings 이웃, 주위 사람들

제조업체들이 부모들이 아이를 돌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웹사이

embrace 받아들이다, 포용하다

트를 만들었다. 채팅방은 서로 논의하고, 질문하고, 응원하기 위해
전국의 엄마들을 온라인으로 모았다. 인터넷은 엄마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속도가 1900년대 초의 몇 주와 몇 달에서 2000년에
는 거의 즉시로 압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1910년대에는 자신

access 접속하다

Word Search
정답

1. manufacturer 2. compress 3. embrace

의 가까운 이웃에서 답을 얻을 수 없는 육아 관련 질문이 있는 엄마
가 아동국에 편지를 쓰고 답장을 기다릴 수 있었다. 엄마의 위치와
우체국에 따라 이러한 전 과정이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었다. 2000
년에는 필요하다면 새벽 2시에 가정의 컴퓨터에서 인터넷에 접속하

Exercise 2

정답

③

여 몇 분 안에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병원과 소아과 의사들도 인터
소 재

넷을 받아들였고 그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관리를 받는 웹사이트들
이 전국에서 개설되었다.

정서적인 도박으로서의 게임
해 석

문제해설

③ 문맥상 a baby care question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절을
이끌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that(또는 which)을 쓰는 것이 적
절하다.
① help 다음에는 목적보어로 동사원형이 올 수 있으므로,
care가 온 것은 적절하다.
② brought 가 술어동사이므로, discuss , question , and
support를 ‘~하기 위해’의 의미를 나타내는 to부정사구로 쓴
것은 적절하다.
④ 내용상 she could에 이어지므로, 동사원형의 형태인 find
를 쓰는 것은 적절하다.
⑤ written ~ them은 Web sites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주어인
Web sites에 상응하는 술어동사가 올 자리이며, 내용상 Web
sites와 set up은 수동의 관계이므로 were set up으로 쓴 것은
적절하다.
구조분석

6행 In the 1910s a mother with a baby care question

46

우리는 아마도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많은 게임을 하지만, 특정한 게
임을 하는 것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기분을 초래할까? 여기가
바로 게임의 근본적인 예측 불가능성이 나타나는 지점인데, 성공이
그러할 것보다는 실패가 더 나쁜 기분을 초래할 것 같기 때문이다.
게임을 하는 것은 정서적인 도박을 하는 것이다. 시간 투자, 대중의
인정, 개인적 중요성의 관점에서 걸려 있는 것이 더 많을수록, 잠재
적인 손실과 보상은 더 높아진다. (도박의 위험에 대해 논의하고 오
랫동안 그것을 통제하려고 노력한 후에, 우리는 도박을 사회 문제로
정의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요구되는 시간 투자, 우리의 솜씨를
보는 관중, 그리고 게임을 잘하는 데 들이는 개인적 투자와 함께 실
패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런 도박의 결과를 매우 대략적으로 추산
한다. 아마도 우리는 그런 계산도 그다지 잘하지 못할 터인데, 예를
들어 낙관주의자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지 못할지도 모른
다.
문제해설

이기면 긍정적인 기분이, 지면 부정적인 기분이 들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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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는 것은 정서적인 도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내
용의 글이다. ③은 도박을 사회 문제로 정의한다는 내용이므
로, 글의 흐름과 관계없다.

의 성적이 나빠지지만, 이러한 부적응과 관련된 장기적 어려움도 그
만큼 명백하다. (A) 그들은 직장에 일단 들어가면 자신의 행동을 적
응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그들
에게서 승진과 금전적인 보수를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 반면, 더 느

구조분석

긋한 학습 습관은 다른 방식으로 적응이 가능할 수 있다. (B) 그것들
(더 느긋한 학습 습관)은 일과 생활의 균형에 지나친 긴장을 주는 특
정한 일자리로부터 개인을 보호함으로써 스트레스(그리고 이와 관
련된 건강상의 위험)의 유발 수준이 더 낮을 수도 있다. 고등 교육의
요구에 정말로 적응하는 사람들은 명상이나 효과적인 시간 관리와
같은 자신만의 적응 기법이 필요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직장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문제해설

어휘 및 어구

인간도 다른 생물처럼 얼마나 환경에 잘 적응하느냐에 따라 다
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내용을 말하는 주어진 문장 뒤에, 학생
들의 주의력과 학습 습관을 교육기관의 요구에 적응하게 하는
데 실패하는 예를 말하는 (C)가 나오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부적응과 관련된 장기적 어려움을 말하는 (C)의 두 번째 문장
뒤에는, 그 예시를 말하고 있는 (A)의 첫 문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A)의 두 번째 문장의 On the other hand 뒤
에서 말하는 더 느긋한 학습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를 (B)
에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A) 뒤에는 (B)로 이어지는 것이 자
연스럽다. 그러므로 이 글의 순서로 ④ ‘(C)–(A)–(B)’가 가
장 적절하다.

presumably 아마도
result in ~을 초래하다[일으키다]
fundamental 근본적인
unpredictability 예측 불가능성
gamble 도박
in terms of ~의 관점에서
investment 투자
acknowledgment 인정
reward 보상
estimate 추정, 추산
factor in ~을 감안하다[고려하다]
likelihood 가능성

구조분석

calculation 계산

1행 Ju s t a s o t h e r l iv i n g c r e a t u r e s t h r ive o r
perish depending on [how well they adapt to the
environment], so too do humans, although the
consequences are not usually so dramatic.
 ‘~하는 것과 똑같이 …하다’를 의미하는 「Just as ~, so
...」 구문이 사용되었다. 「depending on ~ 」은 ‘~에 따라’
를 의미하고, [ ]는 on의 목적어이다. so too do humans는
humans thrive or perish depending on how well they
adapt to the environment, too의 의미를 나타낸다.

optimist 낙관주의자
Word Search
정답

1. reward 2. investment 3. optimist

Exercise 3

정답

④

소 재

학습 습관이 환경에 적응한 결과
해 석

어휘 및 어구

thrive 번성하다
perish 사라지다
adapt 적응하다, 맞추다
consequence 결과

다른 생물이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에 따라 번성하거나 사라

dramatic 극적인

지는 것과 똑같이, 그 결과가 대개 그렇게 극적이지는 않더라도, 인

adjust 적응하게 하다

간도 그러하다. (C) 예를 들어, 학생들은 자신의 주의력과 학습 습관

enter the workforce 직장에 들어가다, 직장을 갖다

을 교육기관의 요구에 맞추는 데 자주 실패한다. 단기적으로는 그들

ultimately 궁극적으로
06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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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행 The higher the stakes, in terms of [time
investment], [public acknowledgment], and [personal
importance], the higher are the potential losses and
rewards.
 ‘더 ~할수록 더 …하다’는 의미의 「the +비교급 ~, the +
비교급 ...」 구문이 사용되었다. 세 개의 [ ]가 and에 의해 연
결되어 in terms of에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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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deprive ~ of ... ~에게서 …을 빼앗다

(B) 뒤에 있는 acknowledging his responsibility so
frankly가 주어 역할을 하고 would put ~ 이하의 술부가 이어
지므로, 접속사인 because를 써야 한다.
(C) help 다음에 목적보어로 「(to+)동사원형」이 이어지므로
deal을 써야 한다.

career advancement 승진
financial 금전적인
induce 유발[초래]하다
shield 보호하다
undue 지나친

구조분석

tension 긴장

10행 The couple [ended up not pursuing a malpractice
suit], and instead, in conjunction with the doctor,
[started a group to help both doctors and families deal
with the trauma of medical and surgical errors].
 두 개의 [ ]는 주어인 The couple에 이어진다. 「end up
-ing」는 ‘결국 ~하게 되다’라는 의미이다.

meditation 명상
institution 기관
maladaptation 부적응
Word Search
정답

1. thrive 2. perish 3. financial

어휘 및 어구

prior to ~ 전에, ~에 앞서
operation 수술
administer (약을) 투여하다
improperly 부적절하게

Exercise 4

anesthesiologist 마취과 의사
정답

③

소 재

의료 과실에 대한 대응
해 석

note 짧은 편지
grief 슬픔
inform ~ of ... ~에게 …을 알리다
contact 연락하다
acknowledge 인정하다

몇 년 전, 미국에서 Linda Kenney라는 여자는 수술 전에 마취제
가 부적절하게 투여되었을 때 거의 죽을 뻔했다. 그녀의 남편이 그

frankly 솔직하게

의사와 병원을 고소하고 싶어 한 것은 이해할 만했다. 그때 그 마취

move 감동을 주다

과 의사는 후회와 슬픔을 표현하는 짧은 편지를 그 부부에게 썼다.

beg 빌다

그는 그녀에게 “저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실 때마다 제가 시간을 내겠

forgiveness 용서

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나중에 Kenney

pursue (조사 등을) 계속하다

put ~ at risk ~을 위험에 처하게 하다

씨 부부는 그 의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병원이나 병원 측 변

malpractice suit 의료 과실 소송

호사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in conjunction with ~와 함께

매우 솔직하게 인정하면 환자가 고소할 경우 자신과 병원을 큰 위험

start 설립하다

에 처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 자신이 환자에게 연락하는

trauma 충격적인 경험, 정신적 외상

것을 금했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Kenney씨 부부는 그 의
사의 편지에 깊이 감동했고 그가 자신들의 집에 와서 용서를 빌었을

surgical 수술상의

때 훨씬 더 감명을 받았다. 그 부부는 결국 의료 과실 소송을 계속

정답

Word Search

1. administer 2. acknowledge 3. frankly

하지 않기로 했고 그 대신 그 의사와 함께, 의사와 가족 모두가 의료
및 수술상의 실수라는 충격적인 경험을 다루는 것을 돕는 단체를 설
립했다.
문제해설

(A) 수식을 받는 말이 앞에 있는 a note이고 express와 능동의
의미 관계에 있으므로, 현재분사인 expressing을 써야 한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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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5~6

정답

5. ① 6. ③

같은 의미의 어휘로 바꾸어야 한다.
구조분석

소 재

적자생존이라는 개념
해 석

‘적자생존’이라는 어구가 매우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윈이 그 어
구를 쓴 적이 없다는 것을 알면 어떤 독자들은 놀랄지도 모른다. 이

자신이 다루지 않은 주제에 적용하면서 만들어졌다. ‘적자생존’이라
는 개념은 몇 가지 영향을 미쳤다. 먼저, 그것은 경쟁을 ‘생존을 위한
투쟁’의 일부로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았다. 그 과정에서 그것은 다
윈의 생각에서 벗어났는데, 생명체는 이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투쟁’
을 하지 않으며 그들은 자기 종 사이에 널리 퍼지는 데 수천 년이 걸

어휘 및 어구

릴지 모르는 돌연변이가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모른다. 그들은 단지

phrase 어구, 구

태어나고 살고 죽고 자신의 유전자 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전

term 용어

달할 뿐이다. 경쟁이라는 이런 개념은 영국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급

coin (새로운 낱말이나 어구를) 만들다

증하는 산업화와 계급 분화에서 나왔으며, 다윈의 자연선택이라는

incidentally 우연히

개념에 적용된 것보다 거기(산업화와 계급 분화)에 더 많이 적용되

address 다루다, 말하다

었다. 두 번째 및 관련 영향으로는 집단 학살과 식민지화(서둘러 아

naturalize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다

프리카를 분할하려는 움직임이 유럽인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자

consciously 의식적으로

신들의’ 소유물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지도 위에 선을 그었던 1884

mutation 돌연변이

년의 베를린 회의에서 절정에 달했고, 같은 시기에 미국 서부의 ‘길

millennium 천 년 (pl . millennia)

들이기’ 현상이 발생했다.)를 정당화하려 한 것과 유럽의 가난한 사

justify 정당화하다

람들을 위한 사회 복지에 대한 어떤 제안도 강화한(→ 약화한) 것이

genocide 집단 학살, 종족 학살

었다. 사람들이 대부분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백인) 사람들만큼 잘

colonization 식민지화

살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적합하지’ 않고 그럴 자격도 없

dash 서둘러 함

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사회적 다윈주의는 과학적 담론

carve up 분할하다

을 통해 만들어지고 분류되었던 인종의 서열을 ‘자연스러운’ 것이라

delimit 범위[한계]를 정하다

고 규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taming 길들이기

문제해설

5 ‘적자생존’이라는 개념이 경쟁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하고 식
민지를 정당화하고 인종의 서열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규정했
다는 내용이므로, ① ‘‘적자생존’이라는 개념의 사회적 영향’이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② 진화에 대한 다윈의 개념에 기초한 현대 과학
③ 다윈의 개념에 반대되는 몇 가지 과학적 증거
④ 진화론: 격렬한 ‘적자생존’의 역사
⑤ 다윈이 의도한 바를 나타내는 용어 ‘적자생존’
6 ③은 적자생존이라는 개념이 미친 영향으로서, 유럽의 가
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 복지에 대해 취하는 태도를 묘사하는
부분이므로, reinforce(강화하다)를 undermine(약화하다)과

be well off 잘살다
hierarchy 서열
classify 분류하다
Word Search
정답

1. term 2. justify 3. classify

Tips
Taming of the American West: 남북전쟁 이후 미국의 영토 확장을 위
해 개척민을 서부로 몰려들게 하면서 거기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아메리칸 인디
언들과 충돌하여 결국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보호구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던 일련
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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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기 쉬운 유형편

용어는 영국의 철학자인 Herbert Spencer(우연히도 이 사람은
‘진화’라는 용어도 처음으로 사용했다)에 의해 다윈의 생각을 다윈

15행 [That people were not as well off as those (whites)
with the most resources] was taken as evidence [that
they were not as “fit,” nor deserving].
 첫 번째 [ ]는 That이 이끄는 명사절로, 문장의 주어 역할
을 한다. 두 번째 [ ]는 evidence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
고 있다.
17행 This Social Darwinism helped define as “natural”
[the hierarchy of races {that had been constructed and
classified through the discourses of science}].
 define의 목적어는 [ ]이며, { }는 the hierarchy of
races를 수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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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Exercise 7

정답

③

소 재

지능과 논리적 사고 능력의 밀접한 관련성

refer to ~ as ... ~을 …으로 부르다
intelligence 지능
logical 논리적인
mathematician 수학자
manipulate 조작하다, 다루다

해 석

discipline 학문

이제, 당면한 본질적인 문제, 즉 인간의 지성이 논리적인 원칙의 적

endeavor 노력 (행위)

용에 의존한다는 문제로 돌아가 보자. 우리가 보통 (인간에게서) 지

artistic 예술적인

능으로 부르는 특성이 개인의 논리적 사고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

intertwine 뒤얽다, 엮다

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위대한 수학자는 틀림없이 지능
이 매우 높을 터인데, 왜냐하면 많은 논리적 사고 능력과 별개로 수
학의 규칙들을 성공적으로 배우고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

Word Search
정답

1. intelligence 2. endeavor 3. application

이다. 비록 수학이 본질적으로 매우 논리적인 학문이기는 하지만, 언
어 혹은 어떠한 그런 노력 행위에서든지 뛰어난 수행 능력을 발휘하
는 사람은 높은 지능을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언어의 효과적인
사용과 그러한 추론 능력은 많은 논리적 사고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
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언어든, 수학이든, 예술적 창작이든, 혹은
무엇에서든) 논리적 원칙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개인이 가진 능력
이 클수록, 개인의 지적 능력이 더 크다. 따라서 지능과 논리는 밀접
하게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Exercise 8

정답

②

소 재

유전공학에 의해 비타민 A를 생산하게 만들어진 황금 쌀
해 석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자라는 것에 대
문제해설

③ is 다음에 이미 주격보어인 a highly logical discipline
이 있으므로, inherent를 주격보어로 쓸 수 없다. 그러므로
inherent를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사인 inherently로
고쳐 써야 한다.
① that we ~ as intelligence (in humans)는 the quality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므로 관계대명사 that이 쓰였다.
② 뒤에 절이 왔으므로 접속사 because를 쓴 것은 어법상 적절
하다.
④ one은 일반인을 가리키는 부정대명사로 쓰였다.
⑤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that ~이 내용상의 주어이다. 주어
가 see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므로 수동태로 표현한 것이다.
구조분석

9행 And, in general, the greater capacity one has for
effective application of logical principles (whether
in language, mathematics, artistic creations, or
whatever), the greater is one’s power of intelligence.
 「the +비교급 ~, the +비교급 ...」은 ‘~할수록 더 …한’이
라는 뜻이며 「whether ~ or ...」는 ‘~이든 …이든 간에’라는
뜻이다.
어휘 및 어구

application 적용

50

한 제한 때문에 필요한 영양소의 부족을 겪는다. 과학자들이 탐구하
고 있는 한 분야는 식물의 영양가를 높이기 위해 그것들을 유전적
으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이것의 한 예가 ‘황금 쌀’이다. 이 쌀 품종
은 당근이 오렌지색을 띠게 하는 비타민, 즉 비타민 A를 생산하도록
유전자 조작이 가해졌다.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
는 약물을 생산하기 위해 동물을 유전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타민 A 결핍증은 실명과 심지어 죽음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이 그 비타민을 함유한 식물이 자라지 않는 지역에 살기 때문
에 이 문제로 고통받는다. 이러한 지역에서 쌀은 자라므로, 황금 쌀
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 얼마간의 이 중요한 비타민을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문제해설

어떤 농작물이 특정 지역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섭취하기가
어려운 영양소를 유전 공학을 이용하여 다른 농작물이 생산하
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글의 흐름이다. 유전 공학으로 동물
을 이용하여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약물을 생산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②는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다.
구조분석

2행 [One area {that scientists are exploring}] is
genetically modifying vegetables [to increase their
nutrition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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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 ]는 문장의 주어이다. 첫 번째 [ ]에서 { }가
One area를 수식한다. 두 번째 [ ]는 ‘~하기 위해’라는 뜻의
to부정사구이다.
어휘 및 어구

suffer ~을 겪다, 당하다
lack 부족, 결핍
nutrient 영양소
region 지역
genetically 유전적으로
modify 변형하다
carrot 당근

이 글은 업무 준비가 되어 있는 졸업생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
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무 준비도에 대한 논쟁이
있고, 일과 교육이 질적으로 다르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의 주어진 문장 다음에, 교육은 일반적인 훈련을 제공할
뿐 구체적 직업 훈련은 학업 이후에 시작될 수 있다는 내용의
(B)가 이어지고, 그렇지만 업무 준비가 되어 있는 졸업생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주들이 업무 현장 경험을 긍정
적으로 생각한다는 (C)가 이어진 후, 업무 현장 경험의 또 다
른 이점을 제시하고 업무 경험은 직무 준비도를 향상시킨다는
결론을 담고 있는 (A)가 마지막으로 오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글의 순서로 ③ ‘(B)–(C)–(A)’가 가장 적절하다.

medication 약물

구조분석

deficiency 결핍(증)

(A)1행 Employers report [that work experience
{improves graduates’ soft skills, increases confidence
and helps relate their studies to employment},
{making them more rounded and with more realistic
expectations of work}].
 [ ]는 report의 목적어인 명사절이다. 첫 번째 { } 안에
improves ~, increases ~, helps ~가 and로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 { }는 making이 이끄는 분사구문이다.

Word Search
정답

1. nutrient 2. modify 3. deficiency

Exercise 9

정답

③

소 재

졸업 전 현장에서의 업무 경험
해 석

‘직무 준비도’를 점점 더 강조하는 것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다. 어
떤 사람들은 일과 교육이 질적으로 다른 사회 현장이라고 믿는다.
(B) 교육은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모두 유용한 기술과 지
식을 제공하지만, 업무를 위한 광범위하거나 일반적인 훈련만 제공
할 수 있다. 특정 직업을 위한 구체적인 훈련은 학업 이후에만 시작
될 수 있다. (C) 하지만 업무 현장에서의 조직의 관행을 아주 잘 알
고 있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졸업생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공부하는 동안 업무 현장을 접한 것이 학생들에게
업무 현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다양한 직장 상황에서 그들에게
무엇이 기대되는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고 믿으며 업무 경험을 중요하게 여긴다. (A) 고용주들은 업무
경험이 졸업생들의 소프트 스킬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높이며, 그
들의 학업을 취업과 연관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그들을 더 성숙하
게 하고, 일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기대를 하게 한다고 말한다. 미래
의 취업을 위해 (사람들과) 연락하고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회

틀리기 쉬운 유형편

limitation 제한, 한정

문제해설

어휘 및 어구

emphasis 강조
qualitatively 질적으로
employer 고용주, 고용인
soft skill 소프트 스킬(남들과 잘 소통하는 자질)
confidence 자신감
rounded 성숙한, 원숙한
realistic 현실적인
advantage 이점, 장점
generic 일반적인
undertake 시작하다, 착수하다
familiar with ~을 아주 잘 아는, ~에 익숙한
practice 관행, 관례
workplace 업무 현장, 직장
exposure 접(하게)함, 직접 체험하게 함
acquire 얻다
insight 통찰, 통찰력
Word Search
정답

1. realistic 2. advantage 3. insight

는 또 다른 이점이다. 다시 말해, 업무 경험은 직무 준비도를 향상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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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10

정답

⑤

소 재

청각 장애나 시각 장애를 지닌 아기에게 감각 길러주기
해 석

isolate 고립시키다
spatial 공간적인, 공간의
navigate 이동하여 다니다
Word Search
정답

1. wave 2. reassure 3. spatial

듣지 못하는 아기는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부모와 시각적으로 접
촉할 수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고자 하는 더 강한 욕구를 갖게 될 것
이다. 엄마와 아빠는 자신들의 친근한 손짓이나 만족해하는 미소가
멀리서도 자신들의 아기에게 특히 생생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합
심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아기가 돌아다녀도 아기가

Exercise 11~12

그들로부터 고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아기를 안심시키기 위해, 때때
로 잊지 않고 아기에게 와서 짧게 안아주거나 뺨에 가볍게 입을 맞
추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보지 못하는 아기는 촉각과 냄새뿐만 아
니라 많은 격려하는 말들과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다. 실제로, 보지 못하는 아기들이 냄새뿐만 아니라 촉각과 소리
로 사람과 사물을 찾을 수 있게 하는 흥미로운 게임을 우리는 자주
권장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들은 비록 볼 수는 없지만 감각에 의
한 자기 집의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 안정감을 느끼고 이동하여 다
니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공간과 공간적 관계에 대한 중
요한 감각은 우리의 시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많은 감각으로부터 형
성될 수 있다.
문제해설

정답

11. ① 12. ④

소 재

디지털 노동과 그 업무 수행의 한계
해 석

여러 형태의 관념 작용은 오늘날 인간이 기계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는 영역이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가설을 생각해 낸다. 기자들은 좋
은 기삿거리를 감각으로 찾아낸다. 요리사들은 메뉴에 새로운 요리
를 추가한다. 공장 작업 현장의 기술자들은 기계가 왜 더 이상 제대
로 작동하지 않는지를 알아낸다. 이러한 활동들 중 많은 것들이 컴
퓨터에 의해 뒷받침되고 가속되지만, 그 어느 것도 그것들에 의해
추진되지는 않는다.
“컴퓨터는 쓸모가 없다. 그것들은 단지 여러분에게 해답만을 제공

(A) 「reassure ~ that ...」은 ‘~에게 …라고 안심시키다’라

한다.”라는 피카소가 한 말의 인용문은 대략 절반 정도 옳다. 컴퓨터

는 뜻이다. 뒤에 절의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춘 절이 왔으므로
whom은 쓸 수 없으며 접속사 that을 써야 한다.
(B) ‘~가 …할 수 있게 하다’라는 뜻의 「enable ~ to부정사」 구
문이 되어야 하므로, to locate를 써야 한다.
(C) 「feel +형용사」는 ‘~하게 느끼다’라는 뜻이다. 부사를 써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 쓸모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답을 만들어 내는 기

구조분석

3행 They could even make a point of [coming over
to her from time to time] and [offering a quick hug or
peck on the cheek] to reassure their toddler that her
explorations won’t isolate her from them.
 「make a point of -ing」는 ‘잊지 않고[반드시] ~하다’라는
뜻이다. 첫 번째 [ ]와 두 번째 [ ]는 둘 다 of에 이어진다.
어휘 및 어구

wave 손짓, 손 흔들기
vivid 생생한, 선명한
peck 가벼운 입맞춤
reassure 안심시키다

52

계이며, 흥미로운 새로운 질문을 던지지는 않는다. 그 능력은 여전히
독특하게 인간의 것이며, 여전히 매우 가치 있어 보인다. 아이디어
창출에 능한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 동안은 디지털 노동에 비해 비
교 우위를 계속 가지게 될 것이며, 자신들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알
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현재와 앞으
로 얼마 동안 고용주들이, 인재를 찾을 때에, 계몽주의 현자(賢者)인
Voltaire가 말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을 그의 대답이 아니라, 그
의 질문으로 판단하라.”는 충고를 따를 것이라고 믿는다.
관념 작용, 창의력, 그리고 혁신은 흔히 ‘독창적으로 생각하는 것’으
로 묘사되며, 이러한 특징 부여는 디지털 노동에 비해 인간이 지니
는 또 다른 하나의 크고 상당히 지속 가능한 장점을 나타낸다. 컴퓨
터와 로봇은 자신들의 프로그래밍 틀에서 벗어난 것이면 무엇이든
지 그것을 수행하는 데 여전히 능숙한(→ 엉망인) 상태이다. 예를 들
어, Watson은 ‘Jeopardy!’ 게임은 놀랍도록 잘하지만 ‘Wheel of
Fortune’, ‘The Price is Right’, 혹은 그 밖의 다른 텔레비전 게임
쇼에서는 자기를 만든 사람에 의해 충분히 다시 프로그래밍 되지 않
으면, 아이에게도 질 것이다. Watson은 혼자 힘으로 해내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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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urnalist 2. accelerate 3. pose

Tips




•Jeopardy!: 역사, 문학, 예술, 팝 문화, 과학, 스포츠, 지질학, 세계사 등의
주제를 다루는 미국의 텔레비전 퀴즈 쇼 프로그램이다.
•Wheel of Fortune: 참가자들이 커다란 원형 회전판을 돌려서 결정된 현
금과 상품을 얻기 위해 단어 퍼즐을 푸는 미국의 텔레비전 게임 쇼 프로그램
이다.
•The Price is Right: 경쟁자들이 현금과 상금을 얻기 위해 정확한 상품 가
격을 알아냄으로써 경쟁하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미국의 텔레비전 게임
쇼 프로그램이다.

틀리기 쉬운 유형편

독창적인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내용의 글이
므로, ① ‘인간이 의도하면 컴퓨터는 수행한다’가 글의 제목으
로 가장 적절하다.
② 독창적으로 생각하여 부자가 되라
③ 사람을 그의 실수로 판단하지 말라
④ 예술가처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라
⑤ 컴퓨터가 미래를 위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12 컴퓨터는 관념 작용, 창의력, 혁신으로 묘사되는 독창적인
사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프로그래밍의 틀에서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엉망이라고 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d)의 proficient(능숙한)를 lousy(엉망인)와 같은
어휘로 바꿔야 한다.



11 컴퓨터를 이용한 인공 지능이 우수하기는 하지만 인간처럼

Word Search
정답



문제해설

구조분석

11행 In other words, we believe [that employers {now
and for some time to come} will, {when looking
for talent}, follow the advice {attributed to the
Enlightenment sage Voltaire}: “Judge a man by his
questions, not his answers.”]
 [ ]는 believ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 ]에
서 첫 번째 { }는 부사구이다. 두 번째 { }는 ‘~할 때’라는
뜻의 접속사 when을 밝혀 쓴 분사구문이다. 세 번째 { }는
the advice를 수식한다.
어휘 및 어구

comparative advantage 비교 우위
hypothesis 가설
journalist 기자, 저널리스트
sniff out 감각[냄새]으로 찾아내다
chef 요리사
figure out 알아내다
accelerate 가속하다
quote 인용문, 인용구
generate 만들어 내다
pose (질문 따위를) 던지다
attributed to ~가 말한[쓴] 것으로 여겨지는
innovation 혁신
think outside the box 독창적으로 생각하다
characterization 특징 부여
reasonably 상당히, 꽤, 합리적으로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substantially 충분히,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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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1①
7⑤

Week

4

어휘 및 어구
본문 78~89쪽

contemporary 현대의
squeeze 끼워 넣다

2④
8③

3⑤
9⑤

4⑤
10 ④

5③
11 ③

6⑤
12 ④

reformer 개혁가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bring back ~을 다시 도입하다

Exercise 1

radically 근본적으로, 급진적으로
정답

①

소 재

개혁가들의 잘못된 상황 인식
해 석

retail 소매
healthcare 의료
hospitality 서비스(를 요하는 직업 군), 접대, 환대
garbage 쓰레기
transform 완전히 바꿔놓다

개혁가들이 어떤 현대적 기술을 끼워 넣는 것을 허용하는지 여부와

extent 정도

관계없이 그들은 근본적으로 자신들이 ‘옛날에 효과가 있었던 것’

implication 영향, 결과

을 다시 도입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 믿음은 오늘날 우리 학생들에

paradoxically 역설적으로

게 비극적인 파급 효과를 가진다. 그것은 교육의 상황이 너무나 근

cope with ~에 대처하다

본적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정말로 현재 가르치고 있는 것과 매우 많
은 사람이 보존하고 싶어 하는 것 중 너무나 많은 것이 이제는 중요
하지 않기 때문에 비극적이다. 현재의 환경에서는 공장 노동에서부

Word Search
정답

1. reformer 2. garbage 3. transform

터 소매, 의료, 서비스, 쓰레기 수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와 직업
이 기술과 다른 영향력에 의해 극적으로, 그리고 종종 알아볼 수 없
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혁가는
사회가 극적인 변화들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들
의 정도, 속도, 그리고 영향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음
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 자주,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것들에 대

Exercise 2

정답

④

처하기 위해 교육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할 필요성을 알지 못한다.
소 재
문제해설

(A) 뒤에 주어(so much of what we do currently teach,
and what so many want to preserve)와 동사(is)를 갖춘 절
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접속사 because가 적절하다.
(B) 주어인 every field and job에 대한 동사가 있어야 하므로
is가 적절하다. 「every+명사(구)」는 단수로 취급하므로 단수형
is가 쓰인다.
(C) dramatic changes를 지칭하는 대명사 them이 적절하다.

유전자 특허가 가져오는 문제점
해 석

Heller와 Eisenberg는 유전자 특허가 그 유전자와 유전자 제품
의 어떠한 상업적 사용에도 적용될 만큼 충분히 광범위할 수 있으므
로 유전자 특허를 받는 것이 생물 의학 연구에 ‘비공유지의 비극’ 문
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이 공동으로 자원을 보유
할 때, 그들은 그것을 보존할 어떠한 동기도 없으므로 그 자원을 남
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과도한 사용은 일반적으로 ‘공유지의 비

구조분석

극’으로 불리며, 사유화가 종종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다.

3행 It is tragic because so much of [what we do
currently teach], and [what so many want to preserve],
is now unimportant because the context for education
has changed so radically.
 두 개의 [ ]가 so much of에 이어지며 그 안에 쓰인 각각
의 what은 관계대명사로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첫 번째 [ ] 안의 do는 teach를 강조하는 조동사이다.

그러나 부족한 자원이 지나치게 사유화되면 그 결과는 ‘비공유지의

54

비극’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너무 많은 사람이 그 자원 사용에서 제외
되기 때문에 자원의 불충분한 이용으로 귀결될 것이다. (유전자 특허
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유전자가 자연에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움에
대한 특허법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유전자
에 대한 특허를 불충분하게 이용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특히 대부분의 질병이 다유전자성이어서, 여러 개의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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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질병의 발현에 관여하며 어떤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개의
유전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때, 높은 특허권 사용료가 다
른 추가적인 연구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문제해설

정답

⑤

소 재

잔디를 깎아도 계속 증식하는 이유
해 석

잔디밭을 유지하는 데 있어 문제는 깎는 바로 그 행위가 잔디가 증
식하는 것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반복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나무를 지면 바로 위에서 자르면, 제대로 자라지 못한
다. (C) 사실상 많은 식물은 정기적으로 베어 넘어뜨리는 데 대처할

구조분석

수 없다. 성장을 수행하는 식물의 부분을 분열조직이라고 하며, 튤

1행 Heller and Eisenberg claimed [that gene
patenting may cause a problem of the “tragedy of the
anti-commons” for biomedical research , because
a gene patent can be {broad enough to cover any
commercial use of the gene and the gene product}].
 [ ]는 claim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 }에
는 「형용사+ enough + to부정사(구)」 구문이 사용되어 ‘…할
만큼 충분히 ~한’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립, 베고니아, 카네이션과 같은 식물에서는 분열조직이 자라는 싹의

어휘 및 어구

켜 왔다. 정기적으로 잔디밭을 깎음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gene 유전자
patent 특허를 받다; 특허
tragedy 비극
common 공유지
biomedical 생물 의학의
cover 적용되다, 해당하다
overuse 남용하다; 과도한 사용
incentive 동기, 자극
be referred to as ~로 불리다
privatization 사유화, 민영화
scarce 부족한

끝에 있다. 이 식물들을 지면에서 잘라내면, 분열조직을 잘라버리게
되는데, 그것들은 싹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B) 이 재성장은 그 식물에 있어 상당한 에너지 비용을 들여야
만 일어날 수 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결국 그 식물은 멈추고 죽
게 된다. 반면에 잔디는 자신의 분열조직을 그 식물의 기부에 숨겨둔
다. (A) 잔디 식물의 잎을 잘라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이 당하는
목 베기에 개의치 않고 즐겁게 맨 아래부터 계속 자란다. 잔디는 초
식동물들에게 반복적으로 먹히는 것에 대응하여 이 체계를 진화시
식물은 잔디이다.
문제해설

주어진 문장의 나무의 예처럼 많은 식물은 정기적으로 베어 넘
어뜨리는 데 대처할 수 없다는 내용의 (C)가 제일 앞에 와야 한
다. (C)에서 언급된 분열조직이 잘려나가 처음부터 성장을 다
시 해야 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에너지가 든다는 내용으로 시작
하는 (B)가 그다음에 이어져야 하며 (B)의 후반부에 언급된 잔
디의 분열조직이 그 식물의 기부에 숨겨져 있는 것의 결과에
해당하는 (A)가 마지막에 와야 한다. 따라서 글의 순서로 적절
한 것은 ⑤ ‘(C)–(B)–(A)’이다.

exclude 제외하다

구조분석

opponent 반대자

1행 The thing about maintaining a lawn is [that
the very action of cutting encourages grasses to
multiply].
 [ ] 는 주격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 ] 안에는
「encourage +목적어+ to부정사」 구문이 사용되어 ‘목적어가
~하는 것을 부추기다[조장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fulfill 충족시키다
novelty 새로움
pervasive 만연하는, 스며드는
licensing fee 특허권 사용료
polygenic 다유전자성의
manifestation 발현
Word Search
정답

1. fulfill 2. tragedy 3. incentive

틀리기 쉬운 유형편

유전자 특허가 높은 특허권 사용료로 인해 생물 의학 연구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게 되어 ‘비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일으
킨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새로움에 대한 특허법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 유전자 특허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 있다는 ④가 글의 흐름에 어긋난다.

Exercise 3

어휘 및 어구

lawn 잔디(밭)
multiply 증식하다
chop off ~을 잘라내다

07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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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evolve 진화시키다

는 소유격 대명사의 역할과 접속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와야 한다.
① a dollar value를 수식하는 과거분사로 a dollar value와
associate(결부짓다) 사이에는 의미상 수동 관계가 성립한다.
② 조건절에 「be + to부정사」의 가정법 과거형인 「were + to부
정사」가 쓰여 주절의 조동사 would와 함께 실현될 가능성이
적은 미래의 일을 표현하고 있다.
③ 「so +조동사+주어」 구문의 일부로 ‘주어도 마찬가지이다’라
는 의미를 나타낸다.
④ 관계절의 동사는 선행사와 수를 일치시키므로 선행사 a
push and pull of cost and relative savings에 맞춰 단수형
be동사 is가 사용되었다.

herbivore 초식동물
mow 깎다, 베다
tuck away ~을 숨기다
fell 베어 넘어뜨리다
begonia 베고니아
carnation 카네이션
tip 끝
shoot (새)싹
Word Search
정답

1. shoot 2. mow 3. multiply

구조분석

Exercise 4

정답

⑤

소 재

집단적 행동이 집단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
해 석

집단적 결과에 미치는 개인의 행동의 영향과 자신의 행동과 관계없

10행 It brings to mind [economist John Maynard
Keynes’ description of stock-market investing]: [a
beauty contest {in which the winner is not any of the
contestants, but the judge whose scores come closest
to the average scores of the judges collectively}].
 두 개의 [ ]는 의미상 동격 관계를 이룬다. { }는 관계절
로 a beauty contest를 수식하는데 그 안에 「not A but B」
구문이 쓰여 ‘A가 아니라 B인’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어휘 및 어구

이 그 결과에 개인이 참여하는 것의 영향은 이러한 행동들과 결부된

collective 집단의, 공동의

금전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하다. 게다가, 그 금전적 가

consequence 결과

치는 많은 부분이 서로 뒤얽혀 있을 수 있다. 휘발유 가격이 충분히

participation 참여

높을 때, 연료 효율이 더 높은 자동차, 또는 휘발유를 전혀 사용하지

relevant 실제로 중요한

않는 자동차의 초기 추가 비용은 그 차의 연료 절약으로 ‘비용만큼

complicated (많은 부분이) 서로 뒤얽힌[관련된]

돈이 절약’될 것이라고 전적으로 믿지 않더라도 덜 비싸 보일 수 있

initial 초기의

다. 그러나, 만약 충분한 사람들이 휘발유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충분

pay for itself 비용만큼 돈이 절약되다

한 숫자로 그러한 차량을 산다면, 휘발유 가격은 낮아질 것이다. 한

sufficient 충분한

편, 규모의 경제 덕분에 차량의 비용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소비자들

then again 한편

이 예측하기 어려운 비용과 상대적 절감의 밀고 당김이 있는데, 이

predict 예측하다

는 그것이 그들의 집단행동에 의해 매우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

bring to mind ~을 상기시키다

다. 그것은 경제학자 John Maynard Keynes의 주식시장 투자에
대한 묘사를 상기시키는데, 그는 주식시장 투자를, 출전자 중의 누군
가가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심사위원들의 평균 점수에 가장
근접하게 점수를 매긴 심사위원이 승자가 되는 미인대회와 같다고
했다.

description 묘사, 설명
contestant 출전자
judge 심사위원
Word Search
정답

1. sufficient 2. collective 3. consequence

문제해설

⑤ the winner is not any of the contestants, but the judge
와 his/her scores come closest to the average scores of
the judges collectively가 결합된 것이므로 scores를 수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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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한 이야기의 굴절을 볼 수 있다.

Keynes의 미인대회: 영국의 경제학자 John Maynard Keynes는 전문적인 투자
란 참가자들이 제시된 얼굴 사진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얼굴을 뽑고, 결과적으로

문제해설

5 신화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문화 간의 차이점을 알 수 있

언급했다. 이런 대회에서는 참가자가 자기가 볼 때 가장 예쁜 얼굴을 골라내기보

고 자신의 문화가 당연시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비교 신화
학: 문화를 보는 창’이다.
① 왜 개들은 짖는가: 신화와 전설
② 옛날이야기들이 정신에 대해 보여주는 것
④ 서로 다른 세계 신화들의 엄청난 유사성
⑤ 다양성 수용: 서로 다른 문화 상호 간 이해의 열쇠
6 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 자신의 개들이 짖지 않은 곳, 즉 우
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했으므로 비교
는 우리가 당연시하는 것을 낯설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e) ‘justifies(정당화하다)’를 ‘defamiliarizes(낯설게 하
다)’와 같은 어휘로 바꿔야 한다.

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다른 참가자들의 마음에 들 가능성이 가장 큰 얼굴을 골라
내야 한다.

Exercise 5~6

정답

5. ③ 6. ⑤

소 재

신화 비교 연구의 역할
해 석

짖는 개에 대한 은유는 여러 종교의 역사가들에 의해 다양한 용도
의 비유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지만, 모든 훌륭한 신화들처럼,
그것은 각각의 새로운 맥락에서 개작이 가능하고 항상 새로운 방식
으로 사용될 수 있다. Sherlock Holmes는 언젠가 어떤 미스터리,
즉 경주마 Silver Blaze의 사건을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라는 결정적인 단서를 이용하여 풀었
다. Gregory 경위가 무엇이든 경위인 자신의 주의를 끌게 할 점을
알아차렸느냐고 Holmes에게 묻자, Holmes는 “야간에 개가 한 이
상한 일에 대해서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소크라테스식 현자에게는
본질적으로 순진하고 고지식한 사람인, 어리둥절해진 경위가 “그 개
는 그 밤 시간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구조분석

14행 Comparison makes it possible [for us literally to
cross-examine cultures, {by using a myth from one
culture to reveal to us what is not in a telling from
another culture}, {to find out the things not “dreamt of
in your philosophy” (as Hamlet said to Horatio)}].
 it은 형식상의 목적어이며 [ ]가 내용상의 목적어이다.
[ ] 안에서 첫 번째 { } 안에 쓰인 「by -ing」는 ‘~함으로써’
라는 뜻이다. 두 번째 { }는 ‘~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의 의미
를 표현하는 to부정사구이다.
어휘 및 어구

“그것이 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라고 Sherlock Holmes가 말했
다. 밤에 누군가가 집에 들어왔을 때 개가 짖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

metaphor 은유, 비유

거였는데, 이 경우에는 범인이 개에게 친숙한 사람이었다는 증거였

myth 신화

다. 개들은 ‘다른 것’에 대해 짖는데, 즉 이 경우, 그 개가 친숙했던 사

bear -ing ~할 수 있다, ~을 감당하다

람들과 다른 누군가라는 것이다.

clue 단서, 실마리

우리는 손 하나가 손뼉을 치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즉, 우리는 똑같

omission 부작위, 태만

음을 들을 수 없다. 그러나 비교 연구법을 통해 우리는 각 문화가 신

inspector 경위, 조사관

화를 개작하기 위해 고안하는 옆을 보지 못하게 하는 눈가리개를 볼

note 알아차리다, 주목하다

수 있다. 비교는 한 문화의 신화를 이용하여 다른 문화의 이야기에

incident 일어난 일, 사건

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밝힘으로써, (Hamlet이 Horatio

object 이의를 제기하다

에게 말했듯이) ‘자네의 사고방식에서는 상상되지’ 않는 것을 찾아내

puzzled 어리둥절한

기 위하여 우리가 말 그대로 여러 문화를 대상으로 ‘반대’ 심문하는

criminal 범인

것을 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우리는 비교 연구를 사용하여 우리 자

clap 손뼉을 치다

신의 개들이 어디서 짖지 않았는지를 알아차림으로써 우리 자신의

construct 고안하다, 구성하다

문화에 대한 이론을 시험할 수 있다. 비교는 우리가 당연시하는 것

literally 말[문자] 그대로

을 정당화한다(→ 낯설게 한다). 우리는 다른 변이형을 볼 때만 특정

cross-examine 반대 심문하다, 엄히 추궁하다

comparison 비유, 비교

07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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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표를 받은 얼굴을 뽑은 참가자가 상을 받는 가상의 미인대회와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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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philosophy 사고방식, 철학

동명사가 쓰였다.

theory 이론

어휘 및 어구

take ~ for granted ~을 당연시하다

regardless of ~와 상관없이

variant 변이형, 이형태

determine 알아내다, 결정하다

Word Search
정답

be tied to ~와 관련이 있다, ~에 얽매이다

1. object 2. construct 3. literally

recognize 인정하다
accomplishment 성과, 성취, 업적
in a timely manner 시기적절하게
sincere 진심 어린, 진정한

Exercise 7

정답

⑤

소 재

직원의 성과 인정과 동기 부여의 관계
해 석

대부분의 직원들은 일을 잘 해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노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상황이 어떻든지 회사는
시간을 갖고 직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내야 한다. 직원의
업무 수행은 자주 돈보다는 오히려 일을 잘한 것에 대해 인정받는

go a long way 많은 도움이 되다
motivation 동기 부여, 자극, 유도
lapse (시간의) 경과
occurrence (일·사건 등의) 발생, 일어남
award 주다, 수여하다; 상
foster 촉진하다, 조성하다, 기르다
sense of worth 자존감
Word Search
정답

1. accomplishment 2. lapse 3. foster

것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과 더 관련이 있다. 간단하고 진심 어린 “고
맙습니다”라는 말로 시기적절하게 성과를 인정하는 것은 업무 수행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동기 부여의 수준은 어느 정도 (성과
의) 발생과 인정해 주는 것 사이의 시간 경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성과의) 발생에 대한 인정이 더 빠를수록, 동기 부여는 더 커져서 향
상된 수행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직원들이 말
하는 것을 정말로 경청하는 것은 직원들이 그들이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며 그들에게 자존감을 부여한다.
문제해설

(A) Most employees는 ‘가치를 인정받는 대상’이므로 want
to에 연결되는 말은 수동형인 be valued가 적절하다.
(B) 문장의 주어 기능을 하면서 accomplishments를 목적어
로 취할 수 있는 말은 동명사 Recognizing이 적절하다.
(C) 전치사 to 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어야 하고,
saying의 목적어도 없는 상황이므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
명사 what이 적절하다.

Exercise 8

정답

③

소 재

국제화를 위한 대학의 노력
해 석

오늘날 고등교육에서 국제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많은 단과대
학과 종합대학은 오늘날의 점점 더 세계화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시각을 통합하고 교직원들에게 전문성
개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교육과정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고등교육에서 국제화에 대한 주된 이유는 대학 졸업자들이 다양한
직장에서 성공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세계적인 시민이 될 것
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내용을 다루는 강좌를 수강하는

구조분석

학생들은 세계적인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준비가 더

3행 Employee performance is often tied more to
personal factors like [being appreciated for doing a
good job] than to money.
 「be tied more to A than to B」의 구조로 ‘B보다는 오히
려 A와 더 관련이 있다’를 뜻한다. [ ]는 like의 목적어로 쓰
인 동명사구로서 ‘인정받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므로 수동형의

잘 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문화를 우월한 것과 열등한 것으로 분류

58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는 연구와 학문적 의사소통
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고용주들은 일자리에 적합한 학위를 가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어 능력과 문화 상호간의 (이해) 능력을
갖춘 지원자들을 찾고 있다. 게다가, 많은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이 점
점 더 많은 국제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것은 문화 상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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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식과 다문화주의에 대해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동료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필요하게 만든다.
문제해설

정답

⑤

소 재

해양 오염을 일으키는 요인
해 석

바다 근처에 살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해양 생물 군집과 생태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석연료의 연소는 대기 온실가스의
양을 증가시켜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 변화, 해수면 상승, 그리고
바다의 산성도 증가를 초래한다. (C) 내륙 사람들이 해양 환경에 영

구조분석

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은 바다에 양분을 공급함으로써 이

11행 Furthermore, many colleges and universities are
admitting more and more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is makes it necessary [to train fellow students as
well as faculty and staff about intercultural awareness
and multiculturalism].
 this는 many colleges ~ international students를 가리
키며, it은 형식상의 목적어이고, [ ]는 내용상의 목적어이다.

루어진다. 질소는 수생 생태계에서 해조류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

어휘 및 어구

internationalization 국제화
critical 매우 중요한
transform 완전히 바꾸다, 변형시키다
curriculum 교육과정
integrate 통합하다
perspective 관점, 전망, 시각
faculty and staff 교직원
effectively 효과적으로
participate in ~에 참여하다
diverse 다양한
take a course 강좌를 수강하다
categorize 분류하다, 범주에 넣다
superior 우수한, 상관의
inferior 열등한, 아랫사람의
candidate 지원자, 후보자
competence 능력, 자격

요 영양소다. 지상에서 나온 질소 함유 화학물질들이 바다에 도달하
면, 그것들은 해조류의 엄청난 성장을 뒷받침한다. (B) 해조류가 죽
으면, 그 잔해가 부패하여 물로부터 산소를 빼앗는다. 물고기와 같이
멀리 헤엄쳐 갈 수 있는 해양 생물들은 더 나은 물로 이동하지만, 조
개나 벌레처럼 그렇게 할 수 없는 생물들은 산소 부족으로 죽는다.
(A) 그것들의 (죽은) 몸이 부패되는 것은 물속에서 더 많은 산소를 제
거하여, 나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이 과도한 부패의 결과는 산
소가 고갈된 해역이다. 그런 지역에서 살 수 있는 해양 생물은 아주
적기 때문에, 그것은 ‘죽음의 해역’이라고 불린다.
문제해설

바다 근처에 살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것과 그 예로 화석 연료의 연소를 언급한 주어진
글에 이어,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 해양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또 다른 방식으로 질소가 함유된 화학물질이 바다로 유입
되어 해조류를 자라게 하는 것을 말한 (C)가 이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C)에서 언급한 해조류(algae)가 죽어서 잔해가 부
패할 때 물에서 산소를 빼앗고 해양 생물들을 죽게 한다는 내
용의 (B)가 이어진다. (A)의 첫 문장에 나온 their bodies는
(B)에 나온 조개나 벌레가 죽은 몸을 가리키며, (A)에서 이 죽
은 몸의 부패가 상황을 더 악화시켜 해양 생물이 거의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만든다는 내용이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주어
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C)–
(B)–(A)’이다.

fellow 동료, 동년배

구조분석

awareness 인식

2행 Burning of fossil fuels, for instance, increases
the amount of greenhouse gases in the atmosphere,
[leading to climate change such as global warming,
rising sea levels, and increased acidity of the ocean].
 [ ]는 부가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multiculturalism 다문화주의
Word Search
정답

1. curriculum 2. categorize 3. inf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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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주된 내용은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이 오늘날 점점 더
세계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의 문화 상호 간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세계적인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
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
이다. 그러나 ③은 문화적 차이가 연구와 학문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으로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다.

Exercis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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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문가들이 지식을 발전시키는 소셜 미디어의 부족, 그리고 (진리를 배

어휘 및 어구

have an impact on ~에 영향을 미치다

우는 것이 목적인) 학교 교육에 대한 실증주의적 지향을 반영했다.

marine community 해양 생물 군집

디지털 기술에 손만 대면 얻어지는 풍부한 정보는 학습자가 그것의

fossil fuel 화석연료

적절성, 타당성과 중요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atmosphere 대기

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의 비판적 사고는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acidity 산성도

추론을 이용하는 비판적 사고의 과학적 지향을 확장한다.

decomposition 부패, 분해

문제해설

excessive 과도한

④ 이어지는 관계절에 주어, 동사, 목적어의 문장 구성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 있으므로 which를 where 등의 관계부사로 고
쳐야 한다.
① as절의 주어가 relatively quick access to a wide range
of information이고 핵심이 단수 표현인 relatively quick
access이므로 단수 동사인 means를 썼고 어법상 적절하다.
② the value or validity가 의문을 제기하는 대상이므로 수동
형인 be questioned가 어법상 적절하다.
③ it은 단수 표현인 the Internet을 가리키며 어법상 적절하다.
⑤ using은 분사구를 이끌고 있고 reasoning을 목적어로 취해
야 하므로 현재분사를 쓰는 것이 어법상 적절하다.

deplete 고갈시키다
be referred to as ~로 불리다
remains 잔해, 유해
rob ~ of ... ~로부터 …을 빼앗다
migrate 이동하다, 이주하다
clam 조개
worm 벌레
contribute 주다, 기여하다
nutrient 양분, 자양분
nitrogen 질소
aquatic ecosystem 수생 생태계

구조분석

enormous 엄청난
Word Search
정답

1. decomposition 2. deplete 3. migrate

Exercise 10

정답

④

소 재

인터넷 정보와 비판적 사고
해 석

1행 The use of critical thinking has been identified as
particularly important in the digital age [as relatively
quick access to a wide range of information means
{that the user needs the ability to critically evaluate
the validity and relative value of information
accessed}].
 [ ]는 이유를 표현하는 부사절이다. { }는 means의 목적
어인 명사절이고 to critically evaluate ~ accessed는 the
ability를 수식하는 to부정사구이다.
어휘 및 어구

be identified as ~라고 인정되다[확인되다]
relatively 비교적, 상대적으로
access to ~에의 접근

비판적 사고의 사용은 디지털 시대에 특히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validity 타당성

왔는데, 그 이유는 광범위한 정보에 비교적 빠르게 접근하는 것이

expert 전문가

접근한 정보의 타당성과 상대적 가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

originally 처음에, 최초에

이 사용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도서

be reluctant to ~하기를 꺼리다[주저하다]

관, 책, 또는 전문가(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들의 지식의 원천이었고,

reflect 반영하다

그 가치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없었다. 인터넷이 학교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에 기반을 둔 학습 프로그램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 많은 교육자들

abundance 풍부함

은 그 정보에 정확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relevance 적절성

그것을 교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꺼렸다. 이러한 견해는 당시 인

significance 중요성

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었던 제한된 정보, 많은 수의 사람들과 전

expand 확장하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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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ing 추론
credibility 신뢰성
Word Search
정답

1. validity 2. reluctant 3. abundance

정답

11. ③ 12. ④

소 재

새로운 기술과 혁신이 가져오는 예측하지 못한 결과
해 석

발명과 기술 혁신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궁극적
으로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보통 매
우 어렵다. 기술의 역사는 자신들의 발명과 혁신이 궁극적으로 어떻
게 사용될지 혹은 그것들이 사회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전혀
몰랐던 발명가들과 혁신가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인쇄기와 금속
활자를 발명한 Johannes Gutenberg는 그의 발명이 성경을 널
리 출판할 수 있게 해 종교 개혁을 자극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

구조분석

4행 Johannes Gutenberg, [inventor of the printing
press and movable metal type], was a devout Catholic
[who would have been horrified to know {that his
invention enabled the Bible to be widely printed and
so helped stimulate the Protestant Reformation}].
 첫 번째 [ ]는 주어 Johannes Gutenberg를 부연 설명하
는 동격의 어구이고, 두 번째 [ ]는 a devout Catholic을 수
식하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 ]에서 { }는 know의 목적어
로 쓰인 명사절이다.
어휘 및 어구

을 알면 경악했을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 Thomas Edison은 축
음기가 사람들의 유언장을 녹음하는 데 주로 사용될 것이라 분명히

predict 예측하다

믿었으며, 오늘날의 테이프, CD, MP3 플레이어에 틀림없이 놀랐을

ultimately 궁극적으로

innovation 혁신

터인데, 이 모든 것은 소리를 녹음하기 위한 그의 발명에서 유래한

far-reaching (영향 등이) 멀리 미치는, 광범위한

것이다. 그리고 최근까지 수십 년간 냉매로 사용되어 온 프레온 가

printing press 인쇄기

스가 대기 상층부의 오존층을 갉아 먹고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

movable metal type 금속활자

겠는가?

horrify 경악하게[몸서리치게] 하다

이런 종류의 충분한 경험을 고려하면, 사람들은 모든 신기술이 알려

the Protestant Reformation 종교개혁

져 있고 기대되는 이익과 비용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고 예견하지

phonograph 축음기

않은 이익과 비용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새로운 기술들

undoubtedly 틀림없이

은 때때로 그것들이 만들어 낼 거라고 의도했던 것을 정확히 대표하

be descended from ~에서 유래하다

는 것(→ 정반대)의 결과, 즉 작가 Edward Tenner가 ‘보복 효과’라
고 부르는 것을 심지어 만들어 내기도 한다. 강력한 신기술은 그것

refrigerant 냉매

들이 발생하는 사회적 상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관심사와 가치관

unforeseen 예측하지 못한, 뜻밖의

의 구조를 변화시키며, 우리가 생각하고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consequence 결과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본질조차도 변화시킬 수도 있다.

representative 대표하는 것, 대표(자)

문제해설

11 이 글은 기술의 발명과 혁신이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만
들었다는 것을 Johannes Gutenberg의 인쇄기와 금속활자,
Thomas Edison의 축음기, 냉매로 사용되는 프레온 가스를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글의 제목으로 ③ ‘발명이 어떤

ozone layer 오존층

revenge 보복; 보복하다
alter 변화시키다, 변경하다
arise 발생하다
Word Search
정답

1. innovation 2. unforeseen 3. rev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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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11~12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하기 어렵다’이다.
① 혁신: 끈기의 결과물
② 혁신은 발명과 똑같은 것이 아니다
④ 발명에 의해 야기된 사회 혁명
⑤ 작은 관심이 커다란 발명을 낳는다
12 (d) 밑줄 앞에서 신기술이 알려지지 않고 예견하지 못
한 이익과 비용을 갖고 있으며, 밑줄 뒤에서 Edward Tenner
가 ‘보복 효과’라고 부르는 것이므로 ‘대표하는 것’을 뜻하는
representative를 ‘정반대’를 뜻하는 opposite으로 바꿔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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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Week

1④
7③

4

구조분석
본문 90~101쪽

2③
8④

3⑤
9②

4③
10 ③

Exercise 1

5③
11 ③

6②
12 ④

정답

④

소 재

탱고의 역사
해 석

가장 초창기부터, 탱고는 그것의 변모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처음
에 그것은 좋다고 할 수 없는 평판을 가진 연예장에서 피아노로 연
주되는 음악일 뿐이었다. 나중에 더 명망 있는 무도회장에서 받아
들여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은 기타와 플루트와 바이올린과 함께하
게 되었다. 탱고의 큰 변화는 ‘반도네온’이라는 아코디언이 독일로
부터 도입되면서 일어났는데, 이 악기는 후에 탱고의 상징이 되었고
Astor Piazzolla와 같은 위대한 음악가에 의해 연주되었다. 탱고
는 매우 폭넓은 리듬이므로, 그것의 풍부함과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적응력에 한해서는 오로지 재즈와만 비교될 수 있다. 하지만 탱고는
춤으로 추어지고 대중음악의 대부분의 형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길거리가 아니라 언제나 콘서트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골목마다 탱고를 호흡할 수 있고,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탱고 쇼가 있는데 많은 쇼가 저녁 식사, 최

6행 Tango is such a wide-ranging rhythm that it can
only be compared with jazz, insofar as its richness and
ability to adapt to changing times are concerned.
 「such a(an) +형용사+명사+ that ~」 구문은 ‘매우 …하
므로 ~하다’라고 해석된다.
어휘 및 어구

changeable 변모하는, 변화하는
profile 특징
dubious 좋다고 할 수 없는, 애매한
reputation 평판
prestigious 명망 있는
bring about 일어나게 하다, 야기하다
arrival 도입
instrument 악기
insofar as ~에 한해서는
invariably 언제나, 변함없이
end up 결국 ~이 되다
countless 셀 수 없이 많은
first-class 최고 수준의
the ABCs of ~의 기본
passionate 열정적인
Word Search
정답

1. dubious 2. prestigious 3. invariably

고 수준의 오케스트라, 뮤지컬, 그리고 또 이 열정적인 리듬의 기본
을 가르치는 ‘밀롱가’ 댄스를 포함하고 있다.
문제해설

④ because tango is danced and most forms of popular
music are not danced로 이해되므로, do가 아니라 are로 고
쳐야 한다.
① 부정사의 내용상의 주어인 it은 탱고를 의미하므로, 부정사
를 수동태로 쓴 것은 어법상 적절하다.
② 「was/were+to부정사」 구문은 과거를 기준으로 하는 미래
의 일을 표현하고 있으며, ‘후에 ~하게 되었다’라는 뜻이다. to
부정사를 쓴 것은 어법상 적절하다.
③ 「such a(an)+형용사+명사+that ~」 구문에서 such가 명사
(구) 앞에 적절하게 쓰였다.
⑤ where는 ‘milonga’ danc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을 이끄는
관계사인데, 이어지는 절이 문장의 주요 구성성분을 갖추고 있
는 완전한 절의 형태를 하고 있으므로 where를 쓴 것은 어법
상 적절하다.

Exercise 2

정답

③

소 재

육상 교통 체계에 따른 대가
해 석

육상 교통 체계는 현대성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교통 및 물품과
사람의 운송 속도를 높임으로써, 그것은 현대의 경제적, 사회적 관
계에 혁명을 일으켰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통합시키는 것이 대가
없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는데, 환경오염, 도시 스트레스, 그리고 나
빠지는 대기의 질은 현대의 육상 교통 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교통은 도로상의 사고와 조기 사망의 증가,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장애와도 관련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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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증진시킴으
로써 지역 사회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바꾼다.) 손실은,
근로자 생산성의 감소와 피해자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트라우
마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늘어나는 의료 서비스 비용과 공공 재정에
대한 추가 부담도 마찬가지로 상당하다.
문제해설

구조분석

10행 [Equally significant] are [the rising costs in
health services and the added burden on public
finances].
 첫 번째 [ ]가 보어이고, 두 번째 [ ]가 문장의 주어이다.
동사(are)는 주어에 맞추어 복수형으로 쓰였다. 이처럼 보어
가 문두에 위치할 경우 동사가 주어보다 앞에 위치한다.
어휘 및 어구

transportation 교통(수단), 운송, 수송
component 요소
modernity 현대성, 현대적인 것
communications 교통 (체계), 교통수단
generate 일으키다
revolution 혁명
contemporary 현대의, 당대의
incorporate 통합시키다
come about 일어나다, 발생하다
deteriorate 나빠지다
be linked to ~와 연결되다
premature 조기의, 너무 이른
transform 바꾸다, 변모시키다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trauma 트라우마, 외상
Word Search
정답

1. component 2. deteriorate 3. trauma

정답

⑤

소 재

바이오제약 산업
해 석

서구화된 ‘선진’ 국가들은 처방약에 대해서 매우 큰 차이로 제일 큰
시장이다. (C) 그러므로 바이오제약 산업에 관한 모든 보도가 그것
의 연구 개발 활동이 거의 전적으로 이러한 부유한 국가들을 겨냥
하고 있다고 가정할 것이라는 것은 불가피하다. 개발도상국의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이 가진 문제는, 말라리아와 같은 열대성 질환에 대
한 치료제는 개발하기에 경제적이지 않고 ‘서양’ 질병에 대한 약은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B) 이러한 상황은 ‘벤처 자선 사업’의 증가와

틀리기 쉬운 유형편

이 글은 육상 교통 체계가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만, 우리는 그
에 따른 대가도 치른다는 내용의 글이다. 육상 교통 체계의 발
전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설명하다가 사람들의 삶을 긍정적
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은 어색하다. 그러므로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것은 ③이다.

Exercise 3

새로운 가격 결정 모형을 포함한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요
인 때문에 이제 변하고 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빠르게 성장
하는 국가들(예를 들어, 중국, 인도, 브라질)은 서구적인 생활 방식과
그에 걸맞은 질병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이
다. (A) 이것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이런 국가들에서 연구 개발에
크게 투자하고, 말라리아와 같은 감염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에 대해
후한 가격 결정 모형을 제시하려는 의향이 증가한 한 가지 이유일
수 있다.
문제해설

선진 국가들이 처방약의 주된 시장이라고 말하는 주어진 문장
뒤에,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제약 산업이 이러한 선진 국가들
(these affluent nations)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는 (C)가 이
어지고, 이러한 상황(This situation)이 여러 요인들 때문에
바뀌고 있다는 (B)로 연결된 뒤에, 이처럼 변화하는 상황에 따
른 결과를 이야기하는 (A)로 마무리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
러므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
은 ⑤ ‘(C)–(B)–(A)’이다.
구조분석

(C)1행 It is, therefore, inevitable [that any coverage of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will assume {that its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are directed almost
exclusively at these affluent nations}].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접속사 that이 이끄는 [ ]가 내
용상의 주어이다. { }는 접속사 that이 이끄는 명사절이며,
assume의 목적어이다.
어휘 및 어구

by a large margin 큰 차이로
prescription 처방
willingness 의향, 자진해서 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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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infectious 감염성의

구조분석

sustain 살아가게 하다

7행 Certainly it is possible [to achieve occasional
practical success on the basis of inadequate scientific
knowledge — as with the many people who believe in,
and try to confirm, predictions {made on the basis of
horoscopes}].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 }는
predictions를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inevitable 불가피한, 필연적인
coverage 보도
assume 가정하다
be directed at ~을 겨냥하다
exclusively 전적으로
Word Search
정답

1. willingness 2. infectious 3. assume

어휘 및 어구

relevance 타당성
generalized 일반화된
applicable 적용할 수 있는
cross paths (우연히) 마주치다

Exercise 4

정답

③

concrete 구체적인
consultation 자문, 상담

소 재

일반화된 지식의 구체적인 적용
해 석

특정 개별 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지식의 타당성은 비전문
가와 과학자의 관점이 마주치는 심리학의 응용 분야에서 특히 중요
하다. 특정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심리학 기초지식의 성공적인 적용
은 그런 상황이 개인이나 집단 심리치료의 사례이든지, 기업에서 자
문하는 사례이든지, 아니면 문제 있는 청소년을 다루는 사례에 해당
하든지 간에 오직 이러한 적용의 기초적인 과학적 근거가 현실에 적
절한 경우에만 일관된 것일 수 있다. 별점에 근거하여 행해진 예측

adolescent 청소년
consistent 일관된, 모순이 없는
occasional 이따금씩의
on the basis of ~에 근거하여
inadequate 부적절한
as with ~의 경우와 같이
confirm 사실임을 확인하다
combination 조합
Word Search
정답

1. applicable 2. occasional 3. combination

을 믿고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
와 같이, 부적절한 과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이따금씩의 현실적 성공
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다. 하지만 그러한 이따금씩의 성공은
구체적인 적용의 경우에 상황들의 특정한 조합에 기반을 둘 것이며,
현상에 대한 어떠한 적절한 과학적 이해에서 반드시 나오는 것도 아
니다.
문제해설

Exercise 5~6

정답

5. ③ 6. ②

소 재

(A) 이어지는 절이 주어, 동사, 목적어를 포함하고 있는 완전
한 절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관계부사 where를 쓰는 것

자연으로부터의 단절

이 맞다.

(인류 또는 사회의) 진보 그리고 자연으로부터의 분리가 가진 한 가

(B) the basic scientific basis of these applications가 주
어이므로, basis에 맞춰 동사는 단수형으로 is를 쓰는 것이 맞

지 특징은 신체 활동 부족 발생률의 증가다. 수렵 채집인과 농부들

다.

머지 우리들은 자동차에 의존하며 점차 걷는 능력을 잃고 있다. 신

(C) 전치사 in과 동사 confirm의 공동의 목적어가 predictions
~ horoscopes인데, predictions 뒤에 이를 수식하는 관계사가
없으므로 made로 시작되는 분사구가 수식하도록 하는 것이 맞

체 활동 부족(그리고 정크 푸드)은 우리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죽

다.

상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환경과 생물

64

해 석

은 자신의 먹을 것을 잡고 재배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나

이고 있다. 그것은 또한 자연과의 우발적이거나 고의적인 연결의 가
능성을 증가시킨다(→ 감소시킨다). 우리는 자연환경이 우리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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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

inactivity 비활동(성), 활동하지 않음

을 멈춘 것 같은 바로 그때에, 정신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깨

expend 소비하다

닫는 것이 과연 놀라운 일일까?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까지 우울
증과 정신 질환이 전 세계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

designed 고의적인, 계획된

고 있다. 그러나 초목이 우거진 곳은 도시의 작은 땅에서부터 탁 트

come under threat 위협을 받다

인 넓은 황야에 이르기까지 좋은 곳이며, 정원 가꾸기에서부터 숲

patch 작은 땅, 구역

속 학교에서 시골 산책에 이르기까지 자연에서 하는 신체 활동에 참

wilderness 황야, 황무지

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 이 모든 것이 건강에 좋지만, 우리

no more than (단지) ~에 지나지 않는

는 극심한 생존경쟁으로 서둘러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성인에게는

remedial 개선의, 교정의

일시적인 개선책에 지나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 중 어떤 이들에게

measure 방책

는 너무 늦었을지 모른다. 우리는 이미 잊어버렸고, 결코 충분히 (자

dash 서두르다

연과) 다시 연결되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과제는, 오늘날의 어린아

get to ~에게 영향을 미치다

이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을 자연과 자연의 신비에 일찌감치 연

literacy 능력, 지식

결시키고, 우리를 무덤까지 괴롭힐 생태학적 능력의 소멸을 막는

grave 무덤

문제해설

5 이 글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우리는 자연과 다시 연
결되어야 하고, 특히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자연과 다시 접촉해야 할 때’이다.
① 압박 받는 자연 자원들
② 도시화를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④ 친환경적인 도시 개발의 경제학
⑤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의 과학적 이익
6 문장의 주어인 It은 앞 문장의 주어인 Physical inactivity
를 의미하므로, 신체 활동 부족은 자연과의 연결을 증가시키
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킬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b)의 increases는 reduces와 같은 어휘로 바꿔야 한다. 그러
므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이다.
구조분석

14행 The real challenge is to [get to today’s young
children], [connect them with nature and its mysteries
early], and [prevent the extinction of ecological
literacy {that will dog us to our graves}].
 세 개의 [ ]는 병렬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 [ ]에
서 대명사 them은 today’s young children을 대신하며, its
는 nature’s를 대신하여 쓰였다. { }는 the extinction of
ecological literacy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틀리기 쉬운 유형편

것이다.

biodiversity 생물 다양성

Word Search
정답

1. incidence 2. expend 3. remedial

Exercise 7

정답

③

소 재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
해 석

학습의 중심에 쓸 만하고 오래된 방식인 시행착오가 있다. 야구, 쓰
기, 그리고 수학을 포함한 많은 학습 영역에서 우리는 우리의 방식
을 조금씩 개선하여, 이해하게 되고 능숙해진다. 일단 우리가 어떻게
착수할지에 관한 생각이 어렴풋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을 한 번
해 보고, 결과와 성공을 관찰하고,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며, 한 번 더
시도한다. 우리의 첫 시도가 확실한 성공이 될 정도로 우리가 미리
모든 것을 매우 잘 알아낼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엔지니어가 교량
을 스케치하고, 육상 경기 선수가 자신의 도움닫기를 조절하며, 교사
나 경영 간부가 자신의 파워포인트 발표를 다듬고, 아이가 다이빙하
는 것을 배우며, 요리사가 조리법을 조금씩 개선하는 것을 지켜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종류의 리허설하기, 연습하기, 그리고 초안 작
성의 위력을 보게 될 것이다. 가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싶

어휘 및 어구

은지 알고 있으며, 우리의 실험은 우리가 목표에 다가가면서 개선된

feature 특징

다. 그리고 가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기 위해 (예술가들이

progress 진보, 발전

그러하듯이) 그저 재료를, (과학자들처럼) 아이디어를, 또는 (안무가

incidence 발생률

들처럼) 몸동작을 가볍게 다루어 본다.
08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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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문제해설

③ Watching ~ a recipe는 동사가 없어 불완전한 절이다.
Watching을 Watch로 바꾸면, Watch ~, and you will see
...는 「명령 표현(동사원형 ~), and+주어+동사 ...」(~하라. 그
러면 …)의 어법상 적절한 문장이 된다.
① At the heart of learning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 역할
을 하고, is가 문장의 동사이고, good, old-fashioned trial
and error가 문장의 주어이다. trial and error가 ‘시행착오’라
는 의미로서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동사의 단수
형인 is는 적절하다.
② 「give ~ a go」는 ‘~을 한 번 해 보다’라는 의미의 표현인데,
it은 an idea를 가리킨다.
④ what we want to achieve는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인데, 그 명사절 내에서 what은 achieve의 목적어 역할
을 하고 있다.
⑤ to see는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구로 적절하게 쓰이고
있다.

Exercise 8

정답

④

소 재

살아 있는 나비와 나비 표본의 차이
해 석

살아 있는 나비는 전시를 위해 고정된 박물관 표본의 자세와는 다른
자세로 그것의 날개를 유지한다. 예를 들면, 하나의 분명한 차이는
살아 있는 그래스 스키퍼는 그것의 뒷날개를 평평하게 펼치지만 그
것의 앞날개를 부분적으로만 펴서, 완전히 평평하게 펼친 박물관 표
본과는 매우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다. 덜 자주 언급되는 차이는, 살
아 있는 스키퍼가 그것의 날개를 접은 채 앉아 있을 때 그것의 뒷날
개의 뒷부분을 아래쪽으로 접어 그 날개의 약 5분의 1을 감춘다는
점이다. 이리하여 뒷날개의 모양, 특히 너비와 대비한 길이는 들판에
서는 박물관 표본에서와 아주 달라 보일 수 있다. (몇몇 새와 나비를
포함하여 금속성 윤기가 있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것들의 흔치 않
은 화려함이 화학적 색상보다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게다가, 비
교적 생기 넘치는 개체는 보통 식별하는 데 쓸모 있는 독특한 윤기

구조분석

를 갖고 있지만, 그 나비의 몸에 난 몇몇 무늬와 특히 그것의 눈 색

6행 Watch [an engineer sketching a bridge], [an
athlete adjusting her run-up], [a teacher or an
executive polishing their PowerPoint presentations],
[a child learning to dive], [a cook tinkering with a
recipe], and you will see the power of this kind of
rehearsing, practicing, and drafting.
 [ ] 는 모두 지각동사인 Watch 에서 이어지며 「목적어
+ -ing ~」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깔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윤기는 노화될 때와 죽은 후에 없어

어휘 및 어구

trial and error 시행착오
competence 능숙함, 능력
proceed 착수하다, 진행하다, 나아가다
adjust 조절하다, 조정하다
figure out ~을 알아내다[이해하다]
surefire 확실한, 틀림없는
athlete 육상 경기 선수, 운동선수
run-up 도움닫기

진다.
문제해설

이 글은 살아 있는 나비와 박물관 나비 표본의 차이에 관한 내
용인데, ④는 동물의 금속성 윤기의 원인에 관한 내용이므로
글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다.
구조분석

2행 For example, an obvious difference is [that
live grass-skippers spread their hindwings flat but
open their forewings only partially, {appearing
very different from completely flat-spread museum
specimens}].
 [ ]는 주격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 }는 현재분사
형 appearing으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으로 and they appear
~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어휘 및 어구

executive 경영 간부

position 자세, 상태, 위치

polish 다듬다, 광을 내다

mounted (전시·연구·사용을 위해) 고정된, 받침을 댄

rehearse 리허설하다, 예행연습을 하다

obvious 분명한, 확실한

draft 초안을 작성하다[쓰다]

grass-skipper 그래스 스키퍼(팔랑나빗과의 일종)

refine 개선하다, 정제하다

hindwing (곤충의) 뒷날개

Word Search
정답

66

1. proceed 2. competence 3. polish

flat 평평하게; 평평한
forewing (곤충의) 앞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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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독해연습

trailing edge (날개·프로펠러의) 뒷부분

구조분석

versus ~와 대비한[대비하여]

(C)3행 Others [underestimate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s {a means of getting on in society}] and
[do not put effort into {motivating their children to do
well in school}].
 두 개의 [ ]는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다. 첫 번째 { }는 as
의 목적어이다. 두 번째 { }는 into의 목적어인데 전치사 뒤
에 동명사형인 motivating이 뒤따르고 있다.

relatively 비교적, 상대적으로
distinctive 독특한, 뚜렷한 구별이 되는
identification 식별, 신원 확인
aging 노화
marking 무늬, 반점, 표시
Word Search

1. mounted 2. obvious 3. relatively

틀리기 쉬운 유형편

정답

어휘 및 어구

in terms of ~의 관점에서
parenting 육아
restrict 제한하다, 한정하다

Exercise 9

정답

②

소 재

육아의 제약 사항
해 석

육아의 관점에서, 한정된 자금은 가령 가장 좋은 사립학교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최신 게임 콘솔을 원하는 아이의 요구를 충족시
키는 것과 같은 부모의 능력을 제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제약이
전적으로 금전적인 특성만을 띨 필요는 없다. (B) 많은 부모들에게
가장 중대한 제약은 시간과 능력이다. 어떤 부모들은 오랜 시간 일
해야 해서 자기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줄이게 된다. (A) 몇
몇 사례에서 시간 제약은 극단적일 수 있는데, 어떤 부모들은 일을
찾아서 가족이 없이 이주하여 수년 동안 자기 아이들과의 이별을 감
내한다. 부모의 지식과 능력의 제약도 똑같이 중요하다. (C) 어떤 부
모들은 자기 아이들을 돌볼 시간과 재원은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아

constraint 제약
exclusively 전적으로, 오로지, 배타적으로
nature 특성, 본성
instance 사례, 경우
migrate 이주하다, 이동하다
in pursuit of ~을 찾아서[추구하여]
endure 감내하다, 참다
capability 능력
resource 재원(財源), 자원
diet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식이요법을 위한) 규정식
nutritional 영양의
property 특성, 재산
get on 성공하다
Word Search
정답

1. parenting 2. constraint 3. property

이들에게 적절한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는데, 여러 종류 음식의 영양
특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부모들은 사회에서 성공하는 수
단으로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여 자기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문제해설

주어진 문장에서는 육아의 제약 사항은 부모의 자금만이 아니
라고 언급한다. (B)에서는 시간과 능력을 제약 사항으로 덧붙
이면서, 일하느라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줄인다고 시간 제약
을 설명한다. (A)에서는 시간 제약의 극단적 사례를 든 후, 부
모의 지식과 능력의 제약도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C)에서는
부모가 지식의 한계로 적절한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교
육 중요성의 과소평가로 학교 공부 동기 강화를 소홀히 한다
며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순서로
② ‘(B)–(A)–(C)’가 가장 적절하다.

Exercise 10

정답

③

소 재

대공황 시기의 절망과 박탈
해 석

오늘날의 관점에서 대공황의 깊이와 그것이 온갖 계층과 사회적 여
건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으켰던 절망과 박탈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
다. 완전한 산업들이 사라졌고 실업자군은 생각할 수 없는 수준으로
팽창했으며, 가족들은 평생 저축한 돈을 잃었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
도 없었다. 주택과 농장은 수천씩 압류되었다. 무료 급식소들은 배
고픈 사람들에게 충분한 음식을 제공할 수 없었고, 은행들은 빠르게
잇달아 파산했으며, 아이들은 등교를 중지했다. 가족 전체가 이민 가

08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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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는 것에 대해 생각했지만, 결국 대공황이 전 세계적 현상이고 구세

soup kitchen 무료 급식소

계에 남아 있던 친척들이 자신들이 그런 만큼 매우 고통받고 있다는

in succession 잇달아, 연속하여

것을 알게 될 뿐이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는데, 아르헨티나나 호주와

emigrate 이민 가다

같은 먼 곳에 갔던 삼촌들과 사촌들은 훨씬 더 열악한 여건에 처해

phenomenon 현상

있었다. 일자리도 없고 구호도 없고 갈 곳도 없었다.

relative 친척, 인척

문제해설

(A) it created ~ conditions는 it 앞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that이나 which가 생략되어 쓰인 관계절로 the desperation
and deprivation을 수식한다. which created는 created의 대
상인 which를 주어로 하고 있고 타동사 created의 목적어가
없어서 어법상 적절하지 않다.
(B) 「stop + -ing」는 ‘~하던 것을 중지하다’이고 「stop + to +
동사원형」은 ‘~하기 위해 (하던 것을) 멈추다’이다. stopped
going(등교를 중지했다)은 문맥상 적절한 의미를 형성한다.
(C) 비교 구문에서 were suffering much의 were만 남기고
있는데 were는 ‘그랬다’로 해석한다. had는 had stayed behind
in the old world를 대표할 수 있지만 문맥상 어색한 의미를
형성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relief 구호, 구호품, 재정 지원
Word Search
정답

1. relative 2. perspective 3. relief

Exercise 11~12

정답

11. ③ 12. ④

소 재

지능지수가 설명하는 것
해 석

지능은 ‘상대적인,’ 즉 규준과 연관된 구성 개념이다. 지능의 평가
에 대한 Alfred Binet의 중대한 공헌 중의 하나는 우리가, 특히 인
지 발달이 급속도로 일어나는 아동기 동안에, 지능을 참조 집단(가

구조분석

령, 모든 6세 어린이)과 ‘비교한’ 개인의 수행으로서 가장 잘 지수화

5행 Soup kitchens could not serve enough meals to
[those {going hungry}], banks collapsed in rapid
succession, and children stopped going to school.
 [ ]는 to의 목적어인데, 분사구인 { }가 those(사람들)를
수식하고 있다. 「go +형용사」 구문(~한 상태이다, ~한 상태로
되다)인 going hungry의 의미는 ‘배고픈 (상태인)’이다.
7행 Complete families thought about emigrating, only
to find out [that the Depression was a worldwide
phenomenon] and [that relatives {who had stayed
behind in the old world} were suffering as much as
they were].
 「only + to부정사」는 ‘결국 ~할 뿐’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두 개의 [ ]는 모두 find out의 목적어이다. { }는 관계절로
relatives를 수식하고 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도입한 것이었다. 개인의 지능을 참조 집단이
나 규준 집단을 참조함으로써 수량화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은 거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접근법의 주요한 이점은 개인의 지능
은 (가령, 더 큰 참조 집단의 능력 내에 있는 핵심 지식과 기술의 견
지에서) 규준 집단이 어느 한 십 년에서 그다음 십 년으로 달라질 수
있더라도 같은 의미를 갖는 방식으로 지수화된다는 것이다. 이 접근
법의 주요한 약점은 그것은 여러 규준 집단에 ‘걸치는’ 비교를 다소
문제가 되도록 만든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 18세 사람들의
대규모 표본이 1930년 18세 사람들의 대규모 표본보다 더 또는 덜
‘지능이 높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틀림없이 합리적이다(→ 터무니
없다). 오늘날의 평균적인 18세 사람은 수학, 과학, 예술과 문학 등
의 영역에서 1930년의 18세 사람과는 매우 다른 지식과 기술을 갖
고 있다. 1930년에 18세 사람들을 위해 고안된 지능 검사는 오늘
날 시행되면 매우 다른 수행 규준들을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겠지만,

perspective 관점

그 당시의 테스트에 근거한 1930년에 18세인 사람들의 지능지수
점수는 현재의 테스트에 근거한 오늘날에 18세인 사람의 지능지수

the Great Depression (1929년 미국에서 비롯한) 대공황

점수와 동일하게 규준과 연관된 의미를 갖는다. 지능지수 점수는 단

desperation 절망, 자포자기, 필사적임

지 규준 표본의 다른 구성원들과 관련한 개인의 위치를 우리에게 말

deprivation 박탈

해줄 뿐이다.

어휘 및 어구

walk of life (다양한) 계층, 직업, (사회적) 지위
the ranks 구성원들, 회원들, 군대
swell 팽창하다, 증가하다, 부어오르다
turn to ~에 의지하다

68

문제해설

11 지능은 검사 시행 시의 규준과 연관된 상대적인 개념이므
로, 시대가 달라져도 어떤 개인이 속한 집단의 규준과 연관된
상대적 위치를 나타낼 수 있지만, 여러 규준 집단에 걸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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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분석

6행 The principal advantage to this approach is [that
an individual’s intelligence is indexed in a way {that it
has the same meaning}, even though norming groups
may change from one decade to the next (e.g., in terms
of the core knowledge and skills {that are within the
capabilities of the larger reference group})].
 [ ]는 주격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첫 번째 { }는
a way를 수식하는 관계절인데, 그 내부의 that은 관계부사이
다. 두 번째 { }는 the core knowledge and skills를 수식
하는 관계절인데, 그 내부의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어휘 및 어구

intelligence 지능, 정보, 기밀
normative 규준과 연관된, 표준적인
construct 구성 개념, (마음속으로 구성한) 생각
contribution 공헌, 기여
assessment 평가
index 지수화하다, 색인을 달다

09
		

1⑤
7③
13 ③

Week

5
본문 102~113쪽

2⑤
8③
14 ⑤

3⑤
9④

4②
10 ①

Exercise 1

5④
11 ④

6⑤
12 ④

정답

⑤

소 재

칼로리 섭취량이 신체에 끼치는 영향
해 석

과학자들은 단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과 칼로리의 양을 줄임으로
써 노화와 그것에 동반되는 모든 못된 것들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
다는 것을 언젠가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하기를 바란다. 알츠하이머
병을 예방하는 데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라. 연구들은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이 체중이
나 체질량 지수(BMI)보다 칼로리 섭취량과 더 밀접히 연관되어 있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체중이 늘어나지 않게 해주는 높은 신
진대사율을 갖는 복을 받은 정크 푸드 중독자에게 기억력 문제가 생
길 위험이 여전히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칼로리 제한이
몸과 마음에 어떻게 이로운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하는 논리를 생각
해 보면, 이 말은 정말 일리가 있다. 우리의 식단에서 생성되는 노화
를 가속하는 활성산소의 양은 우리의 몸무게가 아니라 우리가 섭취
하는 칼로리의 양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는
높은 신진대사율을 지닌 사람이 더 느린 신진대사율을 지닌 사람보
다 실제로는 더 많은 유해한 형태의 산소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문제해설

cognitive 인지의, 인식의

(A) 칼로리 섭취량이 많을수록 노화를 가속하는 활성산소의

reference group 참조 집단

양이 많아진다고 하였으므로 섭취하는 음식과 칼로리 양을 줄
이면 노화와 그에 동반되는 것들을 늦출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postponed(연기되는)를 써야 하며, advanced는 ‘앞당겨진’
이라는 뜻이다.
(B)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의 양이 섭취하는 칼로리의 양
과 관련이 있으므로, 칼로리 제한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beneficial(이로운)을 써야 한다. harmful은 ‘해
로운’이라는 뜻이다.
(C) 칼로리를 더 많이 섭취하며 신진대사율이 높은 사람이 신
진대사율이 낮은 사람보다 유해한 활성산소를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more(더 많은)를 써야 한다. less는 ‘더 적은’이
라는 뜻이다.

refer to ~을 참조하다, 문의하다, 언급하다
principal 주요한
core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capability 능력, 역량
arguably 거의 틀림없이, 논증할 수 있지만
yield 산출하다, 생산하다
administer 시행하다, 운영하다
current 현재의, 최신의; 흐름
with respect to ~와 관련한
Word Search
정답

1. current 2. yield 3. cogn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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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기 쉬운 유형편

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③ ‘지능지수 점수가 나타내고 나타내지 않는 것’이다.
① 뇌는 어떻게 발달하는가?
② 여러분의 지능을 향상하는 방법
④ 지능: 양육보다는 천성인가?
⑤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의 차이
12 바로 앞에서 이 접근법으로는 여러 규준 집단에 걸치는 비
교는 문제가 된다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1930년과 오늘날의 18
세 사람들 사이의 지능 비교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d)의 reasonable(합리적인)을 nonsensical(터무니없
는)과 같은 어휘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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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구조분석

앙 계획 위원회가 결정을 내려야 할까? 때로는 이렇게 매우 중앙집

1행 Scientists hope to someday establish beyond a
doubt [that aging and all the nefarious things {that
go with it} can be indefinitely postponed {simply
by reducing the amount of food and calories we
consume}].
 [ ]는 establish의 목적어인 명사절이다. 첫 번째 { }
는 all the nefarious thing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it은
aging을 가리킨다. 두 번째 { }에서 「simply by -ing」는 ‘단
지 ~함으로써’라는 뜻으로 쓰였다.

권화된 경제 체계를 계획 경제라고 부른다. 이런 유형의 체제 아래
중앙 계획 기관과 관련된 정부 관리나 위원회가 결정한다. 바로 그
같은 집단이 학교 건물, 냉장고, 신발 등의 수와 크기를 결정한다. 미
국, 유럽의 많은 곳 그리고 점점 더 많이 아시아와 타지역을 포함해
서 다른 나라들은 주로, 문자 그대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백 만
명의 개별적인 생산자와 소비자가 무슨 제품이, 얼마나 많이 생산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채택했
다. 그런 분권화된 의사 결정 과정을 이용하는 나라는 흔히 시장 경
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어휘 및 어구

문제해설

establish 입증하다, 밝히다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 중앙집권화된 경제 체계, 즉 계
획 경제에 대한 설명에서 시장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내용이
바뀌기 시작하는 자리인 ⑤에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의해 생산이 결정된다는 내용인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
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beyond a doubt 의심의 여지없이
indefinitely 무기한으로
postpone 연기하다
prevention 예방
Alzheimer’s disease 알츠하이머병, 노인성 치매
maintain 유지하다

구조분석

risk 위험
be linked to ~와 연관되다
intake 섭취량, 섭취
body mass index (BMI) 체질량 지수(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누
어 비만도를 가늠하는 지수)

junk food junkie 정크 푸드 중독자(건강에 좋지 못한 인스턴트 음식
이나 패스트푸드에 중독된 사람)

9행 Under this type of regime, decisions about [how
many tractors or automobiles to produce] are largely
determined by a government official or committee
[associated with the central planning organization].
 첫 번째 [ ]는 about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두 번째 [ ]
는 a government official or committee를 수식한다.
어휘 및 어구

metabolic rate 신진대사율

adopt 채택하다

restriction 제한

participatory 참여적인

exert (영향을) 주다, 미치다

literally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age-accelerating 노화를 가속하는

organize 조직하다

generate 생성하다, 만들어 내다

dispute 논쟁

Word Search
정답

서는 몇 대의 트랙터나 자동차를 생산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을 주로

inflame 자극하다

1. prevention 2. intake 3. restriction

board 위원회
centralized 중앙집권화된

Exercise 2

refer to ~ as ... ~을 …라고 부르다[언급하다]
정답

⑤

소 재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
해 석

경제 체제는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조직된다. 이 질문에 대답하는 최선의 방법에 관한 논쟁
은 수 세기 동안 격렬한 감정을 자극했다. 북한과 쿠바에서처럼 중

70

command economy 계획 경제
regime 체제, 제도
determine 결정하다
official 관리
committee 위원회
Word Search
정답

1. dispute 2. official 3. deter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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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3

정답

⑤

소 재

지표면의 경도가 달리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해 석

the shock을 수식한다. 두 번째 [ ]는 as가 이끄는 시간 부
사절이다.
어휘 및 어구

challenge 이의를 제기하다
conventional wisdom 사회적[일반적] 통념
ground-reaction forces (GRFs) 지면 반발력

용하는 지면 반발력과 발이 지면에 부딪히고 난 후에 다리 위로 몸

transmit 전달하다

을 통해 전달되는 충격은 달리는 사람이 매우 말랑말랑한 지표면에

impact 부딪힘, 충돌, 충격

서 매우 단단한 지표면으로 옮겨갔을 때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extremely 매우

을 알아냈다. 결과적으로 연구자들은 점차 달리는 사람은 자신이 달

surface 지표면

리고 있는 지표면의 경도나 경직도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바탕으로

gradually 점차, 서서히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다리의 경직도를 잠재의식적으로 조정할 수 있

subconsciously 잠재의식적으로

다고 믿기 시작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달리는 사람은 매우 단단한

adjust 조정하다

지표면에서 달리고 있을 때는 충격력을 흡수하는 푹신한 다리를 만

stiffness 경직도, 뻣뻣한 정도

들고 물렁한 지형에서 움직일 때는 단단한 다리를 만든다. 그 결과

perception 인식

다리를 통해 전해지는 충격력은 아주 다양한 지표면 유형에 걸쳐서

hardness 경도(硬度), 단단함

놀랄 만큼 비슷하다. 통념과는 반대로, 콘크리트 위를 달리는 것은

soak up ~을 흡수하다

푹신한 모래 위를 달리는 것보다 다리에 더 해롭지는 않다.

yielding 물렁한, 유연한

→ 달리는 사람은 지표면의 경도에 대응하여 자신의 다리의 경직도

strikingly 놀랄 만큼

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달리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충격력의 수준

a range of 아주 다양한

은 거의 일정하다.

contrary to ~와 반대로

문제해설

달리는 사람은 지표면이 단단하면 충격력을 흡수하는 푹신한
다리를 만들고 지표면이 물렁하면 단단한 다리를 만든다고 했
으므로 요약문의 (A)에는 ‘조절하다’가 가장 적절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리에 전달되는 충격력은 비슷하다고 했으므로 요
약문의 (B)에는 ‘일정한’이 가장 적절하다.
① 측정하다–적정한
② 측정하다–측정 가능한
③ 최대화하다–불충분한
④ 조절하다–상당한
구조분석

1행 Research with human runners challenged
conventional wisdom and found that [the groundreaction forces (GRFs) at the foot and the shock
{transmitted up the leg and through the body after
impact with the ground}] varied little [as runners
moved from extremely compliant to extremely hard
running surfaces].
 challenged와 found는 둘 다 주어인 Research with
human runners에 이어지는 술어동사이다. foun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that절에서 첫 번째 [ ]는 주어 역할을 하고 { }는

틀리기 쉬운 유형편

달리는 사람에 관한 연구는 사회적 통념에 이의를 제기하고 발에 작

damaging 해로운
Word Search
정답

1. transmit 2. impact 3. adjust

Exercise 4

정답

②

소 재

새로운 실수 저지르기
해 석

MNM 원리, 즉 새로운 실수를 저지르라는 원리는 실수가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인정한다. 물론, 오래된 같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것은 그다지 영리하지 못하다.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
기 위해 그것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러나 아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것 또한 그다지 영리하지 못하다. 아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
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모형이나 공식을 실행하기를 중단한다는(→
계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창의
09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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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성과 새로운 전략의 부족을 의미한다. 역으로, 새로운 실수를 저지르
는 것은 다른 활동과 방향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는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충분히 야심차게 행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핵심은 우리의
새로운 실수로부터 배워서 그것의 결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교사들이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한다면, 즉 적극
적으로 예상하고, 가설을 검증하며, 성찰하고, 분석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배운다는 것은 혼란스러운 것이고 실수를 저지를 때 편안하
게 느껴도 괜찮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문제해설

아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창의성과 새로운 전략의 부
족을 의미할 수 있고 익숙한 모형이나 공식을 계속 실행한다는
맥락이므로, ②의 cease(중단하다)를 continue(계속하다) 정
도의 단어로 고쳐 써야 한다.
구조분석

9행 [If we want our teachers to learn from their
experiences — to actively engage in anticipating,
hypothesis testing, reflecting, and analyzing] — they
need to know [that learning is messy] and [that it’s all
right to feel comfortable when they make a mistake].
 첫 번째 [ ]는 If가 이끄는 조건절이다. and로 연결된 두
번째와 세 번째 [ ]는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어휘 및 어구

philosophy 원리, 인생관, 철학
recognize 인정하다
over and over 반복적으로
execute 실행하다
formula (특정한 일을 이루기 위한) 공식[방식]
strategy 전략
conversely 역으로
direction 방향
attempt 시도하다
ambitious 야심찬
engage in ~을 하다, ~에 종사하다
anticipate 예상하다
hypothesis 가설
reflect 성찰하다
analyze 분석하다
messy 혼란스러운, 어질러진
Word Search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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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ormula 2. anticipate 3. hypothesis

Exercise 5~7

정답

5. ④ 6. ⑤ 7. ③

소 재

곰을 속인 농부
해 석

(A) 어느 아름다운 봄날 어떤 농부가 당근을 심으려고 자기 땅을 갈
고 있을 때 곰 한 마리가 곁을 어슬렁거렸다. 곰이 그를 막 붙잡으려
던 참이었으나 농부는 “저를 해치지 마세요, 곰님. 우리 함께 농사를
지으면 어떨까요? 우리 둘을 위해 제가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땅
‘위로’ 자라는 전부를 가지셔도 되고 저는 뿌리를 갖겠습니다.”라고
빌었다. “공평한 것 같네,”라고 곰이 말했다. “하지만 나를 속이려고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숲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
을 거야!”
(D) 농부가 심은 당근은 자라서 꽤 커졌다. 마침내 그것을 수확할 날
이 다가왔다. 당근을 전부 파냈을 때 농부는 곰에게 “이제 공평하게
나누시죠. 약속드렸듯이 윗부분을 전부 가져가시면 제가 뿌리를 갖
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곰은 자기가 집에 가져온 커다란 다발의 당
근 잎사귀에 아주 기뻤다. 그러나 그는 그것의 쓴맛에 기쁘지 않았
다. 그는 농부를 다시 찾아가 뿌리 중 하나의 맛을 보겠다고 요구했
다. 곰은 당근을 먹고는 “이건 달고 맛있군. 농부, 네가 나를 속였구
나. 다시는 숲에 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라고 말했다.
(B) “죄송합니다, 곰님. 속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뿌리를 전부 가지셔도 되고 저는 땅 위로 자란 것을 갖겠습니다. 그
래야만 공평해지지요.” 하지만 그다음 해에 농부는 당근을 심지 않
았다. 그 대신 그는 밀을 심었다. 그는 자신이 일을 전부 다 하고 있
었으니 거래의 가장 좋은 쪽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밀을 수확할
때가 되자 곰이 다시 나타났다. 농부는 곰에게 뿌리를 전부 준 다음
밀을 자기 마차에 실었다.
(C) 곰은 집에 와서 그 뿌리로 뭘 할지 생각해 낼 수가 없었다. 그는
몹시 화가 났다! 그는 농부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경고했다. “농부,
네가 얼마나 영리한지 입증했구나. 하지만 정말 영리하다면 이제부
터 내 숲에 얼씬거리지 마라!” 오늘날까지 농부는 숲에 들어갈 때 항
상 약간 불안하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곰은 자신을 속
인 데 대해 농부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해설

5 농부가 당근을 심으려 할 때 곁에서 위협하는 곰에게 농사
를 지어 땅 위로 자라는 것을 모두 주겠다고 말하는 내용의 (A)
다음에, 당근을 수확한 후 잎사귀를 가져갔던 곰이 불만을 말
하는 내용인 (D)가 오고, 농부가 곰에게 내년에는 뿌리를 전부
가져가라고 말하며 밀을 심어 그 뿌리를 곰에게 주고 자기가
밀을 가져갔다는 내용인 (B)가 온 다음, 다시 농부에게 속았다
는 것을 알고 곰이 농부를 찾아가 숲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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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는 내용인 (C)가 마지막에 와야 한다. 그러므로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D)–(B)–(C)’이다.
6 (e)는 곰을 가리키고 나머지는 전부 농부를 가리킨다.
7 밀의 뿌리를 가져 간 곰이 집에 와서 그걸로 뭘 할지 생각해
낼 수가 없어서 화가 났다고 했으므로 ③은 글에 관한 내용으
로 적절하지 않다.
구조분석

정답

③

소 재

사회적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특징
해 석

사회적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하는 적당한 양의 긍정적인 특징
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들은 유머 감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He figured [{since he was doing all the work},
he should get the best end of the deal].
 [ ]는 figured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 }는 since가 이

활동적이고 관대하며, 친절하고, 사리 분별이 있고, 진지하고, 재미있

끄는 이유의 부사절이다.

하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힘들고, 그들을 매우 불안하게 해서 이러

어휘 및 어구

한 자질들은 흔히 보이지 않게 숨겨진다. 불안은 그것들(긍정적인 특

plow (쟁기로) 갈다
plant 심다
wander 어슬렁거리다
grab 붙잡다
beg 빌다, 간청하다
trick 속이다
wheat 밀
figure 생각하다
deal 거래

고, 조용하거나 활기찰 수도 있어서, 마음이 편안할 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행동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마음을 편안하게

징들)을 표현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들을 보여주는 능력은 사용하
지 않았기 때문에 무디어졌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불안
해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신감과 함께 호감이 가는 자질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었을지도 모른다. 사회적 불안을 극복하는 것을 배
우는 것에서 오는 보상 중 하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전에 억눌려
졌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모습들을 표현할 수 있게 하며,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즐기게 해준다
는 것이다.
문제해설

harvest 수확하다

(A) 사회적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편안함을 느낄 때 다

load 싣다

른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하는 긍정적인 특징들을 보여주므로
spontaneously(자연스럽게)가 적절하다. deliberately는 ‘의
도적으로’의 뜻이다.
(B) 불안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특징들을 보여주는
능력을 무디어지게 했을지도 모르고 그 특징들을 표현하는 것
을 방해한다는 문맥으로 보아야 하므로 display(보여주다)가
적절하다. conceal은 ‘숨기다’의 뜻이다.
(C) 사회적 불안을 극복하는 것을 배우는 것에서 오는 보상 중
하나는 그것이 이전에 억눌려졌을지도 모르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들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는 앞의 내용과 등위절로 연결되
므로, allows(해준다)가 적절하다. forbid는 ‘금하다’의 뜻이다.

furious 몹시 화가 난
nervous 불안한
forgive 용서하다
dig up ~을 땅에서 파내다
divide 나누다
evenly 공평하게
bundle 다발
demand 요구하다
Word Search
정답

1. beg 2. trick 3. forgive

틀리기 쉬운 유형편

(B)3행

Exercise 8

구조분석

9행 [One of the rewards of learning to overcome social
anxiety] is [that it enables you to express aspects of
yourself {that may previously have been stifled},
and allows you to enjoy, rather than to fear, being
yourself].
 첫 번째 [ ]는 문장의 주어이고 두 번째 [ ]는 보어 역할
을 하는 명사절이다. enables ~와 allows ~가 and에 의해
09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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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고, { }는 aspects of yourself를 수식하는 관계절이
다. may have been stifled는 「may have +과거분사」 구문
(~이었을[했을]지도 모른다)이다.

지속된다. 전문가들은 외래 애완동물에게 적절한 보살핌을 제공하
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렵다고 주장한다.
문제해설

어휘 및 어구

fair share 적당한[타당한] 양

거래되는 외래 애완동물 자체가 가장 큰 위험을 감내한다는 주
어진 문장의 내용으로 보아, 앞에는 외래 애완동물로 인해 제
기되는 문제들을 언급한 내용이 있어야 하고, 뒤에는 거래되는
외래 애완동물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 사례가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가장 적절한 곳은 ④이다.

appreciate 가치를 인정하다, 감상하다
generous 관대한, 후한
serious 진지한, 중대한
amusing 재미있는, 즐거운
at ease 마음이 편안한

구조분석

in company 사람들이 있는 데서, 사람들 앞에서

12행 Experts argue [it is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provide adequate care for exotic pets}].
 [ ]는 argu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it은 형식
상의 주어이고 { }는 내용상의 주어이다. if not impossible
은 if it is not impossible에서 it is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quality 자질, 품질
interfere 방해하다
rusty 무디어진, 녹슨
likeable 호감이 가는
overcome 극복하다
aspect 모습, 면, 양상

어휘 및 어구

previously 이전에

arguably 거의 틀림없이, 주장하건대

be oneself 자연스럽게 행동하다

bear 감내하다, 받다

Word Search
정답

의 경우 80퍼센트로 높으며, 구매 후 첫해 이내에 유사한 폐사율이

exotic 외래의, 외국산의(종종 열대산을 말함)

1. generous 2. aspect 3. overcome

profoundly 크게, 심오하게
pose (문제 등을) 제기하다, 주장하다
infectious 감염되는, 감염성의
transmittable 옮겨질 수 있는, 감염성의

Exercise 9

정답

④

소 재

외래 동물 거래의 위험성
해 석

ecological 생태(학)의
significant 상당한, 중요한
coin (신어·신표현을) 만들어 내다
syndrome 증후군
illegally 불법적으로
release 풀어서 방치하다

외래 애완동물은 특히 그것들이 보유하고 있는 몇 가지 감염병이 인

invasive 급속히 퍼지는, 침습성의

간에게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제기한

established 확실히 자리를 잡은

다. 생태학적 위험도 상당하다. 외래 애완동물 거래로 인한 종의 손

the Everglades 에버글레이드 습지

실이 매우 극적일 수 있어서 전문가들은 이런 수출 지역 중 일부를

mortality 폐사, 사망

묘사하기 위해 ‘빈 숲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다. 수입하는

reptile 파충류

지역에서도 외래 애완동물이 탈출하거나 (그것들이) 태어나지 않은

wild-caught 야생에서 포획된

환경으로 불법적으로 풀려 방치될 수도 있으며, 그곳에서 그것들은

persist 지속되다, 고집하다

급속히 퍼지게 될 수 있다. 이것의 가장 유명한 사례는 현재 Florida
주 에버글레이드 습지에 확실히 자리를 잡은 버마 비단뱀의 번식 개
체군이다. 그러나 거래된 동물들 그 자체가 거의 틀림없이 외래 애

Word Search
정답

1. persist 2. coin 3. exotic

완동물 거래의 가장 큰 위험을 감내한다. 그 업계 내부의 구매 전 폐
사율은 파충류 및 일부 조류의 경우 70퍼센트, 또는 야생 포획 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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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10

정답

①

소 재

선택 편향으로 인한 ‘Chicago Tribune’의 대통령 선거 결과의
오판
해 석

거의 틀림없이 전대 미문의 가장 큰 선택 편향의 사례였던 것

it shows the danger and potential power — for a
stakeholder [wanting to influence hearts and minds
by encouraging others to hop on the bandwagon] — of
selection bias.
 첫 번째 [ ]는 문장의 주어이고 { }는 The selection
bia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 ]는 a stakeholder
를 수식한다.
어휘 및 어구

all-time 전대 미문의, 시대를 초월한

Harry Truman이 그의 상대를 완파했다. 그 당시 모든 주요 정치
여론조사는 Thomas Dewey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이라고 예
측했었다. ‘Chicago Tribune’은 선거 결과가 들어오기 전에 편집

headline (신문 기사 따위의) 제1면의 큰 표제

을 마감했는데, 왜냐하면 그 편집자들은 여론조사가 정확할 것이
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통계 전문가들은 두 가지 이유로 틀렸

selection bias 선택 편향
opponent 상대, 대항자
poll 여론조사; 여론조사를 하다
go to press 편집을 마감하다

다. 첫째, 그들은 선거에 훨씬 앞서 여론조사 하는 것을 중단했고,

editor 편집자

Truman은 선거 전 마지막 며칠 간 사람들에게 열기를 북돋우는 데
특히 성공했다. 둘째, 실시된 전화 여론조사는 Dewey를 지지하는

in advance of ~에 앞서

statistician 통계 전문가, 통계학자

경향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1948년에 전화기는 전반적으로 더 부유

energize 열기[활기]를 북돋우다

한 가정에 한정되어 있었고, Dewey는 엘리트 유권자들 사이에서
주로 인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불명예스러운 ‘Chicago Tribune’

favor 지지하다, 편애하다

의 제1면 큰 표제를 초래한 선택 편향은 우발적이었지만, 그것은 다
른 사람들을 시류에 편승하도록 조장함으로써 마음과 정신에 영향
을 미치기를 원하는 이해관계자에게는 선택 편향의 위험과 잠재적

틀리기 쉬운 유형편

은 ‘Dewey 가 Truman 을 물리치다’라는 당황스러운 1948 년
‘Chicago Tribune’의 제1면 큰 표제의 결과를 낳았다. 실제로는,

conduct 실시하다, 처리하다
infamous 불명예스러운, 수치스러운, 악명 높은
accidental 우발적인, 우연의
stakeholder 이해관계자

힘을 보여준다.

hop on the bandwagon 시류에 편승하다

→ 선택 편향의 좋은 예로서, 1948 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Chicago Tribune’은 정치 여론조사의 조기 마감과 대표적이지

정답

Word Search

1. conduct 2. opponent 3. favor

않은 전화 여론조사의 자료 때문에 그 결과를 부정확하게 예측했다.
문제해설

1948년에 ‘Chicago Tribune’은 Thomas Dewey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틀렸고, 예측 실패의 첫
째 이유로는 정치 여론조사를 조기에 마감했으며, 둘째 이유
로는 전화기를 보유한 부유한 가정, 즉 대표적이지 않은 집단
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요
약문의 빈칸 (A)에는 ‘마감(closure)’이, (B)에는 ‘대표적인
(representative)’이 가장 적절하다.
① 마감–예상된
③ 요청–대표적인
④ 공개–예상된
⑤ 공개–공유된

Exercise 11

정답

④

소 재

신문에서의 지도 제작 방식
해 석

기자들에게 지도 제작자로서 능력을 부여할 데스크톱 컴퓨터 지도
작성 소프트웨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뉴스 발행인들은 지도를 사
진 및 다른 이미지같이, 즉 뉴스 편집실 밖의 미술 부서에서 일하는

구조분석

전문가들에 의해 개발된 삽화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다. 일부 신문사

10행 [The selection bias {that resulted in the infamous
Chicago Tribune headline}] was accidental, but

에는 지도와 기타 정보그래픽을 책임지는 별개의 그래픽 부서나, 뉴
스데스크와 미술부 사이에서 조정하는 ‘그래픽 편집자’가 있다. 다른
09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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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곳에서는 삽화와 미술의 통합이 비공식적인 제휴에 의존하는데, 미
술 책임자를 매일 있는 편집 회의에 초대하는 것은 흔히 있는 양해
사항이다. 기자들과 편집자들은 그래픽 디자인과 지도 제작을 거의
훈련받지 않기 때문에, 이 분업은 줄어들(→ 지속될) 것 같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탐사 보도에 전념하는 일부 신문사들은 지리 정보 시
스템을 손에 넣어 범죄, 선거 혹은 환경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이 소
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나온 지도는 기자, 편집자,
그리고 그래픽 전문가들을 포함한 팀 노력인 경우가 흔하다.
문제해설

기자들과 편집자들은 그래픽 디자인과 지도 제작에 거의 훈련
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업이 지속될 것이라고 해야 문맥
에 맞는다. 따라서 ④ ‘decline(줄어들다)’을 ‘persist(지속되
다)’와 같은 어휘로 바꿔야 한다.
구조분석

1행 Despite advances in desktop mapping software,
[which would empower reporters as mapmakers],
news publishers tend to treat maps like photographs
and other images — as illustrations [developed by
specialists {working in an art department outside the
news room}].
 첫 번째 [ ]는 advances in desktop mapping software
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 ]는 illustrations를 수식
하는 분사구이며, { }는 specialists를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어휘 및 어구

desktop 데스크톱의, 탁상용의
empower 능력[권한]을 부여하다
mapmaker 지도 제작자
illustration 삽화, 도해
information graphics 정보그래픽(인포그래픽)
mediate 조정하다, 중재하다
elsewhere (어딘가) 다른 곳에서
integration 통합
alliance 제휴, 연합, 동맹
even so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committed 전념하는
investigative reporting 탐사 보도, 독자적 조사[추적] 보도
acquire 손에 넣다, 획득하다
geographic 지리(학)의, 지리적인
Word Search
정답

1. mediate 2. alliance 3. committed

Exercise 12~14

정답

12. ④ 13. ③ 14. ⑤

소 재

Cochran의 3,200m 경주 판정
해 석

(A) 2008 워싱턴주 Class 4A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에서 Nicole
Cochran은 3,200m 경주를 막 끝마쳤다. 그 전년도 우승자는 자신
이 우승했다고 생각했다. 아무튼 Bellarmine 사립 고등학교의 졸
업반 학생이었던 Cochran이 3초가 넘는 차이로 1등으로 결승선
에 들어온 것 같았다. 그러나 그때 그녀의 코치가 심판 텐트로 불려
갔다. 심판들은 Cochran이 곡선 주로를 달릴 때 한 번은 자신의 레
인 밖으로 발을 디딘 적이 있다고 말했다. Cochran은 자신이 그러
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판정은 최종적이었다. 그녀는 실격될 것
이었다.
(D) 나머지 주자들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 심판이 실수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선수권은 차점자인 Shadle Park 고등학
교의 Andrea Nelson에게 수여되었다. Nelson은 그것에 관해 기
쁘지 않았다. 사실, 그녀는 속이 상했다. 그녀는 Cochran의 레인
바로 옆 레인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고, Cochran이 정정당당하
게 경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주 선수권 대회
에서 우승하고 싶지 않았어요.”라고 Nelson이 말했다. “그것은 공
정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그것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을 완전히 압도했어요.” 그래서 여덟 명의 최고 완주자들이 자
기 메달을 받기 위해 시상대에 자리를 잡았을 때, Nelson은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시상대를 걸어 내려가 Cochran에게로 걸어가서는
1위 메달을 그녀의 목에 걸어 주었다. “너의 메달이야.”라고 그녀는
말했다.
(B) Cochran은 그 행위에 감동했다. 그녀는 무척 놀랐다. 나머지
주자들도 고무되었다. 2위로 마친 주자는 자신의 메달을 Nelson에
게 주었다. 그러고 나서 3위로 마친 주자가 자신의 메달을 2위 주자
에게 주었고, 끝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마지막으로 Monroe 고등
학교의 Lyndy Davis라는 이름의 소녀가 자신의 8위 메달을 내주
었다. 그것은 그녀가 아예 메달을 받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
했다. “그것에 저는 오싹한 느낌이 들었어요.”라고 Cochran은 말
했다. “그것은 장거리 주자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존중감을 갖
고 있는지를 보여주지요.”
(C) Cochran은 800m 경주를 포함하여 두 개의 경기에 더 참가
했다. 그녀는 8위로 마쳤다. 나중에 그녀는 Lyndy Davis를 찾아서
그녀에게 그 8위 메달을 주었다. “그녀가 했던 일 때문에, 저는 그녀
가 졸업 학년의 대회에서 메달 없이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
습니다.”라고 Cochran은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 대회 10일 뒤에,
심판들은 처음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결정했다. Cochran은 공식적
으로 3,200m 우승자로 거명되었다.

76

EBS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001~085 2020수특-영어독해정답-14.indd 76

2020-01-03 오후 2:35:50

영어독해연습

문제해설

formally 공식적으로
champ 우승자, 챔피언
title (스포츠에서) 선수권, 타이틀
crush 압도하다, 밟아 으깨다
Word Search
정답

1. ruling 2. senior 3. chill
틀리기 쉬운 유형편

12 (A)에서는 심판들이 Cochran을 실격 처리하였다, (D)에
서는 그 판정이 부당하다고 느낀 차점자인 Nelson이 1위 메달
을 Cochran에게 걸어주었다. (B)에서는 다른 메달 수상자들
이 이어서 자기 메달을 바로 앞 순위에게 넘겨주었고, (C)에서
는 메달을 넘겨주어 결국 아무 메달도 갖지 못한 3,200m 경
주의 8위 메달 수상자에게 Cochran이 다른 경주에서 8위 메
달을 받아서 건네주었다. 그러므로 (A)에 이어질 순서로 ④
‘(D)–(B)–(C)’가 가장 적절하다.
13 (c) 는 Lyndy Davis 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Nicole
Cochran을 가리키므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

meet (운동) 대회, 경기

은 ③이다.

14 (D)에는 잘못된 판정으로 우승한 Nelson도 그 판정에 대
해 속상했는데, Cochran이 정정당당하게 경주한 것을 알고 있
었고, Cochran이 1위 메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실제
로 1위 메달을 Cochran에게 걸어 주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
러므로 Nelson이 Cochran의 우승에 속상해했다는 ⑤가 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구조분석

(C)2행 “After [what she had done], I didn’t want her
to go home from the meet in her senior year without a
medal,” said Cochran.
 [ ]는 After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After는 ‘~ 때
문에’의 의미로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이다. 과거인 didn’t
want보다 이전의 일을 표현하기 위해 과거완료 표현인 had
done이 쓰이고 있다.
어휘 및 어구

track and field 육상 경기
championship 선수권 대회, 선수권
defending champion 전년도 우승자
senior 졸업반 학생, 상급생, 성인
prep (미국에서 특히 일류 대학 진학을 위한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


(preparatory school)

official 심판, 공무원
ruling 판정, 판결, 결정
disqualified 실격된, 자격을 잃은
inspire 고무하다, 고취하다, 영감을 주다
down the line 끝까지, 완전히
chill 오싹한 느낌, 냉기
distance runner 장거리 주자
compete (시합에) 참가하다, 겨루다, 경쟁하다
event (스포츠 대회 중의 하나의) 경기[종목], 행사, 사건
09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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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10

Week

5

어휘 및 어구
본문 114~125쪽

punctuation 구두점
prejudice 편견을 갖게 하다

		

1②
7⑤
13 ⑤

2⑤
8④
14 ③

3①
9②

4②
10 ④

5①
11 ①

6③
12 ②

unfair 부당한
split 분리하다, 나누다
composition 작문
crime 끔찍한 일

Exercise 1

position paper 의견서, 성명서
정답

②

소 재

글쓰기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편견
해 석

convince 납득시키다
council 의회
security personnel 보안 요원
introduction 도입부, 머리말
threat 위협

글쓰기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단어 선택이나 구두점과 관련한

recollection 회상, 기억

가장 사소한 선택조차 부당해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청중이 여러분

offend 불쾌하게 하다

에 대해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정사를 분리

notion 생각, 개념

하는 것을 허용하는(→ 금지하는) 옛날 문법 규칙을 다시 보라. 학생

competence 능력

들에게 (지금 바로 이 문장에서 행해진) 부정사를 분리하지 말라고
수십 년 동안 말한 후에, 지금 대부분의 작문 전문가들은 분리된 부

Word Search
정답

1. prejudice 2. split 3. notion

정사가 문법적으로 끔찍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 여러분이
시의회에 도서관을 위한 보안 요원을 고용할 필요를 납득시키려고
하는 의견서를 작성했고, 여러분이 납득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
시의회 의원 중 절반이 자신들의 8학년 문법 교사가 부정사를 분리
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 내용을 기억한다고 하자. 여러분이 도입부에
서, 공공기물 파손의 위협 때문에 도서관 사서는 희귀 서적 자료실
에 방문객과 ‘항상 동행해야’ 한다고 할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지금은 규칙이 아닌 것을 그들이 자동으로 떠올린 것 때문에 여러분
이 그들의 관심을 얼마나 많이 갑작스럽게 잃었는가? 다른 말로 하

Exercise 2

정답

⑤

소 재

게임 속의 실패
해 석

면, 올바르게 글을 쓰면서도 여러분의 언어 능력에 대한 독자의 생

우리는 평소에 노력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게임은 완

각에 불쾌감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전히 다른 것으로서, 실패해도 괜찮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전혀 불쾌

문제해설

글의 내용상 부정사를 분리하는 것은 지금은 꼭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과거에는 금지되었던 문법이므로 ②의 allowing(허용
하는)을 forbidding(금지하는)과 같은 어휘로 바꾸어야 한다.

하지도 않은 안전한 영역이다. ‘단지 게임일 뿐이야’라는 문구는 이
것이 사실일 것이라는 암시를 준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게임에서
일어나는 일이 게임 밖의 일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실제로 생각
한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목표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대개
우정을 끝낼 수도 있는 적대적인 행동이지만, 우리는 친선 게임을

구조분석

할 때 다른 플레이어들이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보통 방해한

1행 One of the great risks of writing is [that even the
simplest of choices regarding wording or punctuation
can sometimes prejudice your audience against you in
ways {that may seem unfair}].
 [ ]는 보어 역할을 한다. regarding은 ‘~와 관련한’이라는
뜻이다. { }는 ways를 수식한다.

다. 이런 관점에서, 게임은 보통의 세상과는 다른 어떤 것이며, 실패
가 전혀 괴롭지 않은 구조이다. 하지만 이것이 온전히 진실인 것은
분명히 아닌데, 우리는 실패할 때 자주 속상하고, 게임을 할 때 실패
를 피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들이고, 우리의 기발한 게임 속 계획
을 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를 보이기도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게임 속 실패가 해가 없고 중립적이라고 자주 주장하
지만, 우리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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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적대적이거나 불쾌하고 우리에게 같은 식으로 답변하기를

문제해설

부추기는 편지와 이메일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낼 수 있다. 가끔 우
리는 그렇게 해야 할지도 모른다. 여러분이 다음 메시지를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 ‘당신이 누구의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까? 내 일이요, 당신 일이요?’ 아마도 여러분은 그것을 보낸 사람을
세게 치고 싶은 기분이 들지도 모른다. 우리를 교양 있는 예의의 한
계를 넘어서게 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문제는 그들
에게 어떻게 답장을 하느냐이다. 이런 경우에 아마 가장 좋은 것은
전혀 답장하지 않는 것이다. 글쓴이는 여러분이 말했거나 제안했을
지도 모르는 사안에 대해 분명히 속상하고 화가 나 있으며, 아마 불

구조분석

7행 [To prevent other people from achieving their
goals] is usually hostile behavior [that may end
friendships], but we regularly prevent other players
from achieving their goals when playing friendly
games.
 첫 번째 [ ]는 주어 역할을 한다. 두 번째 [ ]는 hostile
behavior를 수식한다. ‘~가 …하는 것을 방해하다’의 의미를
전달하는 「prevent ~ from -ing」 구문이 사용되었다.

안할 수도 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것과 같은 동요하게 만드는 메
시지를 받으면, 즉시 답장을 하지 마라. 여러분이 아무리 정당하게
느끼거나 화가 났을지라도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
하는 능력을 이길 것이며, 충분히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이 먼저 공
격한 사람으로 보이는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른다.
→ 여러분이 무례한 편지나 이메일 메시지를 받을 때, 여러분이 취
할 수 있는 최상의 방책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다.
문제해설

적대적이거나 불쾌한 메시지를 받으면 즉시 답장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며 전혀 답장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는 내용
의 글이므로, 요약문의 빈칸 (A)에는 ‘무례한(disrespectful)’
이, (B)에는 ‘무시하다(ignore)’가 가장 적절하다.
② 무심한 - 비판하다
③ 이해할 수 없는 - 고치다
④ 동기를 부여하는 - 긍정하다
⑤ 사무적인 - 피하다

어휘 및 어구

considerable 상당한
avoid 피하다
endeavor 노력
hostile 적대적인
friendly 친선의
frame 구조, 틀
distressing 괴로운
harmless 해가 없는

구조분석

neutral 중립적인

9행 No matter how justified or outraged you feel,
your emotions will get the better of your ability [to
express your thoughts] and, ironically enough, you
may end up appearing the aggressor.
 「No matter how +형용사/부사+주어+동사」의 구조는
‘아무리 ~하더라도’의 의미를 표현한다. [ ]는 your ability
를 수식한다.

repeatedly 반복해서, 자꾸
accordingly 그에 따라
Word Search
정답

틀리기 쉬운 유형편

주어진 문장의 첫머리에 ‘하지만 이것이 온전히 진실인 것은 분
명히 아니다.(Yet this is clearly not the whole truth)’라고
하고, 주어진 문장의 뒷부분에서는 우리가 게임 속에서 실패할
때 속상하고 분노를 보이기도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
아, 게임은 실패가 전혀 괴롭지 않은 구조라는 내용의 뒤인 ⑤
의 위치에 주어진 문장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⑤의 뒤에 나오
는 ‘다른 말로 하면(In other words)’에 이어지는 내용이 주어
진 문장의 뒷부분과 일치한다는 것도 단서가 된다.

1. considerable 2. hostile 3. repeatedly

어휘 및 어구

Exercise 3

hostile 적대적인
정답

①

소 재

감정 섞인 메시지를 받았을 때의 대처법
해 석

감정은 가장 단순한 메시지에 쉽게 침범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nasty 불쾌한
tempt ~하도록 부추기다
in kind 같은 식으로, 동일한 것으로
civilized 교양 있는
resentful 화가 난, 분개하는
insecure 불안한
10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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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unsettling 동요하게 만드는

구조분석

justified 정당한

3행 As I grew up, my parents would repeat again and
again [that education was an investment {that would
always yield returns}].
 [ ]는 repeat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 }는 an investment
를 수식한다.

outraged 화가 난
get the better of ~을 이기다[능가하다]
aggressor 먼저 공격한 사람
Word Search
정답

1. tempt 2. resentful 3. unsettling

어휘 및 어구

obtain 얻다, 획득하다
present 제시하다
exceptionally 특히
admiration 경의, 찬탄
academic 학문적인
achievement 성취

Exercise 4

정답

②

소 재

미국 이민자로서의 대학 교육
해 석

우리 가족 안에서, 대학 학위를 얻는 일이 선택의 기회로 제시된 적
이 한 번도 없었다. 부모님께서는 늘 내 여자 형제와 내 마음속에 학
문적이고 전문적인 성취에 대한 깊은 경의를 길러 주셨으므로 나는
특히 운이 좋았다. 내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님께서는 교육은 항상
수익을 산출하는 투자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시곤 했다. 그들은 지식
이란 누구도 사람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인생에서 유일한 것이라는

investment 투자
return 수익
convince 확신시키다
property 재산
recent 최근의
immigrant 이민자
scarcity 결핍
circumstance 환경, 상황
profession 직업
Word Search
정답

1. obtain 2. admiration 3. immigrant

점을 우리에게 확신시켰다. 돈, 재산,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도 사라
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식은 아니다. 이러한 생각은 엄청난 결
핍과 마주하는 최근의 이민자로서의 새로운 우리의 환경에서 더 큰
의미를 얻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더 나은 삶에 대한 가능성은 미국
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내 부모님의 능력과 내 여자 형제와 내
가 받을 수 있는 교육에 달려 있었다. 대학 학위가 없이는 아메리칸
드림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문제해설

(A) 부모님께서 대학에 꼭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늘 하셨으므
로, 학문적인 성취에 대한 깊은 경의를 ‘길러 주셨다’는 의미가
되도록 cultivated(길러 주었다)가 적절하다. suppress는 ‘억
누르다’의 의미이다.
(B) 대학 교육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는 말씀을 부모님이 하셨으므로, yield(산출하다)가 적절하다.
reduce는 ‘감소시키다’라는 의미이다.
(C) 대학 교육을 통해서 어려운 이민자의 삶에서 더 나아질 기
회를 얻는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이므로 facing(마주하는)이 적
절하다. lacking은 ‘~을 결여한’이라는 의미이다.

80

Exercise 5~7

정답

5. ① 6. ③ 7. ⑤

소 재

아기 코끼리가 걱정된 Anika
해 석

Elanor Hales의 거처로 가고 있는 동안, Anika는 그 아기 코끼
리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그가 아직 살아 있을까?’라고 그녀는 생
각했다. Elanor Hales의 거처에 차가 멈추자마자, Anika는 차에
서 급하게 내렸다. 그녀는 그 아기 코끼리가 아직 살아 있는지 보려
고 서둘렀다. 그때 그녀는 큰 아프리카 영양의 일종인 일런드 영양
에 팔을 두른 채 서 있는 한 나이 든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몇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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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야기를 하며 일런드 영양을 쓰다듬고 있었다. 그녀는 Anika
를 보고는 걸어왔다. 그녀는 맨발이었다. 일런드 영양이 그녀를 뒤따
랐다. “당신이 틀림없이 Anika겠지요.” 그녀는 말했다. “난 Elanor
Hales라고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로 영국식이었고, 또박또박
했으며, 진지했다. 그녀는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Anika가 불
쑥 말했다. “그는 아직 살아 있나요? 그 아기 코끼리는 아직 살아 있
어요? 제가 그를 볼 수 있을까요?” Hales씨는 웃으며 말했다. “그
래요, 살아 있어요. 아직 허약하지만 생존 가능성이 높아요.” Anika

3행 Then she saw an older woman [who was standing
with her arm around an eland, {a large African
antelope}].
 [ ]는 an older woman을 수식한다. { }는 an eland를
설명하는 동격의 명사구이다.
18행 The tiny ones used to die, even with lots of
attention.
 대명사 ones는 baby elephants를 대신한다.
어휘 및 어구

Hales씨는 코끼리를 돌보고 있는 곳으로 Anika를 데려갔다. 두 마
리의 다른 작은 코끼리가 있었다. 그들 모두는 입구 쪽에서 진흙 목

pat 쓰다듬다

욕을 하고 있었다. Kioko가 거기 있었다. 한 동물 관리인이 시원하
고 진흙이 많은 물을 Kioko의 귀 뒤에 문질러주고 있었다. Kioko

clipped (발음 따위가) 또박또박한

는 그녀에게 기대었고 코로 그녀를 만졌다. Anika는 가서 Kioko를
쓰다듬고 싶었지만, Hales씨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Kioko가
평화롭게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낯선 이가
그를 쓰다듬는 것은 아직 좋지 않을 것이다. Hales씨는 아기 코끼
리들은 안전하다는 느낌과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면 죽는다고 설명
해 주었다. 작은 코끼리들은 심지어 많은 관심을 받아도 죽곤 했다.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고 나니, Anika가 떠날 때가 되었다. Anika는
Elanor Hales를 보고 말했다. “Hales씨, 제가 선생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Hales씨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일’이
라니 무슨 뜻이죠?”라고 그녀가 물었다.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지
요.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요.” Anika가 말했다. 냉담한 목소리로 Hales씨가 말했다. “글쎄요,
당신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한테는 동물을 아는 일꾼

barefoot 맨발의

틀리기 쉬운 유형편

는 몹시 안심했다. “내가 그에게 Kioko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둘러보도록 내가 안내해 줄게요.”라고 Hales씨가 말했다.

구조분석

no-nonsense 진지한
survive 생존하다
mud 진흙
rub 문지르다
lean against ~에 기대다
trunk (코끼리의) 코
pet 쓰다듬다
secure 안전한
eyebrow 눈썹
immense 엄청난
shrug 어깨를 으쓱하다
Word Search
정답

1. barefoot 2. survive 3. trunk

들이 이미 있는데요.” Anika는 어깨를 으쓱하고 두 손을 들어 올렸
다. Hales씨가 웃었다. “내게 편지를 보내세요. 생각해 볼게요.” 그
녀는 Anika와 악수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
문제해설

5 Anika는 아기 코끼리가 살아 있는지 걱정하고 있다가 살아
있고 생존 가능성이 높다는 말에 몹시 안심했으므로, Anika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걱정스러운 → 안도한’이다.
② 슬픈 → 화난
③ 부끄러운 → 희망찬
④ 당황한 → 만족한
⑤ 불안한 → 우울한
6 (c)는 동물 관리인을 가리키고 나머지 넷은 Elanor Hales
를 가리킨다. 따라서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은 (c)이다.
7 일을 함께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한 것은 Anika였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이다.

Exercise 8

정답

④

소 재

마감에 임박하여 글을 쓰는 것의 문제점과 해결책
해 석

글을 쓰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더 쉽다는 속설을 피하라. 그것은 널
리 알려져 있지만 위험한 속설이다. 막바지의 마감 기한은 여러분의
생각과 글을 쓰는 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
성이 더 크다. 여러분은 스트레스에 의해 ‘기운을 얻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는 또한 글을 쓰는 동안 논리적인 연결을 하
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능력을 약화시킨다. 불가피하게, 마지막 순간
의 글쓰기는 당혹스러운 실수, 누락, 그리고 명확성의 결여를 초래한
10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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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다. 하루 먼저 미리 끝내고, 그다음 날 여러분의 글을 검토하라. 절대
로 집필을 마친 직후에 과제를 올리거나, 출판하거나, 제출하지 말
라. 대신에, 한 시간 동안, 혹은 훨씬 더 좋게는 하룻밤 동안 그것을
놓아두라.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쓴 것을 주의 깊게 재검토하라. 항
상 여러분이 쓴 것을 큰 소리로 읽으라. 큰 소리로 읽으면 여러분이
전날 알아차리지 못한 오류와 누락을 감출(→ 드러낼) 것이다. 큰 소
리로 읽으면 무종지문(無終止文), 어색한 구절, 그리고 불필요한 개
념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문제해설

집필을 마친 후에 써 놓은 것을 소리 내어 읽어 보면 무종지문,
어색한 구절, 불필요한 생각 등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으므로, ④의 conceal(감추다)을 reveal(드러내다)과 같은
어휘로 바꿔야 한다.

Exercise 9

정답

②

소 재

음악의 놀라운 표현 능력
해 석

작곡가들은 음악을 작곡한다. 그들은 페이지 위에 일련의 점들과 선
들을 적는다. 그러면 연주자들이 자신들의 악기와 목소리를 갖고 와
서 페이지 위에 적힌 점들과 선들을 보고, 그것들로부터 소리를 만
들어 낸다. 그것은 모두 매우 신비롭다. 아니면 그런가? 결국, 여러
분이 읽고 있는 이 단어들도 점과 선의 또 다른 연속일 뿐이며, 여러
분은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보고 그
것들로부터 소리(와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아마도 음악
은 실제로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진 또 다른 하나의 언어일 뿐이겠지

구조분석

만, 음악에는 다른 어떤 언어보다도 더 마법과 같은 뭔가가 ‘있다’.

9행 [Reading out loud] will reveal errors and
omissions [that you didn’t notice the previous day].
 첫 번째 [ ]가 문장의 주어이다. 두 번째 [ ]는 errors and
omissions를 수식한다.

음들의 범위는 어떤 음성 언어의 범위보다 월등히 훨씬 더 크며, 그
음들은 어떤 특정한 의미와 관련되지 않으므로 훨씬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시지’나 ‘더러운 세탁물’을 의미하는
음악적 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음악적 문장 혹은 구절은
행복하게, 슬프게, 사려 깊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열렬하게 들릴

어휘 및 어구

myth 속설, 근거 없는 믿음
last-minute 막바지의, 마지막 순간의
deadline 마감 기한
paralyze 마비시키다
undermine 약화시키다
inevitably 불가피하게
omission 누락, 빠짐
clarity 명확성

수 있다 —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말로 그만큼 많은 의미를 표현하려
고 한다면 말이 동날 것이다.
문제해설

주어진 문장의 뜻을 살펴보면, 주어진 문장 앞에는 음악은 음
성 언어와 비슷한 면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이 와야 하고, 뒤에
는 음악은 언어가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는 내용이 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
키는 위치는 ②이다.

post (정보 따위를 웹사이트에) 게시하다[올리다], (우편물을) 발송하다

구조분석

overnight 하룻밤 동안

11행 Words would get exhausted if they tried to
express as many meanings as that.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표현하는 조건문이다. 주절
과 조건절에 모두 동사의 가정법 과거형(would/tried)이 쓰
였다.

locate 찾아내다
awkward 어색한
Word Search
정답

1. deadline 2. paralyze 3. clarity

어휘 및 어구

magical 마법과 같은, 마법의
composer 작곡가
dot 점
instrument 악기, 기구
mysterious 신비로운
range 범위, 폭
laundry 세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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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독해연습

thoughtful 사려 깊은

③ 반대 - 정교하게 함
⑤ 대안 - 발견

nostalgic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eager 열렬한

구조분석

exhausted 동난, 다 써버린

정답

1. dot 2. laundry 3. eager

어휘 및 어구

Exercise 10

explanation 설명
정답

④

소 재

설명과 행동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안에 대한 생각
해 석

어느 특정한 설명이 가장 좋은 설명이라고 판단할 때는, 여러분은

alternative 대안

틀리기 쉬운 유형편

1행 [In judging that a particular explanation is the
best one], you need to compare it with other possible
explanations; and the more alternatives you are able
to imagine, the better your judgement is likely to be.
 첫 번째 [ ]의 「in -ing」는 ‘~할 때’라는 뜻이다. 「the+비교
급 ~, the+비교급 ...」은 ‘~할수록 더 …한’이라는 뜻이다.

Word Search

chemist 화학자
colleague 동료
harsh 가혹한
Word Search
정답

1. explanation 2. chemist 3. harsh

그것을 다른 가능한 설명들과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분이 더
많은 대안을 상상할 수 있을수록, 여러분의 판단은 더 좋은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과학에서, 동료들과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
는 화학자는 다양한 다른 설명들을 상상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그
것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현상에
대한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설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
로, 여러분이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할 때, 여러분은
그가 실제로 한 행동을 살펴봐야 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할 수도 있었
던 행동에 대해서도 상상해 보아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쁜 일
을 하는 경우, 그가 취할 수 있는 더 나은 선택이 있었다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판단은 더 가혹할 것이며, 그에게 정말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판단은) 더

Exercise 11

정답

①

소 재

생산성 향상이 초래하는 결과
해 석

관대해질 것이다.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다. 사업 부문에서 생산성

→ 설명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대안에 대

이 높아지고 절대치의 면에서 급여가 오르기 시작하자마자, 훈련을

해 생각해 보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에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와 고도로 훈련된 근로자 사이의 임금 격차

영향을 미친다.

는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더 높은 급여의 증가가 더 많은 사람
들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려 주겠지만, 사회의 서로 다른 부문의 소

문제해설

어떤 설명이나 행동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것들에
대한 대안이나 다른 선택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과학적인 설명과 도덕적 행동에 대한 판단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요약문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대안 - 판단’이다.
① 장애 - 발견
② 장애 - 판단

득 격차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경쟁
업체들과 다르게 차별화하는 데 더욱 혁신적일 뿐만 아니라 생산성
을 더 높이려고 애씀에 따라, 그들은 점차로 저임금의, 저부가가치의
일자리를 제3세계 국가로 분리하여 보내거나 자동화를 통해 그것들
을 완전히 없앨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고부가가치, 고임금 일자리는
갈수록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크다. 혁신
과 대량 주문 제작에 의해 지배되는 경제에서, 고도로 숙련된 자와
고도로 훈련된 자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10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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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문제해설

Exercise 12~14

(A) 생산성이 높아져서 급여의 절대치가 상승하게 되면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더 뚜렷해질 것이다.
사회의 서로 다른 부문의 소득 격차가 더 커진다는 내용이 뒤
에 보이므로, pronounced(뚜렷한)를 써야 한다. unnoticed는
‘눈에 띄지 않는’이라는 뜻이다.
(B)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과정에
서 수익이 낮은 일자리들을 없애려고 할 것이라고 했으며, 고
임금의 일자리는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뒤에 나오므로, eliminate(없애다)를 쓰는 것
이 적절하다. embrace는 ‘받아들이다’라는 뜻이다.
(C) 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저임금, 저부가가치의 일자
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며, 혁신과 대량 주문 제작이 지배하
는 경제 체제에서는 숙련공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것이므로,
prosper(경제적으로 성공하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shrink
는 ‘위축되다’라는 뜻이다.
구조분석

10행 [In an economy {dominated by innovation and
mass customization}], [the highly skilled and the
highly trained] are likely to prosper.
 첫 번째 [ ]는 부사구이고 두 번째 [ ]가 문장의 주어이다.
첫 번째 [ ]에서 { }가 an economy를 수식한다.
어휘 및 어구

productivity 생산성
double-edged sword 양날의 검
sector 부문
rising tide 증가, 밀물, 고조
poverty line 빈곤선
strive to ~하려고 애쓰다
innovative 혁신적인
differentiate 차별화하다
competitor 경쟁업체, 경쟁자
automation 자동화
dominate 지배하다
customization 주문 제작
Word Search
정답

1. productivity 2. differentiate 3. dominate

정답

12. ② 13. ⑤ 14. ③

소 재

아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아버지
해 석

(A) 옛날에 June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있었다. June은 성공한 기
업가 남편과 사별한 여자였다. 그녀의 고인이 된 남편 Walter는 26
년 동안 가족 소유의 길모퉁이 약국을 연간 매출액 3억 2천 6백만
달러가 넘는 58개의 점포를 가진 체인으로 만들어 놓았다. June과
Walter는 Michael이라는 한 자녀의 부모였다. Michael이 성인이
되어갈 무렵, 그의 어머니는 Michael이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을
것이라고 여겼다. 사장 겸 CEO로서 Michael은 연간 매출액 4억
달러가 넘는 100개 점포를 갖는 자기 아버지의 꿈을 실현할 것이다.
June은 이것이 자기 아들의 인생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C) June은 실망하게 되어 있었다. Michael이 학부 과정을 마쳤
을 때, 그는 자신이 가족 사업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발표했다. 속
이 상하고 걱정이 되어, June은 온 가족이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친
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마침 은퇴한 고등학교 교장이었던 그 옛 친
구는 June이 부정, 분노, 우울, 그리고 다시 분노 등 다양한 슬픔의
단계를 거치며 헤매고 있을 때 참을성 있게 귀 기울여 들어 주었다.
June의 고통은 예전에 교장이었던 그에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
다. 그는 다른 부모들에게서 이런 좌절을 목격했었다. June의 실망
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는 Michael과 대화를 해 보겠다
고 동의했다.
(B) Michael은 그들의 약속을 위해 일찍 도착했다. 말하는 것을 꺼
리기보다는, Michael은 자신의 결정 이유에 대해 바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다. Michael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저는 아버님의 사
업을 경영하게 되기를 그 무엇보다도 원했던 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저는 아버님을 이상형으로 삼았어요. 저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
고 싶었어요. 저는 그분이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선 그 관계를 이해하셔야 해요.
제 아버님은 꾸준히 노력해서 사회적 지위를 쌓으신 투지가 넘치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저에게 자립을 가르치기로 하셨지만, 그분의 방
법은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었어요. 그분은 저에게 자립을 가르치
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절대로 저를 격려하거나 칭찬하지 않는 것이라
고 생각하셨어요. 그분은 제가 강인하고 독립적이기를 바랐어요.”
(D) “일주일에 두 번 혹은 세 번, 우리는 캐치볼을 했어요. 때로 우리
는 야구공으로 캐치볼을 했고, 다른 때에는 미식축구 공으로 캐치볼
을 하곤 했지요. 어느 쪽이든 목표는 항상 같았어요. 제가 열 번 연속
으로 공을 잡아야 했어요. 저는 그 공을 여덟 번 혹은 아홉 번 잡곤
했지만, 항상 열 번째에 그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공을 잡지 못
하게 하곤 했어요. 아버지는 그것을 땅으로 던지거나 내 머리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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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곤 했지만, 항상 내가 그것을 잡을 가능성이 거의 없도록 그렇

former 예전의

게 했지요.” Michael은 한참 동안 멈추었다가 말을 끝맺었다. “그분

witness 목격하다

은 절대로 제가 열 번째 공을 잡게 해주지 않았어요, 절대로! 제가 아

frustration 좌절

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분은 항상 저를 실패하게 했어요. 그래

genuine 거짓이 아닌, 진짜의

서 그것이 제가 아버님의 사업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해

miss 잡지 못하다, 놓치다

요. 저는 열 번째 공을 잡고 싶어요.”
문제해설

Word Search
정답

1. idealize 2. tough 3. principal
틀리기 쉬운 유형편

12 June은 아들 Michael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을 것이
라고 생각했다는 내용의 (A) 다음에, Michael이 그것을 거부
하자 June은 자기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는 내용의 (C)가 오
고, June의 부탁을 받은 친구가 Michael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내용의 (B)가 온 다음, Michael이 가업을 이어받
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D)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3 밑줄 친 (e)의 he는 Michael의 아버지를 가리키지만, 나
머지는 모두 Michael을 가리킨다.
14 ‘어렸을 때, 저는 아버님을 이상형으로 삼았어요.(As a
boy, I idealized my dad.)’라고 Michael이 말했으므로, ③
은 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구조분석
(C)3행

The old friend, [who happened to be a retired
high school principal], listened patiently [as June
wandered through {various stages of grief} — {denial,
anger, depression, and back to anger}].
 첫 번째 [ ]는 The old friend에 대한 정보를 덧붙이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 ]는 ‘~할 때에’라는 뜻의 as가 이끄는
부사절이다. 두 번째 [ ]에서 두 번째 { }가 첫 번째 { }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어휘 및 어구

entrepreneur 기업가
reluctant 꺼리는
idealize 이상형으로 삼다, 이상화하다
self-reliance 자립
demoralize 사기를 꺾다, 의기소침하게 만들다
tough 강인한
independent 독립적인
undergraduate 학부의
retired 은퇴한
principal 교장
grief 슬픔
denial 부정
depression 우울
10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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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11

Week

6
본문 126~137쪽

1②
7②

2⑤
8④

13 ④

14 ③

3③
9⑤

4⑤
10 ③

5⑤
11 ④

Exercise 1

6③
12 ④

구조분석

정답

②

소 재

목표에 대한 맹목적인 전념이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
해 석

많은 사람들에게 목표를 갖는 것은 전념과 아주 밀접하고, 목표에 대한
전념은 결국 성공과 거의 아주 밀접하다. 전설적인 복서 Muhammad
Ali는 언젠가 언급했다. “나는 훈련의 매 순간이 싫었지만 ‘그만두지
마라. 지금 고통받고 남은 인생을 챔피언으로 살아라’라고 말했다.”
이렇듯 목표에 대한 노력을 열심히 끈질기게 하면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명한 정서가 있다. 반면에, 그만두는 것은 도
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다. 짐
작하겠지만, 우리는 포기하는 것(어쨌든, 그것이 반론의 여지가 없
는 심리적 불편함이긴 하지만)이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에 이의를 제
기한다. 목표에 대한 맹목적인 몰두는 무엇보다도 ‘금광열’로 이어졌
는데, 이는 광부들이 부에 대한 성과없는 추구에 막대한 육체적, 감
정적, 재정적 자본을 쏟아부었던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와 아주 자주
관련된다. 실제로, Illinois 대학의 Eva Pomerantz 연구원은 목표
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사람의 불안감을 급등시킴으로써 그의 삶의
심리적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있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자신을 밀어붙일 때 특히 그렇다.
문제해설

(A) 목표에 전념하는 것이 성공과 아주 밀접한 것으로 간주되
며, Muhammad Ali가 목표를 위해 고통을 감수하면 나머지
인생을 챔피언으로 살 수 있다고 했으므로, 목표에 대한 노력
을 열심히 끈질기게 하면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것이
다. 따라서 success(성공)가 적절하다. wrongdoing은 ‘비행’
이라는 뜻이다.
(B) 이어지는 ‘금광열’의 사례가 목표에 대한 맹목적인 몰두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목
표를 포기하는 것이 나쁘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awful(끔찍한)이 적절하다. beneficial은
‘유익한’이라는 뜻이다.
(C) 목표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사람들의 불안을 급등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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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의 부정적인 영향
에 초점을 맞춰 자신을 밀어붙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achieving(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abandoning은 ‘포기하
는 것’이라는 뜻이다.

10행 In fact, researcher Eva Pomerantz of the
University of Illinois argues [that heavy investment in
a goal can erode a person’s psychological quality of
life {by creating a spike in their anxiety}].
 [ ]는 argue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 } 안에
는 「by -ing」 구문이 쓰여 ‘~함으로써’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선행사인 a person의 성별을 알 수 없으므로 대명사로 their
가 쓰이고 있다.
어휘 및 어구

synonymous 아주 밀접한, 동의어의
commitment 전념, 헌신
in turn 결국
legendary 전설적인
sentiment 정서, 감정
double down 열심히 끈질기게 하다
reserve 준비해두다, 마련해두다
challenge 이의를 제기하다, 도전하다
notion 생각, 관념
indisputable 반론의 여지가 없는, 부인할 수 없는
discomfort 불편(한 것)
blind 맹목적인
devotion 몰두, 헌신, 전념
miner 광부
enormous 막대한, 거대한
capital 자본
fruitless 성과없는
pursuit 추구
erode 떨어뜨리다, 약화하다
spike 급등, 급증
Word Search
정답

1. indisputable 2. challenge 3.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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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2

정답

⑤

소 재

어류 자원 붕괴를 초래한 원인
해 석

우리의 해산물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는 우리의 어업 산업
기술의 잔혹한 효율성과 결합되어 많은 문제를 초래했다. 그러나 무
은 다름 아닌 정부의 나약함, 산업적 탐욕 그리고 경종을 울릴 용기
가 없는 과학계의 결합이었다. 의사 결정자들은 일상적으로 경고 신
호를 무시해 왔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어업 로비’를 틀어지게 만드는
것에 대해 겁을 먹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들은 절망적일 정도로
비현실적인 할당량을 정해 놓고, 무리하게 어업 산업 기업들의 요구

combination 결합
greed 탐욕
sound the alarm 경종을 울리다, 위급함을 알리다
ecological 생태계의
tragedy 비극
routinely 일상적으로
go out of one’s way to 무리하게 ~하다
cite 언급하다, 인용하다

틀리기 쉬운 유형편

엇보다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생태계의 비극 중 하나를 야기한 것

brutal 잔혹한

livelihood 생계
collapse 붕괴, 파탄
Word Search
정답

1. greed 2. livelihood 3. cite

를 들어줘 왔다. 예를 들어, 2008년 11월, 어울리지 않게 이름 지어
진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는 참다랑어에 대해서 위원회 자
체의 과학자들이 조언하는 것보다 거의 50퍼센트 더 높은 어획 할
당량을 정했다. 정치인들은 일자리, 생계, 소비자 이익에 대한 우려
를 언급하면서 어류 자원을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고, 자신들의 실
패에 의해 그들은 자신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주
장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협한다.
문제해설

주어진 문장의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에서 참다랑어 어획 할당
량을 과학자들의 조언보다 거의 50퍼센트 더 높게 정했다는 내
용은 의사 결정자들이 비현실적인 할당량을 정해 어업 산업 기
업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⑤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사례이
므로, 주어진 문장의 위치로 가장 적절한 곳은 ⑤이다.
구조분석

11행 [Citing concern for jobs, livelihoods and
consumer interest], politicians have brought fish stocks
to the brink of collapse, and by their failure, they
threaten the very people [in whose interests they claim
to be acting].
 첫 번째 [ ]는 분사구문으로 주절의 상황과 동시에 일어나
는 상황을 나타낸다. to the brink of ~는 ‘~의 직전까지’라
는 의미이다. 두 번째 [ ]는 the very people을 수식하는 관
계절이며 whose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이다.
어휘 및 어구

inappropriately 어울리지 않게, 부적당하게
catch quota 어획 할당량
bluefin tuna 참다랑어
appetite 욕구, 식욕
coupled with ~와 결합된

Exercise 3

정답

③

소 재

속도에 매몰된 현대 사회
해 석

우리는 더 느리고 더 신중한 평가보다 반응 속도가 흔히 우위에 서
는 시대에 살고 있다. ‘실시간’ 사건과 미디어에 더 익숙해짐에 따라,
결국 우리는 필연적으로 증거보다 감각과 감정을 더 많이 신뢰하게
된다. 지식은 그것의 냉정한 객관성보다 속도와 영향으로 더 높이
평가되고, 감정을 자극하는 거짓은 흔히 사실보다 더 빨리 퍼진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물리적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빠른 반
응이 타당하다. 하지만 ‘실시간’ 데이터의 영향은 이제 안전의 문제
를 훨씬 넘어선다. 뉴스, 금융 시장, 우정, 그리고 일은 우리를 끊임
없는 정보의 흐름에 끌어들여서, 뒤로 물러서서 그 중 어떤 것에 대
해서든 더 믿을 만한 묘사를 구성하기가 더 어렵게 된다. 이것에 잠
재하는 위협은 그렇지 않으면 평화적인 상황이 위험하다는 느낌을
주게 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정말로 그렇다.
→ 우리 시대에는 즉각적인 반응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객
관적인 시각을 얻는 것이 어렵고 우리는 그래야 하는 것보다 더 많
은 불안을 느낀다.
문제해설

현대 사회에서 반응 속도가 중요하고, 지식이나 정보의 내용
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서 객
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렵고 필요 이상으로 위험을 느낀
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요약문의 빈칸 (A)에는 ‘즉각적인
(immediate)’이, (B)에는 ‘객관적인(objective)’이 가장 적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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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① 정확한–경험적인
② 즉각적인–혁신적인
④ 사려 깊은–혁신적인
⑤ 사려 깊은–객관적인
구조분석

7행 News, financial markets, friendships and work
engage us in a constant flow of information, [making
it harder {to stand back and construct a more reliable
portrait of any of them}].
 [ ]는 앞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분사구문이며, it이 형식
상의 목적어이고 { }가 내용상의 목적어이다.
어휘 및 어구

take precedence over ~보다 우위에 서다 [우선하다]
cautious 신중한
assessment 평가, 판단
attuned to ~에 익숙한 [적응된]
real time 실시간
inevitably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place trust in ~을 신뢰하다 [신임하다]
sensation 감각
objectivity 객관성, 타당성
emotive 감정을 자극하는, 감동시키는
falsehood 거짓
of the essence 절대적으로 중요한
rapid 빠른
make sense 타당하다, 이치에 맞다
security 안전, 보안
engage ~ in ... ~을 …에 끌어들이다
constant 끊임없는
stand back 뒤로 물러서다
reliable 믿을 만한
portrait 묘사, 초상, 초상화
threat 위협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eventually 결국
Word Search
정답

1. cautious 2. rapid 3. reliable

Exercise 4

정답

⑤

소 재

모아진 자료의 오도 가능성
해 석

상당히 자주,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당사자는 상이한 출
처들의 자료를 결합하여 더 큰 숫자를 만들고, 따라서 주어진 격차
에 더 큰 유의성을 부여한다. 정반대로, 유의성을 발견하지 않으려고
하는 당사자는 가능한 한 자료를 구성요소로 분해한다. 한 의과대학
의 여 교직원들이 제기한 차별 소송에서 원고들은 몇 년 동안 교직
원 자료를 모았고, 반면 학교는 별도의 학과와 별개 년의 통계를 근
거로 삼았다. 구성요소로의 분해를 옹호하는 주장은 모아진 자료가
상당히 오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한 연구는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에서 대학원 입학을 위한 여성 지원자들이 남성
지원자들보다 더 낮은 비율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러나 학과별로 수치를 세분화했을 때 대부분의 학과에서 여성의 합
격률이 남성의 합격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전의 이유는
여성들이 남성들이 주로 지원한 학과보다 합격률이 더 낮은 학과에
더 많이 지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학과가 성별과 입학 사이의
연관성의 증거가 되는(→ 틀렸음을 입증하는) 변수였다.
문제해설

버클리 캠퍼스의 대학원 입학과 관련하여 여성의 합격률이 남
성보다 더 낮은 것처럼 보였지만, 학과별로 살펴보면 실제로는
대부분의 학과에서 여성의 합격률이 남성의 합격률보다 더 높
은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성별과 입학 사이의 연관성이 없었
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⑤ ‘evidenced(증거가 되는)’
를 ‘confounded(틀렸음을 입증하는)’와 같은 어휘로 바꿔야
한다.
구조분석

3행 Conversely, a party [seeking to avoid {finding
significance}] disaggregates data insofar as possible.
 [ ]는 a party를 수식하는 현재분사구이고 { }는 avoi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이다. 「insofar as ~」는 ‘~하는
한’이라는 뜻이다.
어휘 및 어구

party (소송·계약 등의) 당사자
statistical 통계적인
significance 유의(성), 중요성
combine 결합하다
conversely 정반대로
discrimination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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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대답했다. “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Tatar 침공 때 모든 기록

faculty 교직원

보관소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장군은 천천히 자리

aggregate 모으다

에서 일어났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강사에게 다가와서, “그래서 교수

department 학과

님… 모든 기록 보관소가 불타버렸단 말인가요?”라고 말했다.

pool 모으다
misleading 오도하는

(B) 그제야 불쌍한 Povzner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던 것인지 깨달
았다. 무언의 질문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만약 이 학문에

applicant 지원자

서 러시아의 탁월함의 모든 증거가 불태워졌다면, 교수 ‘자신’은 도

graduate 대학원의

대체 어떻게 침공 전 수학의 역사를 알고 있었단 말인가? 그가 막

figure 수치

공황 상태에 빠지려 할 때 뜻밖에도 장군은 그에게 동정 어린 미소

reversal 반전, 전도

를 짓고는 돌아서서 떠났다. 이 고위 지휘관이 영리하고 관대한 사

predominantly 주로

람이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Povzner 교수는 심한 곤경

variable 변수

에 처했을 것이다.

association 연관성
문제해설

Word Search
정답

1. reversal 2. misleading 3. party

Exercise 5~7

틀리기 쉬운 유형편

suit 소송

정답

5. ⑤ 6. ③ 7. ②

소 재

Povzner 교수 강의의 큰 모순
해 석

(A) Povzner 교수는 Military Academy for Engineers에서 강
의를 했다. 그는 어느 날 러시아 수학의 탁월함에 대한 일상적인 과
장된 연설로 자신의 강의를 시작한 다음에 실제로 수학을 가르치는

5 Povzner 교수가 자신의 수업에 장군이 와 있는 것을 알
게 되었다는 주어진 글 다음에는 그가 즉석에서 주제를 변경
하여 강의를 하는 내용의 (D)가 와야 한다. (D)의 후반부에
서 Povzner 교수가 강의 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느냐고 물었
고 이에 따라 (C)에서 학생이 질문을 하고 있으므로 (C)가
그다음에 와야 한다. (C)의 후반부에서 장군이 한 말을 들은
Povzner 교수가 자신이 한 말의 모순을 깨닫게 되는 내용의
(B)가 마지막에 와야 한다. 따라서 알맞은 순서는 ⑤ ‘(D)–
(C)–(B)’이다.
6 (c)는 장군을 지칭하고 나머지는 모두 Povzner 교수를 가
리키는 대명사들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7 Povzner 교수의 말이 모순된다는 것을 장군이 알았지만,
다행히 그가 관대한 사람이어서 Povzner 교수에게 아무런 조
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Professor Povzner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이다.

진지한 수업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교실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가
깜짝 놀라게도, 학생들 앞에 서자마자, 그는 청중들 사이에 장군, 즉

구조분석

Academy의 총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D) Povzner는 하던 것을 갑자기 멈추고 강의 전체를 러시아 초기

(A)1행 He walked into a class one day, [ready to {start
his lecture with a routine spiel about Russian primacy
in mathematics}, and then {settle down to a serious
session of really teaching mathematics}].
 [ ]는 주어인 He의 상태를 설명한다. 두 개의 { }는 to에
이어져 to부정사구를 이룬다.
(B)1행 Only then did poor Povzner realize what he
had said.
 Only then이 문장의 제일 앞에 쓰이면서 주어 앞에 조동
사 did가 놓이게 되었다. (cf. Poor Povzner realized what
he had said only then.) had said는 주절의 동사 realized
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 대과거 표현이다.

수학의 천재성에 대한 주제에 쓰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다. 다행히,
그는 매우 재능 있는 사람이었고, 즉석에서 판단하는 것에 능해서,
생각나는 대로 12세기 러시아 수학에 대한 멋진 강의를 만들어 냈
다. 그는 강의 시간 내내 상상의 나래를 펼쳤고, 끝나기 겨우 5분 전
에 멈추고는 통상적으로 했듯이, “질문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C) Povzner는 학생 중 한 명이 손을 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학
생은 “이 강의는 중세 러시아 수학과 관련해 매우 흥미롭습니다. 저
희가 어디서 그것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다시 말해
어떤 참고 서적들이 있을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더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생각할 시간도 갖지 않은 채, 교수는 즉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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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기는 것은 비교적 쉽다. 노골적인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할 때, 거짓

어휘 및 어구

routine 일상적인

말쟁이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야기를 꾸며내야 하지만, 정보를 숨

primacy 탁월함

길 때는 아무 것도 꾸며낼 필요가 없다. 노골적인 거짓말을 하거나

session 수업(시간)

과장하는 것의 또 다른 문제는 거짓말쟁이들이 추후에 그 거짓말의

alarm (깜짝) 놀람, 경악

주제가 언급되는 것에 대비하여 자신들이 제공한 세부사항을 기억

general 장군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숨긴다면)

chief (조직·단체·집단의) 장(長), 우두머리

아무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hang in the air 미해결 상태에 있다

문제해설

invasion 침공, 침략

(A) 정보가 제공되면 거짓말 탐지기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
할 수 있지만, 숨기기의 경우 아무런 정보도 제공되지 않으므
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아, (A)에는 difficult와 함
께 ‘탐지하다’를 뜻하는 detect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control
은 ‘통제하다’를 뜻한다.
(B) 노골적인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을 할 때 그럴듯하게 들
리는 이야기를 꾸며내야 하는 것에 비해 숨기는 것은 비교
적 ‘쉽다’고 해야 글의 흐름에 부합하므로 easy가 적절하다.
demanding은 ‘힘든’ 또는 ‘부담이 큰’을 뜻한다.
(C) 노골적인 거짓말이나 과장을 할 경우 차후에 그 거짓말
의 주제가 언급될 때를 대비하여 세부사항을 기억해야 하는 것
은 숨기기에 비해 문제점에 해당하므로 problem이 적절하다.
advantage는 ‘이점’을 뜻한다.

panic 공황 상태에 빠지다
sympathetically 동정적으로
high-ranking 고위의
commander 지휘관
decent 관대한
medieval 중세의
reference book 참고 서적
lecturer 강사
pull up short (하던 일을) 갑자기 멈추다
devote ~ to... ~을 …에 쓰다 [바치다]
genius 천재성
think on one’s feet 즉석에서 판단하다
on the spur of the moment 생각나는 대로, 갑자기
flight of fancy 상상의 나래

구조분석

customary 통상적인, 관행적인

3행 [Once information is provided], lie detectors can
verify the accuracy of this information by [searching
for further evidence {that supports or contradicts it}].
 첫 번째 [ ]는 ‘일단 ~하면’을 뜻하는 Once가 이끄는 부사
절이다. 두 번째 [ ]는 전치사 by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구
이며, { }는 further evidenc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Word Search
정답

1. customary 2. invasion 3. panic

어휘 및 어구

conceal 숨기다, 감추다

Exercise 8

정답

④

소 재

거짓말쟁이들이 정보를 숨기는 이유
해 석

연애 상대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할 때, 그들은 비교적 자주 정보를
숨김으로써 그렇게 한다. 거짓말쟁이들이 왜 숨기기를 좋아하는지
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그것은 탐지하기 어렵다. 일
단 정보가 제공되면 거짓말 탐지기로 그것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
는 추가 증거를 찾아 이 정보의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숨
기기의 경우에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다. 게다가 정보를 숨

  

90

verify 입증하다, 진실임을 확인하다
accuracy 정확성
contradict 반박하다, (~와) 모순되다
outright 노골적인, 명백한
exaggerate 과장하다
invent 꾸며내다
plausible 그럴듯한, 타당해 보이는
come up 언급되다, 논의되다, 나오다
subsequent 차후의, 다음의
Word Search
정답

1. verify 2. contradict 3. plau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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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9

정답

⑤

소 재

범죄 현장 관리
해 석

victim 피해자, 희생자
vehicle 차량
suspect 용의자
separate 별도의, 분리된; 분리하다
investigator 조사관
establish 설정하다, 설립하다, 확립하다
boundary 경계(선)

물품이든, 사람이든) 현장의 경계선을 설정하고 그것을 보호함으로

incident 사건

써 이루어질 수 있다. 사건 테이프로 표시하고 경찰관을 둠으로써

examination 조사, 검토, 시험

보호하면서 주요 범죄 현장에 저지선을 설정하는 것이 흔한 관행이

witness 목격자; 목격하다

다. 조사 대상이 사람(용의자, 피해자 또는 목격자), 되찾은 차량, 또

define (경계·범위를) 한정하다, 정하다

는 다른 물품일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경계가 정해진

maintain 유지하다

현장을 들어오고 나가는 (또는 그것에 접촉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

integrity 완전한 상태, 온전함, 정직

과 그 시간을 기록하는 것은 현장 관리 과정의 완전한 상태를 유지

extend 확장하다, 연장하다

시킨다. 현장 또는 조사는 또한 현장에서 격리된 사람들과 잠재적으

availability 이용[확보] 가능성, 유용성

로 현장과 연관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된다. 그러한 현장을

adequate 충분한, 적당한

조사하는 훈련된 범죄 현장 조사관들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

ensure ~을 확실하게 하다 [보장하다]

상 충분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현장, 피해자, 차량, 용의자와 같은

contamination 오염

모든 분야를 별도 현장 조사관이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있
어 온 원칙이다. 그러나 어떤 단계에서는, 아주 흔히 실험실에서, 물
품이 같은 과학자에 의해 조사되고 비교될 것인데, 거기에서도 또한

틀리기 쉬운 유형편

범죄 현장에 대한 통제는 분명히 중요하다. 이것은 (그것이 장소든,

Word Search
정답

1. incident 2. integrity 3. contamination

오염이 없는 것을 확실하게 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문제해설

④ 바로 다음 문장에서 훈련된 범죄 현장 조사관이 항상 충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언급했고, 그다음 문장에서는 이것에 대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⑤ 다음 문장에서 역접으로
실험실에서 물품을 동일한 과학자가 조사하고 비교할 것이라
고 말하고 있어서 ⑤와 대조를 이루는 문장이 앞에 없게 되어
글의 흐름이 단절되었다. 따라서 ⑤ 다음의 문장과 대조를 이
루며 현장, 피해자, 차량, 용의자와 같은 별도의 현장 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어진 문장이 ⑤에 들어가야 글의 흐름이 자
연스러워진다.

Exercise 10

정답

③

소 재

기억 오류에 빠질 가능성
해 석

한 연구에서 77명의 학부생들이 면접을 보았다. 이 면접 동안에 (예
를 들어 머리가 땅에 닿으면서 넘어지거나, 고통스런 상처를 입거나,

구조분석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사건이 그들에게 제시

7행 [The recording of the names of those {who enter
and leave the defined scene (or come into contact with
it) and at what time}] maintains the integrity of the
scene management process.
 [ ]가 주어에 해당하고 문장의 술어동사는 maintains이
다. { }는 thos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되었다. 그들의 부모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들이 그들의 어린 시절에

어휘 및 어구

long-established 오랫동안 있어 온

마도 그 기억이 당신에게 떠오를 것입니다”)이 주어졌다. 26퍼센트
의 학생들이 거짓 사건에 대한 완전한 기억을 ‘회복했고’ 또 다른 30

principle 원칙, 원리

퍼센트의 학생들이 거짓된 경험의 이모저모를 회상했다는 결과가

일어났었다고 그들은 들었다. 면접관은 아마도 부모가 주었을 사건
의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주었다. 면접 받는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
사건들은 연구원들이 꾸며낸 것이고, 참가자들의 부모에 따르면 참
가자들에게 결코 발생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참가자들이 거짓 사
건에 대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 유도된 심상에 대한
설명(예를 들어 “그것이 어땠을 것 같은지를 마음속에 그려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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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나왔다.
→ 연구에서 면접을 받은 사람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날조된 어
린 시절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기억 오류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해설

연구원들이 허위로 꾸며낸 어린 시절의 좋지 않은 사건을 설명
해주고, 그 기억을 떠올리라고 했을 때 절반이 넘는 참가자들
이 꾸며낸 기억을 마치 자신이 경험했던 것처럼 떠올린 것에
서, 사람들이 기억 오류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A)에는 ‘날조된’을 뜻하는 faked가 (B)에는
‘희생자’를 뜻하는 victims가 들어가야 글의 내용을 잘 요약할
수 있다.
① 복구된–목격자
② 복구된–희생자
④ 불분명해진–회의론자
⑤ 날조된–회의론자

Exercise 11

정답

④

소 재

소음이 과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
해 석

시끄러운 환경에서 집중하려고 애써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증할
수 있듯이, 소음은 수행에 영향을 준다고 흔히 생각된다. 고강도의
소음은 분명히 일반화된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소음
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작업 수
행은 매우 높은 소음 강도에서만 지장을 받는다. 수행 장애는 어렵
거나 부담이 큰 과업에서 특히 명백하다. 반면에 단순하거나 일상적
인 과업은 보통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때때로 소음은 단순한
업무의 수행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향상 효과는 소음이 스트레스 요
인으로 작용하여 사람의 흥분 수준을 높이고, 따라서 작업과 관련된
지루함을 강화하기(→ 이겨내기) 때문에 아마도 발생할지 모른다. 불
행히도 시끄러운 환경에서 작업 수행에 관한 대부분의 증거는 실험

구조분석

실 실험에서 나온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에 근거하여, 소음에 대

6행 Guided imagery instructions were given to the
participants [to help them generate images for the
false event (e.g., “Visualize what it might have been
like and the memory will probably come back to
you”)].
 [ ]는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구이며, help의 목적보어
자리에 원형부정사가 쓰였다.

한 실험실 연구 결과가 실제 작업 환경의 덜 통제된 상황에 일반화

어휘 및 어구

될지의 여부는 평가할 수 없다.
문제해설

④ 소음이 단순한 업무의 수행을 향상시키는 이유는 소음이 스
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사람의 흥분 수준을 높이고 작업과
관련된 지루함을 극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강화하기’를 뜻
하는 intensifying을 ‘이겨내기’를 뜻하는 overcoming과 같은
어휘로 바꿔야 한다.

undergraduate 학부생, 재학생
fall on one’s head 머리가 땅에 닿으며 넘어지다

구조분석

wound 부상, 상처

7행 This enhancement effect probably occurs [because
the noise acts as a stressor, {raising the person’s
arousal level and therefore overcoming the boredom
associated with the task}].
 [ ]는 because가 이끄는 부사절이며, { }는 부가적인 상
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raising ~와 overcoming ~은
병렬구조를 이룬다.

emergency room 응급실
supposedly 아마도, 추정상
guided 유도된
imagery 심상, 화상
instruction 설명
generate 생성하다
visualize 마음속에 그리다, 시각화하다
indicate 보여주다, 나타내다
recall 회상하다
Word Search
정답

1. undergraduate 2. wound 3. visualize

어휘 및 어구

intensity 강도, 세기, 격렬함
generalized 일반화된
far from 결코 ~이 아닌
clear-cut 명확한, 분명한
impair 지장을 주다, 해를 입히다
deficit 장애, 결손,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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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독해연습

는지를 기억하는 것에 대해 시험을 보게 될 거라는 Robert의 청소
년기의 두려움으로 그는 우리를 네 번이나 웃게 했다. 우리가 계속

typically 보통, 통상적으로

미소 짓고 있을 때, 그는 우리에게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수정한

enhancement 향상, 강화

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의 할아버지는 ‘네가 가진 최고의

stressor 스트레스 요인

것을 세상에 주어라[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최고의 것이 너에게 돌

arousal 흥분, 각성

아올 거야. 내가 스스로에게 물어봤단다. 내가 만약 매일 나의 최선

boredom 지루함

에 대한 어제의 정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laboratory 실험실

아주 많은 것이 나에게… 네 아버지에게… 너에게 되돌아 왔을 거

assess 평가하다

야. 하지만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데, 내가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
지. 내겐 너무 늦었다. 하지만 네게는 너무 늦지 않았단다.’”

Word Search
정답

1. intensity 2. impair 3. deficit

(C) 나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삶의 끝에서 한 사람의
후회가 주는 힘 때문에 숨을 죽였다. “나한테는 너무 늦었어.” 우리
가 공통으로 지닌 인간의 속성은 우리도 또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

틀리기 쉬운 유형편

routine 일상적인

demanding 부담이 큰, 요구하는 것이 많은

다. 그 청중 속의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자신의 죽음과 잠재적인 후
회에 대한 인식이 잠시 동안 스쳤다. 그는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Exercise 12~14

하려고 애쓰지 않았지만, Robert는 완전한 진정성이라는 강렬함으
정답

12. ④ 13. ④ 14. ③

로 빛이 났고, 그의 정직함은 그러한 강력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
리를 그에게 부여했다.

소 재

할아버지가 공유하고자 했던 삶에 대한 식견
해 석

(A) 나는 최근에 ‘Executive EQ’의 저자 Robert Cooper가 900
명이 수용된 강당에서 연설하는 것을 듣는 특권을 누렸다. 그가 연
설 첫 10분 동안 들려준 이야기는 그의 진정성을 입증했다. 그는 자
신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
인가’를 말하고자 했는데, 할아버지는 Robert가 열여섯 살 때 돌아
가셨다. 그의 할아버지는 결국 다섯 번째 심장마비로 그가 사망하기
전에 네 번의 큰 심장마비를 겪었다. 그 시간 동안, Robert가 젊은
이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그는 아주 많은 신경을 썼다. 그는 그
와 함께 긴 대화를 나누고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다.
(D) 우리는 Robert가 그 당시 자신이 할아버지를 보았던 것처럼 우
리가 이 사람을 보도록 도와주기 위해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가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 느꼈던 사랑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사람의 눈
에서 나오는 강렬함의 질로 지능을 측정할 수 있다면, 그는 천재였
었음이 틀림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건강 쇠약 그
리고 각각의 큰 심장마비 후에 그의 할아버지가 죽음에 임박한 자신
의 최초 식견을 말해주기를 몹시 열망하여 Robert를 어떻게 자신
의 곁으로 부르곤 했는지를 묘사했다. Robert가 “삶에서 가장 중요
한 것에 대해 생각해왔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라고 나는 결
론을 내렸어.”라는 할아버지의 말을 자세히 들려줄 때, 좌석에서 우
리는 몸을 앞으로 숙이게 되었다.
(B) 우리는 이 훌륭한 분의 식견을 공유하고 싶었다. 그 노인이 수정
한 말과 지난번 심장마비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

문제해설

12 작가 Robert Cooper와 그가 열여섯 살 때 심장마비로 돌
아가신 그의 할아버지를 소개하는 (A) 단락에 이어, 할아버
지가 큰 심장마비를 겪을 때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식견을
Robert에게 말해주고자 했다는 (D) 단락이 이어져야 한다. 다
음으로 할아버지의 식견을 구체적으로 인용한 (B) 단락이 이어
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B)에서 언급한 할아버지의 후회에 대
한 필자의 느낌과 Robert의 이야기에 대해 평가하는 (C)가 이
어져야 한다. 따라서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D)–(B)–(C)’이다.
13 (d)는 Robert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Robert의 할아
버지를 가리킨다.
14 (B)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할아버지의 말과, (C) 단
락의 첫 번째 문장 ‘I held my breath along with everyone
there at the power of a man’s regret at the end of his
life.’에서 Robert의 할아버지가 자신의 삶에 대해 후회했던 것
을 알 수 있으므로 ③이 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구조분석

(D)1행 We could see the love [Robert felt for his
grandfather] when he used words [to help us see this
man {as he saw him back then}].
 첫 번째 [ ]는 the lov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며, 두 번째
[ ]는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구이다. { }는 ‘~한 것처럼’을
뜻하는 부사절이다.
11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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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어휘 및 어구

privilege 특권
address 연설하다
auditorium 강당
authenticity 진정성
revision 수정, 개정, 개정판
adolescent 청소년기의; 청소년
humanity 인간의 속성, 인류
flicker (잠깐) 스침, 깜박거림; 깜박거리다
integrity 정직, 성실, 완전무결
intelligence 지능
decline 쇠약, 감퇴, 하락
lean forward 앞으로 몸을 숙이다
Word Search

1. privilege 2. authenticity 3. adolescent

정답

12
1②
7③
13 ④

Week

6
본문 138~149쪽

2②
8④
14 ⑤

3④
9⑤

4③
10 ④

Exercise 1

5②
11 ③

6③
12 ③

정답

②

소 재

정리가 주는 이로움
해 석

어수선함은 심리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우리를 망가뜨린다. 그
것은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해서,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
에 접근하기 어렵게 한다. 동료 정리 전문가인 Ab Jackson에 의
하면, “여러분은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돈으
로,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기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익숙한 소리처럼 들리는가? 삶의 기본적인 요구들에
여러분이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 많은
에너지와 기쁨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정리가 된다면 얼마나 어지럽
겠는가(→ 안심이 되겠는가)? 여러분 고유의 두뇌에 수월한 것과 실
제로 공명하는 그런 방식은 어떤가? 우리는 딱 그만큼의 생명력, 그
만큼의 기(氣), ‘프란’, 즉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왜 이미 정해진 성향
과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그것을 써 버리는가? 스트레스를 덜 받
고, 더 품위 있게, 심지어 감히 말해보건대 만족감과 기쁨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는가? 바로 이 부분에서 여
러분 자신의 정리 능력은 반응하기보다는 주도하는, 목적이 있는, 그
리고 궁극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며 여러분이 온전한 느
낌이 드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문제해설

우리에게 더 많은 만족감과 기쁨을 주는 방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어지럽히기보다는 안심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②의 disturbing을 reassuring과 같은 어휘로 바꿔
야 한다.
구조분석

4행 How reassuring would it be to get organized in a
way [that not only helps you cope with the basic
demands of life but also gives you more energy and
joy]?
 [ ]는 a way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not only ~ but
also ...」는 ‘~뿐만 아니라 …도’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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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독해연습

어휘 및 어구

구조분석

2행 TV shows were more popular in the seventies than
they are now [not because they were better, but
because we had fewer alternatives to compete for our
screen attention].
 [ ]에 ‘~ 때문이 아니라 … 때문에’라는 뜻의 「not because
~ but because ...」 구문이 쓰였다.

impress 인상을 남기다
cope with ~에 대처하다
demand 요구
prewired 이미 정해진, 사전에 내정된
grace 품위
intact 온전한, 영향 받지 않는
reactive 반응하는

alternative 대안

Word Search
정답

틀리기 쉬운 유형편

어휘 및 어구

purposeful 목적이 있는

compete 경쟁하다

1. impress 2. intact 3. reactive

triumph 승리
broadcast 방송
distribution 보급, 배급
unmatchable 비할 수 없는, 필적할 수 없는

Exercise 2

efficiency 효율성
정답

②

소 재

TV 방송 시대와 광대역 시대의 차이
해 석

TV 쇼는 지금보다 70년대에 더 인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TV 쇼가
더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스크린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얻기 위해

era 시대
reversed 반대인, 거꾸로 된
stream 스트림(데이터의 흐름)
optimized 최적화된
point-to-point communication 지점 대 지점 간 통신
Word Search
정답

1. alternative 2. triumph 3. efficiency

경쟁할 대안이 더 적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공통 문화의 증가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할리우드의 재능 있는 사람들의 승리에 대한 것
이기보다 방송 보급의 양떼 효과와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
다. 방송의 대단한 점은 그것이 비할 수 없는 효율성으로 하나의 쇼
를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것은 그 반대 즉,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백만 개의 쇼를 가져다 줄 수
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인터넷이 정말 잘 하는 것이다. 방송 시
대의 경제적 측면은 수많은 관객을 사로잡기 위해 히트 쇼, 즉 큰 양
동이를 필요로 했다. 광대역 시대의 경제적 측면은 반대이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같은 스트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지점 대 지점
간 통신에 최적화된 보급망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고 낭
비이다.
문제해설

이 글은 하나의 쇼를 많은 관객에게 제공하는 방송의 방법이
광대역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러 쇼
를 한 사람에게 제공해줄 수 없다는 내용의 주어진 문장은 인
터넷과 대비되는 방송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하나의 쇼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송의 효율성을 나타낸 문장
과, 여러 방송을 한 사람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인터넷의 특성
을 나타낸 문장 사이인 ②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Exercise 3

정답

④

소 재

향수에 대한 영아의 반응
해 석

한 연구에서 Barbara Weston과 나는 2살과 3살짜리 아기들이
정기적인 수유 시에 엄마가 사용한 향수에 익숙하다는 증거를 보일
것인가의 여부를 알아내려고 시도했다. 엄마는 자신의 향수를, 그리
고 매번 같은 향수를 사용할 것이었다. 향수는 ‘L’Air du Temps’,
‘Jontu’, ‘Maximi’가 쓰였다. (향수에 대한) 그런 노출이 몇 차례 있
고 난 뒤, 우리는 실험실에서 아기들을 실험했다. 향수는 면봉으로
영아에게 제시되었고 아기들의 빨기, 호흡, 일반적인 움직임과 심장
박동 수가 다원 기록기에 기록되었다. 두 개의 대조군이 있었는데,
냄새가 없는 면봉으로 한 실험과 또 다른 향수 ‘Cachet’로 한 실험
이었는데, 그 향수는 실험 집단에 속한 어느 엄마도 사용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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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것이었다. 8명의 여자아이와 7명의 남자아이로 구성된 15명의 영
아를 대상으로 한 결과는, 향수를 사용한 실험에서 80퍼센트의 반

Exercise 4

응을 보인 것에 비해 냄새가 없는 대조군에서는 거의 무반응이었다.

소 재

하지만 영아는 엄마의 향수와 대조 향수인 ‘Cachet’에 대해 거의
동일하게 반응했다.
→ 위 실험에서, 영아들은 향수에 대해 반응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익숙한 것을 인식하지는 못했다.
문제해설

영아들은 향수 냄새가 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을 구별하기는
했지만, 엄마가 쓰는 익숙한 향수와 맡아보지 못한 낯선 향수
를 구별하지는 못하고 동일한 수준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므로
요약문의 빈칸 (A)에는 ‘반응하는(responsive)’이, 빈칸 (B)에
는 ‘익숙한(familiar)’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러므
로 정답은 ④이다.
① 민감한–지속되는
② 민감한–값비싼
③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약한
⑤ 반응하는–천연의

정답

③

친환경 접착제
해 석

상업적 용도를 위해 천연의 그리고 더 지속 가능한 접착제를 개발
하려는 노력 외에도, 최근 몇 년 동안 매우 다양한 ‘친환경 접착제’가
출현했다.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여 시장에 내놓으려는 노력은 더 지
속 가능한 원료의 사용과 관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접착제가 환
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었는데, 특히 접착
제에 함유된 유해 화합물과 용제를 줄이는 것과 관련하여 그렇다.
여러 국가에서 접착제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다. 이러한 규제는 접착제에 함유된 휘발성 유기 화합
물의 양을 제한하고자 하였는데, 이런 화합물은 건강과 환경 모두에
위험을 유발하는 위험한 대기 오염원을 방출한다고 여겨지기 때문
이다. 다른 제품들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쓰레기를 줄이도록 고안되
었다. 예를 들어, 저온 핫멜트 접착제는 녹여서 도포하는 데 더 적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플라스틱 튜브로 된 도포용 도구로부터 생기

구조분석

는 매립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마분지와 포일을 기본으로 한 새로운

7행 There were two control groups: a test with an
odourless cotton swab, and a test with another
perfume, ‘Cachet’, [which was not worn by any of the
mothers in the experimental group].
 [ ]는 another perfume, ‘Cachet’를 부가적으로 설명하
는 관계절이다.

포장재 또한 개발되었다.

어휘 및 어구

attempt to ~을 시도하다
evidence 증거
familiarity 익숙함
feeding 수유, 음식 먹이기
exposure 노출
odourless 냄새가 없는
experimental 실험의

문제해설

(A) 친환경 접착제는 환경적인 영향을 적게 미칠 것으로 추론
할 수 있고, 이어지는 부분에서도 해로운 유해 화합물과 용제
를 줄이는 내용이 언급되므로, 접착제가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
을 ‘최소화하는 것(minimizing)’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enhancing은 ‘증가시키는 것, 향상시키는 것’의 의미를 가진다.
(B) these compounds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말하므로, 이
러한 물질들은 위험한 대기 오염원을 ‘방출한다(release)’고 하
는 것이 논리적이다. resolve는 ‘해소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C) 바로 앞 문장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의 예로 저
온 핫멜트 접착제가 언급된 것이므로, 그것을 사용하는 데 ‘더
적은(less)’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다. more는 ‘더 많은’의 의미
를 가진다.

trial 실험

구조분석

virtually 거의, 사실상

3행 Efforts to produce and market these have been
associated not only with the use of more sustainable raw
materials but also with minimiz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adhesives, particularly with regard to
[reducing harmful compounds and solvents contained
in the adhesives].
 「not only A but also B」는 ‘A뿐만 아니라 B도’의 의미
이다. [ ]는 동명사구인데, ‘~와 관련하여’라는 의미의 「with

Word Search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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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독해연습

regard to ~」에서 전치사 to의 목적어이다.

방법이었다. 그들은 방문 목적을 짧게 밝히고, 두 장의 사진을 찍고

어휘 및 어구

는, 단지 세 문장만의 대화를 나눈 채 가버렸다. 그들이 나타나서, 자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기 일을 실행하고, 가버리는 그 모든 것을 의례적인 인사말 한마디

commercial 상업적인

도 없이 5분의 시간 동안 처리한 그 방식이 십 대 소년의 자아를 멍

emergence 출현

들게 했다.

with regard to ~와 관련하여

(B) 서비스 방문을 마친 뒤, Joe는 가게로 돌아왔다. 감정의 폭이 좁
은 아버지에게도 그가 낙담한 것이 역력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있

compound 화합물

었니?”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물었다. 마지못해 Joe는 두 소녀와의

emission 배출

만남에 관해 말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그는 말했다. “힘내,

place limits on ~을 제한하다

앞으로 더 심해질 테니까.” 그리고 그 말을 하자마자 아버지는 하던

hazardous 위험한

업무로 돌아갔다. Joe는 “진짜! ‘힘내, 더 심해질 테니까?’ 그건 내가

pollutant 오염원, 오염 물질

평생 들어본 격려의 말 중 최악임에 틀림없어.”라고 생각한 것을 기

landfill 매립 쓰레기

틀리기 쉬운 유형편

regulation 규제, 규정

억한다.

applicator 도포용 도구

(D) 여러 해 뒤에, 그는 이제 나이가 들어 부드러워진 아버지에게 그
대화를 상기시켰다. 그는 이번에는 더 많은 뉘앙스를 제공했다. 먼

Word Search
정답

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두 급우가 일을 처리하는 실용주의적인

1. sustainable 2. emergence 3. emission

저, 그는 그 말이 맞다고 말했다. 인생은 힘들지만, 오늘이 아무리 힘
들어도 앞으로 더 힘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는 “힘내, 더 심해질 테

Tips
hot melt glue(핫멜트 접착제): 물이나 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열가소

니까.”라는 말은 부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것은 미래에 오늘과

성 수지를 사용하여 액상으로 피착제에 도포, 압착 후 수 초 내에 냉각 고체화 되

맞바꾸고 싶은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괴로움 속에 빠져

면서 접착력을 발휘하는 열용융 접착제이다.

있지 말라고 상기시켜주는 말이다. 진정, 멋진 조언이다.
문제해설

Exercise 5~7

정답

5. ② 6. ③ 7. ③

소 재

아버지의 조언
해 석

(A) Joe는 17세 때의 뚜렷한 기억이 하나 있다. 그는 아버지의 가전
제품 가게에서 거의 5년 동안 여름과 방학 때 일했었다. Joe는 어느
날 오후 한 고객의 세탁기를 수리하기 위해 서비스 방문을 나가 있
었다. 고등학교 졸업앨범부의 몇몇 부원들이 졸업반 학생들이 여름

5 Joe가 서비스 방문을 나가 있는 곳으로 여자 급우들이 찾아
온 (A)의 내용 뒤에, 그들의 일처리 방식으로 인해 상처 받았
다는 내용의 (C)가 이어지고, 그 뒤에 Joe가 가게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자신의 경험에 관해 대화를 나눈 (B)가 연결된 다음
에, 그때 받았던 아버지의 조언에 대해 세월이 지나 다시 대화
를 나누는 (D)로 이야기가 마무리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
므로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C)–(B)–(D)’이다.
6 (c)는 Joe의 아버지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Joe를 가리
킨다.
7 아버지의 조언을 받았을 때 Joe는 자신이 평생 들어본 격려
의 말 중 최악이라고 생각했으므로, ③은 Joe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방학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관해 자신들이 작업하고 있던 기사에 쓰
려고 그의 사진을 찍기 위해 가게로 들어왔다. 그의 아버지는 그들

구조분석

에게 고객의 집을 알려주었다(그것은 작은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

(C)5행 [The manner {in which they showed up,
executed their chore, and exited all in the span of five
minutes with not even a pleasantry}] was bruising to a
teenage boy’s ego.
 [ ]가 문장의 주어부이고, { }는 The manner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다). 그래서 Joe에게는 매우 뜻밖에도 졸업반에서 가장 예쁜 여학생
두 명이 그의 사진을 찍기 위해 나타났다.
(C) 그 당시 Joe는 남의 눈을 매우 의식했다. 17세에, 예쁜 여학생
들의 존재는 그를 엄청나게 긴장하게 했다. 게다가, 그는 지저분해
보였으며 예고되지 않은 이 방문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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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분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녀의 일반적인 행동과 태도를 더 인식

어휘 및 어구

하게 된다. ‘사악한’이라는 낱말은 ‘나쁜’보다 더 구체적이다. 사악함

specific 뚜렷한, 분명한
yearbook 졸업 앨범

은 여러 형태를 띠므로, 나는 여전히 Maddy의 성격을 정확하게 지

restricted (폭이) 좁은, 한정된

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세부 사항, 아마

reluctantly 마지못해

도 Maddy의 사람 유형에 대한 더 약한(→ 더 두드러진) 함축이 있

at hand 다루고 있는, 당면한

다. 게다가, 그리고 다시 일반적인 언어 관행을 상정하면, 여러분은

motivational speech 격려의 말

또한, 우리가 여전히 그녀의 도덕적 성격을 논하고 있다고 상정하면

self-conscious 남의 눈을 의식하는

서, 내가 Maddy를 못마땅해하고 있다고, 또는 여러분이 그녀를 못

presence 존재

마땅해하거나 그와 비슷해야 한다고 내가 말하고 있다고 인식할 것

unannounced 예고되지 않은

이다.

utilitarian 실용주의적인, 실리주의의

문제해설

snap (사진을) 찍다

어떤 사람의 성격 특성을 묘사할 때 bad보다 wicked는 더 구
체적이고, 더 세부적이며, 전달되는 함의가 더 확실해지기 마
련이다. 그러므로 ④의 weaker(더 약한)를 stronger(더 두드
러진)와 같은 어휘로 바꿔야 한다.

no more than 단지 ~만의
execute 실행하다
span 시간, 간격
bruise 멍들게 하다
ego 자아

구조분석

soften 부드러워지다

4행 However, you might not get a more detailed sense
of [the particular sorts of way {in which Maddy is
bad}, her typical character traits, and the like], since
people can be bad in many ways.
 [ ]는 of의 목적어이다. { }는 the particular sorts of
way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and the like는 ‘등’, ‘기타 비슷
한 종류의 것’을 의미하는 관용구이다.

phrase 말, 어구
reminder 상기시켜주는 것
trade 맞바꾸다, 교환하다
Word Search
정답

1. self-conscious 2. presence 3. ego

어휘 및 어구

infer 추론하다
intonation 억양

Exercise 8

정답

④

소 재

‘나쁜(bad)’과 ‘사악한(wicked)’
해 석

내가 여러분에게 Maddy가 나쁘다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라. 아마
여러분은 나의 억양이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내 뜻
이 도덕상 나쁘다는 것이라고 추론한다. 게다가 여러분은 아마, 일
반적인 언어 관행을 고려하고 내가 진심이라고 상정한다면, 내가
Maddy를 못마땅해하고 있다고, 또는 내 생각에 여러분이 그녀를
못마땅해하거나 그와 비슷해야 한다고 내가 말하고 있다고, 추론
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Maddy가 나쁜 특정 유형의 방식, 그
녀의 일반적인 성격 특성 등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인식하지 못

context 상황, 맥락
disapprove of ~을 못마땅해 하다
linguistic 언어적
convention 관행
sincere 진심인, 진정한
detailed 자세한
sort 유형, 부류, 종류
character 성격, 성품
trait 특성
pinpoint 정확하게 지적[묘사]하다
Word Search
정답

1. infer 2. convention 3. sincere

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여러 방면에서 나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에 반해서, 만일 내가 Maddy는 사악하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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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독해연습

\Exercise 9

정답

⑤

소 재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그리고 전자기파
해 석

그 열이나 전자기파), 방사선

wavelength 파장
molecule 분자
electromagnetic 전자기의
infrared 적외선(의)
visible 가시적인, 볼 수 있는, 보이는
ultraviolet 자외선(의)

티날의 구조를 바꿀 수 없을 만큼 너무 길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squeeze 끼워 넣다, 압착하다

가시적인 색인 빨간색의 바로 아래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적외

invisible 보이지 않는

선’이라 부른다. 파장이 볼 수 없을 만큼 약간 너무 짧으면[볼 수 있

dividing line (구분하는) 경계선

는 범위를 약간 벗어나 있으면], 그것이 가시적인 색인 자주색을 바

adverse 부정적인

로 넘어서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자외선’이라 부른다. 가시광선은

mechanism 메커니즘, (수행) 구조, (목적 달성) 방법

보이지 않는 적외선 파장과 자외선 파장 사이에 끼워져 있다. 우리

obscure 이해하기 힘든, 알기 어려운

가 가시광선을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의 우주 내부에 있는 경계선으
로 간주한다면, 가시적인 것의 양쪽에 있는 파장에 대해 어떻게 말
할 수 있을까? 가시광선보다 더 짧은 그런 파장은 더 많은 에너지를
지닌다. 그 더 짧은 파장의 복사는(엑스레이를 생각해 보라), 단순히

틀리기 쉬운 유형편

전자기파의 파장이 (눈의 망막에 있는 생물학적인 화학 물질인) 레

Word Search
정답

1. obscure 2. adverse 3. squeeze

Tips

분자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넘어설 정도로 충분한 에너지를 지니는

retinal(레티날): 레티날은 빛에 반응하는 색소 분자로서 빛에 의하여 cis형에

데, 그 복사는 그 분자를 실제로 파괴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생

서 trans형의 이성질체(분자식은 같지만 분자 안에서 원자의 배열 방식이 다르

물학적 분자의 파괴가 복사의 부정적인 생물학적 영향을 일으킨다.
그에 반해서, 파장이 더 긴 그런 복사는 빛보다 훨씬 더 적은 에너지

기 때문에 다른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갖는 화합물)로 변한다. 빛 에너지에 의해
레티날의 구조가 바뀌고, 결합하고 있는 옵신(opsin)과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뇌
에서 빛을 인식하게 된다.

를 지니고 있어(라디오파를 생각해 보라), 심지어 레티날이나 다른
생물학적 분자의 구조를 바꾸기에도 충분하지 않다. 이런 낮은 에너
지 복사가 생물학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의 메커니즘은 더욱 이
해하기 힘들고 우리가 현재 생물학에 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을 넘어
서는 것이다.
문제해설

In contrast로 시작하는 주어진 문장은, 파장이 더 긴 복사는
적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 생물학적 분자의 구조를 바꾸지 못
한다는 내용이므로, 대조적인 기술인, 파장이 짧은 복사의 생
물학적 분자 파괴를 다룬 내용의 뒤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 ⑤
다음 문장의 these low energy radiations는 주어진 문장의
those radiations with longer wavelengths를 가리킨다. 그
러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⑤이다.
구조분석

12행 And it is [the breaking of biological molecules]
that results in radiation’s adverse biological effects.
 [ ]가 「it is ~ that ...」 강조 구문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주어가 강조된 구조인데, breaking의 수에 맞춰 동사 results
가 쓰이고 있다.

Exercise 10

정답

④

소 재

고통의 특성
해 석

고통은 철학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언제나 문제가 되어 왔다. 신
체적 부상과 질병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관찰될 수 있는 반면에, 고
통은 사적인 것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어쩌면 고통 받
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그것(고
통)을 적절히 알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이 문화 이론가인
Elaine Scarry로 하여금 강렬한 고통을 ‘세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묘사하게 한 특성이다. 고통 받는 사람은 고통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공감하고 자신을 믿어주는 다른 사람들의 능력에 의존한다. Scarry
가 말하듯이, “고통을 갖는 것은 ‘확실성’을 갖는 것이고, 고통에 대

어휘 및 어구


radiation 복사(물체로부터 열이나 전자기파가 사방으로 방출됨, 또는

해 듣는 것은 ‘의구심’을 갖는 것이다.” 일부 환자들은 필연적으로 다
른 환자들보다 더 믿을 만하다고 여겨지는 반면, 일부는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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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고통을 과장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만의 정치적

certainty 확실성

유형을 만들어 낸다. 고통의 정치는 누가 연민을 받을 자격이 있는

doubt 의구심

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연민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서로 다

strain 유형, 종류

른 의견을 포함하고, 이것은 그것만의 독특한 정치적 입장을 만들어

inevitably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내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고통

credible 믿을 만한

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동정이나 고통 완화를 받을 자격이 더 적다

exaggerate 과장하다

는 더욱 엄격한 관점을 취해 왔다.

compassion 연민, 동정심

→ 고통은 주관적으로 표현되며, 이것은 우리가 고통 받는 사람들에

conservative 보수주의자

대해 얼마나 동정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정치적인 문제가 되

harsh 엄격한, 가혹한

게 한다.

deserving of ~을 받을 자격이 있는

문제해설

고통은 사적인 경험이어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고통을 느끼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고, 이런 특성으
로 인해 고통을 느끼는 사람을 얼마나 인정하고 동정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빈
칸 (A)에는 ‘주관적으로(subjectively)’가, (B)에는 ‘동정하는
(compassionate)’이 가장 적절하다.
① 분명하게–정직한
② 중립적으로–동정하는
③ 중립적으로–단도직입적인
⑤ 주관적으로–정직한

sympathy 동정
Word Search
정답

1. private 2. empathize 3. compassion

Exercise 11

정답

③

소 재

수메르 사회 사원의 경제적 역할과 문자의 발달
해 석

구조분석

5행 The sufferer [feels alone with their pain], and
[depends on the capacity of others {to empathize and
to believe them}].
 The sufferer가 주어이고 두 개의 [ ]가 술부이다. 두 번
째 [ ] 안의 { }는 the capacity of others를 수식하는 to부
정사구이다.
어휘 및 어구

philosophically 철학적으로
politically 정치적으로
problematic 문제가 되는
whereas ~인 반면에
apparently ~인 것 같이, 겉보기로는
private 사적인

수메르 경제의 전형적 모델에서 사원은 상품의 생산, 수집, 그리고
재분배를 관장하는 관리 당국으로서 기능했다. Uruk의 사원 단지에
서 나온 관리용 (점토)판의 발견은, 상징의 사용과 결과적으로 글자
가 중앙 집권화된 경제 관리의 수단으로서 발달했다는 것을 시사한
다. Uruk 시기 가정집의 터에서 나온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개인들이 또한 개인적 합의를 위해 그 체계를 사용했는지
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 문제와 관련하여, 읽고 쓰는 능력이 그
것의 초기에 얼마나 널리 퍼져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초기의 판
에서의 인식 가능한 기호와 그림 문자의 사용은 관리자들이 읽고 쓸
줄 아는 측과 읽고 쓸 수 없는 측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어휘 목록
을 필요로 한 것과 일치한다. 설형 문자가 더욱 추상적이게 되어 가
면서, 읽고 쓰는 능력은 자신이 합의했던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
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점점 더 중요해졌음이 틀림없다.
문제해설

potentially 어쩌면, 잠재적으로

(A) 수메르 경제에서는 사원이 상품의 생산, 수집, 재분배를

adequately 적절히

관장하는 관리 당국으로서 기능했다는 문맥으로 보아, 사원 점
토판 유적의 글자는 경제 관리의 수단으로서 발달했을 것이므
로, (A)에는 suggests(시사한다)가 적절하다. deny의 의미는
‘부정하다’이다.
(B) 앞쪽에는 고고학적 증거가 없어 개인적 합의를 위해 쓰기

communicate 알리다, 전하다
alone 외로운
capacity 능력
empathize 공감하다, 감정 이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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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분석

7행 [The use of identifiable symbols and pictograms
on the early tablets] is consistent with [administrators
needing a lexicon {that was mutually intelligible by
literate and nonliterate parties}].
 첫 번째 [ ]는 문장의 주어인데, 주어의 핵심어인 use
의 수에 맞춰 is가 쓰이고 있다. 두 번째 [ ]는 with의 목
적어인데, needing이 이끄는 동명사구의 의미상의 주어는
administrators이다. { }는 a lexicon을 수식하는 관계절이
다.
9행 As cuneiform script became more abstract, literacy
must have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o ensure
[one understood {what he or she had agreed to}].
 must have become은 「must + have + 과거분사」(~했음
에 틀림없다)로 과거 사실에 대한 현재의 강한 추측을 표현한
다. [ ]는 ensure의 목적어이고 { }는 understood의 목적어
이다. { } 내에서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이며
to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어휘 및 어구

classic 전형적인, 고전적인

identifiable 인식 가능한
pictogram 그림 문자
consistent with ~와 일치하는
mutually 서로, 상호 간에, 공통으로
intelligible (쉽게) 이해할 수 있는
nonliterate 읽고 쓸 수 없는
Word Search
정답

1. tablet 2. intelligible 3. commodity

Exercise 12~14

정답

12. ③ 13. ④ 14. ⑤

소 재

요양 시설에서 Joyce의 일과 삶의 변화
해 석

(A) Joyce는 노인에 대한 인내심이 거의 없었지만 요양 시설의 활
동 관리자직에 지원했다. 전화벨 소리가 그녀를 깨웠을 때는 오전 8
시 5분이었다. 저쪽 끝에 있는[상대편] 여자의 목소리가 쾌활하게 들
렸다. “저에게 당신의 활동 관리자 지원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
운 부서를 막 열려고 합니다. 얼마나 빨리 면접을 보러 올 수 있습니
까?”라고 그녀는 말했다. Joyce는 깨어 있는 것처럼 들리게 하려고
(자신이) 최선을 다하면서, “한 시간이요. 한 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
다.”라고 Joyce가 말했다. 그날부터 Joyce의 삶이 변했다. 깨어나
는 순간마다 그녀의 생각은 요양 시설 거주자들에게 있다. 거주자들
은 그녀의 생각과 마음을 채운다.
(C) 그녀의 첫 번째 사랑은 살아 있는 친척이 단 한 명뿐인 외로운
여자 Miss Lilly였다. Miss Lilly는 예쁜 모습은 아니었다. 그녀는
큰 손과 발을 가진 어깨가 넓지만 거의 수그린 자세로 있는 여자였
다. 그녀는 나날을 파란색 의자에 앉아서 보냈다. 숱이 적고 철회색
의 그녀의 머리카락에는 곧추선 부분이 두 곳이나 있어서 머리카락

authority 당국, 권위, 권한

이 사방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Miss Lilly는 말이 전
혀 없었다. Joyce는 그녀의 유일한 친척인 조카딸을 몇 번 본 적이

commodity 상품, 물품

있었다. 방문할 때마다 똑같았다. 파란색 의자의 몇 피트 앞에 서서

redistribution 재분배, 재배포

그녀의 조카는 “이모의 수표가 왔어요, 이모의 고지서는 납부되었어

tablet 판, 평판(平板)

요.”라고 말하곤 했다. 사적인 말, 포옹, 또는 애정의 표시도 절대 없

complex (건물) 단지, 복합 건물

었다.

administrative 관리의, 행정의

token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표식으로서의) 상징, 대용 화폐, 기념물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governance 관리, 통치
domestic 가정의, 집안의, 국내의
for that matter 그 문제와 관련하여

(D) 몇 개월이 지났고, Miss Lilly는 의자에서 더욱더 아래로 오그라
드는 것 같아 보였다. Joyce는 그녀가 잘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Miss Lilly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 자신의 점심시간을 포
기했다. Miss Lilly가 젤로와 푸딩을 매우 즐겨 먹는다는 것을 알고
서, Joyce는 그녀에게 여분을 갖다 주었다. Joyce는 그녀에게 날

  

12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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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기 쉬운 유형편

가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내용이, 뒤쪽에는 초
기에 읽고 쓰는 능력이 없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기호와 그
림문자가 사용되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초기에 읽고 쓰
는 능력의 확산 정도가 불명확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clear(명
확한)가 적절하다. unclear의 의미는 ‘불명확한’이다.
(C) 초기에는 읽고 쓰는 능력이 없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기호와 그림 문자를 썼지만, 설형 문자가 더욱 추상적으로 되
어 가는 상황에서는 합의 사항을 글로 확인하는 데에 읽고 쓰
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기 마련이므로, important(중요한)가 적
절하다. insignificant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은’, ‘대수롭지 않
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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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의 기쁨, 그리고 자신의 슬픔을 그 거주자들과 나눈다. 그들은 그
녀와 자신들의 과거, 미래에 대한 자신들의 두려움, 자신들의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사랑을 나눈다. Miss Lilly 때문에
Joyce는 노인 세대에 관하여, 요양 시설에 관하여, 혹은 삶에 관하

  

  

  

lonely 외로운

stick out 삐져나오다, (툭) 튀어 나오다
bill 고지서, 청구서

affection 애정, 연모

shrink 오그라들다, 움츠리다

Jell-O 젤로(디저트 식품의 일종)
constantly 끊임없이, 항상

amazement 깜짝 놀람, 망연자실
kneel 무릎을 꿇다

  

여도 절대 똑같이 느끼지 않는다.

resident 거주자, 주민

  

요한 것이다. 그녀는 매일의 일과를 매우 좋아하며 자신의 삶, 자신

cheerful 쾌활한, 기운찬

  

많은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며, 그들은 그녀 마음의 작은 조각이 필

facility 시설, 능숙, 용이함

  

(B) 그때 이후 Joyce의 삶에 많은 Miss Lilly가 있었고 그녀는 다
른 Lilly들이 많이 있을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친절과 배려보다 더

apply for ~에 지원하다

  

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Joyce는 Miss Lilly를 두 팔로 끌어
안았고 자신의 가슴이 사랑으로 터질 듯하는 것을 느꼈다.

어휘 및 어구

  

요”라고 속삭였다. “내가 Miss Lilly를 사랑하나?” Joyce는 그것에

One day, [to her amazement], Miss Lilly spoke.

 [ ]는 「to one’s + 감정명사」 구문으로 ‘~하게도’의 뜻이다.

  

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다. “팔로 나를 감싸고 나를 사랑하는 척해

(D)4행

  

끊임없이 말을 했다. 어느 날 (그녀가) 깜짝 놀랍게도, Miss Lilly는
말을 했다. “허리를 숙여요”라고 Miss Lilly는 말했다. 얼른 Joyce

  

씨, 현재의 사건, 자신이 생각해 낼 수 있는 어떤 것이든지에 관하여

12 Joyce가 요양 시설에 취직해서 삶이 변했다는 (A) 다음에
첫 번째 사랑인 Miss Lilly를 소개하는 (C)가 이어져야 한다.
Joyce가 말이 없이 파란색 의자에 앉아 나날을 보내는 Miss
Lilly가 밥을 잘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이후 좋아하
는 음식을 더 갖다주고 끊임없이 말을 붙여 결국 말을 하게 되
고 Miss Lilly를 끌어안게 되는 (D)가 이어지고, 그때 이후
Joyce의 삶에서 Miss Lilly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었고 그들
과 모든 것을 나눈다는 (B)가 마지막에 와야 한다. 그러므로
(A)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③ ‘(C)–(D)–(B)’가 가장 적절
하다.
13 (d) 는 요양 시설에 파란색 의자에 앉아 나날을 보내는
Miss Lilly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요양 시설에서 일하는
Joyce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정답은 ④이다.
14 Miss Lilly는 젤로와 푸딩을 매우 즐겨 먹는다고 했으므
로 ⑤는 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whisper 속삭이다,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다
gather 끌어안다, 모으다

  

문제해설

burst 터질 듯하다, 파열하다
Word Search
정답

1. resident 2. whisper 3. facility

구조분석
(B)4행

They share with her [their past, their fear of the
future, their families, and most of all, their love].
 [ ]는 share의 목적어로 목적어가 길어서 「share ~ with
...」가 「share with ... ~」 의 어순으로 도치된 것이다.
(C)5행 [Standing a few feet in front of the blue chair]
her niece would say, “Your check came, your bill is
paid.”
 [ ]는 분사구문이고, would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어
‘~하곤 했다’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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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Week

7 Mini Test 1

1⑤
7⑤
13 ①
19 ②
25 ⑤

2
8
14
20
26

⑤
⑤
④
④
④

3
9
15
21
27

④
⑤
②
⑤
⑤

어휘 및 어구

본문 150~175쪽

opportunity 기회

4②
10 ③
16 ④
22 ③
28 ④

5
11
17
23

④
④
③
④

6
12
18
24

⑤
④
④
⑤

initiate 시작하다
incorporate 통합하다
peer support 또래 지원, 동료 지원
self-awareness 자기 인식
area 영역
pertain to ~와 관련 있다
survey 설문 조사

1

정답

⑤

소 재

guarantee 보장하다
obligate 의무를 지우다
intervention 개입, 중재

소집단 상담을 위한 설문 조사
해 석

학부모님께,
여러분이 학부모-교사 회의에서 아이의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모
이시므로, 저희는 이 기회를 빌려 아이들을 위한 소집단 상담을 시
작하면서 여러분의 피드백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
니다. 집단 상담은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집

2

정답

⑤

소 재

야구 경기 중 공을 놓친 범실
해 석

단들 각각은 사교적 기술 발달, 건전한 의사소통 기술, 또래 지원, 그

그 회 말에 Skeeter에게 공이 하나도 오지 않았다. 그다음 회에 높

리고 자기 인식을 통합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래에서 자녀의 필요와

은 뜬공이 왼쪽 깊숙한 곳으로 타격되었다. Skeeter는 그것이 푸른

관련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영역에 가능한 한 많이 체크해 주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바라보았고 그것이 자기 뒤에 있는 펜스를

십시오. 이번 설문 조사의 결과에 따라 저희들은 이러한 주제들에

향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돌아서서 뒤로 돌진했고, 발을 헛디

특화된 소규모 집단을 구성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칸들을 체크한

뎠다가 다시 일어섰고, 다시 돌아섰다. 공이 자신의 앞쪽 먼 곳에 떨

다고 해서 자녀가 향후 집단 상담 개입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거나

어지고 있는 것을 보자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맙소사, 그는 그것

참여할 의무를 지우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을 잘못 판단했던 것이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힘껏 달리며 앞

주제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

으로 뛰어나갔다. 달려서는 그 공을 잡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았을

시기 바랍니다.

때 그는 그것을 향해 몸을 던졌다. 공은 글러브 끝을 스치듯 지나가

학교 상담사 Debbie Sanders 드림

땅에 부딪쳤고, 그는 큰 대자가 되어 앞으로 엎어졌다. 그는 허둥지

문제해설

학교의 소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필요를
조사하는 설문지 작성을 학부모에게 부탁하는 글이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둥 일어서서, 공을 집어 들어, 2루를 향해 던졌다. 그 남자(타자)는 이
미 거기에 있었다. Thunder의 팬들로부터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
런, Skeet!” 3루수 Henry Mall이 소리쳤다. “네 위치에 있었더라면,
너는 그 공을 뒷주머니로도 잡았을 수 있었을 텐데!” Skeeter는 손
으로 얼굴을 가린 채 자신이 그 순간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랐다.
문제해설

구조분석

Please note [that checking off these boxes does not
guarantee or obligate {your child to participate in any
future group counseling interventions}].
 [ ]는 note의 목적어인 명사절이다. { }는 두 개의 동사
guarantee와 obligate에 연결되어 있다.

9행

104

야구 경기 중 뜬공이 펜스를 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쪽으로
힘껏 뛰었지만, 결국 그 공은 자신이 원래 있던 곳에 떨어져 공
을 놓치게 된 상황이다. 쉽게 잡을 수 있던 공을 판단 실수로
놓치게 되었고 팬들의 웃음을 사게 되었으므로, Skeeter의 심
경으로는 ⑤ ‘창피한’이 가장 적절하다.
① 적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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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하는
③ 안도하는
④ 무관심한

은 그것들을 만화에서, 광고에서, 인형들의 얼굴에서, 이모티콘에서,
다시 말해 끝없이 나열된 이미지와 도상에서 본다. 교재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심리학 전공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치료 전문가들은 그
것들을 그들의 환자에게 가르친다. 매체는 그것들을 서구 세계 전체

구조분석

2행 Skeeter [watched it soar into the blue sky] and
[thought for sure {that it was heading for the fence
behind him}].
 두 개의 [ ]가 and로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 [ ] 안에서
{ }는 thought의 목적어인 명사절이다.
어휘 및 어구

inning (야구) 회(回), 이닝
fly 뜬공, 비구(飛球)

에 널리 퍼뜨린다. “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은 아마 생각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문화가 이런 표현들을 ‘만들어 냈고’,
우리 모두가 그것들을 ‘배웠다고’ 말하는 건가요?” 음… 그렇습니다.
문제해설

특정 표정이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가는 문화적으로 정해진 고
정관념이자 문화적인 상징이며, 사람들은 사회의 여러 통로를
통해 그러한 고정관념을 배운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구조분석

soar 날아오르다, 치솟다
stumble 발을 헛디디다
regain one’s footing 다시 일어서다
misjudge 잘못 판단하다
dive at ~을 향해 몸을 던지다
brush 스치듯 지나가다
tip 끝

어휘 및 어구

strike 부딪치다

Mini Test

1행 If facial movements have so much variation within
an emotion category like “Fear,” you might wonder
[why we find it so natural {to believe that a wide-eyed
face is the universal fear expression}].
 [ ]는 wonder의 목적어인 명사절이다. [ ] 안에서 it은 형
식상의 목적어이고 { }가 내용상의 목적어이다.

head for ~을 향하다

variation 차이, 변화

scramble to one’s feet 허둥지둥 일어나다

emotion 감정

Holy cow! 이런! 어이쿠!

wide-eyed 눈이 휘둥그레진

exclaim 소리치다, 외치다

universal 보편적인, 일반적인

third baseman 3루수

stereotype 고정관념

hip pocket (바지나 스커트의) 뒷주머니

symbol 상징
well-known 잘 알려진
preschool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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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소 재

얼굴 표정의 이해
해 석

‘두려움’과 같은 하나의 감정 범주 내에서 얼굴 움직임에 너무나 많

shorthand 간단한 전달법, 속기
convention 관습
emoji 이모티콘
endless 끝없는
array 나열, 배열
imagery 이미지, 마음에 그리는 여러 가지 상
therapist 치료 전문가, 치료사

은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은 눈이 휘둥그레진 얼굴이 보편적인 두려
움의 표현이라고 믿는 것을 우리가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
는지에 대해 의아해할지도 모른다. 그 답은 그것이 고정관념, 즉 우
리 문화 내에서 ‘두려움’에 대해 잘 알려진 주제에 맞는 상징이라는
것이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고정관념을 가르친다.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들은 화가 난 거예요. 입을 삐쭉 내미는 사람들은 슬
픈 거예요.” 그것들은 문화적인 간단한 전달법, 즉, 관습이다. 여러분
Mini Test 1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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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답

②

소 재

시공간적 능력과 수학·과학 학습

focus on ~에 중점을 두다, ~에 초점을 맞추다
enhance 증진시키다
region 영역
positively 긍정적으로
subsequent 이후의

해 석

시공간적 작업 기억으로 힘겨워하는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 시험에
서 애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시험에서 잘하기 위해서는 이미

Tips
working memory(작업 기억): 작업 기억은 제한된 정보를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각종 인지 처리를 수행하는 작업장으로서 기능하는 단기적 기억

지를 시각화하고 조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물리 문제를 어

이다. 일상의 작업들은 작업 기억에 의존하는데, 전화를 걸기 전까지 전화

떻게 푸는지 또는 세포 분열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를 생각

번호를 마음속에 유지하는 것이 그 예에 해당한다.

해 보라. 뇌는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그리고, 이 이미지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고 나서 학생이 종이에 답을
기록하는 동안 그 답을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어야 한다. 어렸을 때
부터 시공간적 능력을 기르는 학생들은 이후에 수학과 과학 분야에
서 더 성공할 수도 있다. 학생들의 시공간적 기술을 기르는 데 중점
을 두는 유치원 교사들은 이러한 영역의 발전을 증진시키고 이후 몇
년 동안 학생들의 학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경험이 뇌를 변
화시키기 때문에, 초기의 경험은 발달하는 두뇌에서 이러한 과정들
을 강화시켜, 이후의 삶에서 그 과정들이 더 강건할 수 있게 한다.
문제해설

수학과 과학 시험에서 잘하려면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조작하
는 시공간적 능력이 필요하고, 어렸을 때부터 시공간적 능력을
기르는 것이 이후의 수학과 과학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②가 가장 적절하다.
구조분석

4행 The brain needs to be able to [picture these things],
[hold these images in mind], [manipulate them], and
then [hold the answer in mind {while the student
records it on paper}].
 네 개의 [ ]가 and로 연결되어 to에 이어진다. 마지막
[ ] 안에 있는 { }는 while이 이끄는 부사절이고 it은 the
answer를 가리킨다.
어휘 및 어구

visual-spatial 시공간적인, 시공간의
working memory 작업 기억
visualize 시각화하다
manipulate 조작하다
cellular division 세포 분열
picture 마음속에 그리다
field 분야
preschool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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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 재

영화 감상의 과정
해 석

장르 등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여, 관객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가 특정한 전개 논리를 따를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그
래서 그 영화를 보는 동안 내내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
가에 대한 ‘예상’을 할 것이다. 영화는 관객들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그에 맞춰 예상을 재조정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예상을 맞춤으로써 계속 진행 중인 과정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Bordwell과 Thompson은 쓰면
서, 우리가 예술 작품에 참여하는 것은 대부분 그러한 예상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핵심은 물론 영화와 다른 허구를 다룬 작품이 결
코 목적지로 직행하는 경로를 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끊
임없이 우리의 예상이 틀렸음을 보이고 우리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가설을 바꾸게 만들고, 흔히 가장 중요한 것
은 목적지가 절대로 아니고 우회이다.
문제해설

이 글은 관객이 영화를 볼 때에 영화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수정하는 과정을 계속한다는 내용이므
로, 밑줄 친 표현의 의미로 ④ ‘영화의 사건을 토대로 하여 줄거
리에 대한 예측을 재구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이야기를 하는 데 영화가 사용한 이미지와 소리를 분석하는 것
② 영화의 감정적인 강도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의 관점을 조정
하는 것
③ 영화 장르 간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재정립하는 것
⑤ 그 영화의 등장인물들과 우리가 다른 영화에서 본 인물들을
비교하는 것

EBS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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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독해연습

구조분석

예상대로 나쁜 정신 건강을 예측했지만, 중간 수준의 역경에 직면

8행 The point of course is [that films and other works
of fiction never take a direct route to their goal; they
constantly {refute our expectations} and {force us to
change our hypotheses as to “what will happen next”},
and often it is {not the goal at all but the detour} t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 ]는 The point를 설명하는 보어이고, 첫 번째와 두 번째
{ }는 and로 연결되어 있다. 세 번째 { }는 「it is ~ that ...」
강조 구문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했던 사람들은 역경을 거의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더 건강했

어휘 및 어구

on the basis of ~에 근거하여, ~을 기반으로
spectator 관객
expect 예상하다
ongoing 계속 진행 중인
hypothesis 가설 (pl . hypotheses)
readjust 재조정하다
adapt 맞추다, 조정하다

여준다. 후속 연구는 생애에서 겪은 역경의 양과 피실험자들이 실험
중 주어진 스트레스 요인에 반응하는 것 사이에서 비슷한 관계를 발
견했다. 중간 수준의 역경이 가장 큰 회복력을 예측했다. 따라서 적
당한 양의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미래에 스
트레스를 직면할 때의 회복력을 기를 수 있다.
문제해설

이 글은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말하며,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은 회복력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를 제
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적당
한 스트레스 수준이 회복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다.
① 회복력을 기르는 훈련의 단계
②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다루는 실용적인 방법들
③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뇌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
④ 과도한 스트레스의 흔한 징후와 증상
구조분석

in accordance with ~에 따라

7행 High levels of adversity predicted poor mental
health, as expected, but [people {who had faced
intermediate levels of adversity}] were healthier than
[those {who experienced little adversity}], [suggesting
that moderate amounts of stress can foster resilience].
 첫 번째 [ ]와 두 번째 [ ]가 비교되고 있다. 각각의 [ ] 안
에 있는 { }는 people과 those를 각각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세 번째 [ ]는 분사구문으로 앞 절의 내용을 부연 설명한다.

involvement 참여
to a great extent 대부분, 크게
direct 직행하는, 직통의
route 경로
constantly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Mini Test

accordingly 그에 맞춰, 그에 따라

는데, 이것은 적당한 양의 스트레스가 회복력을 키울 수 있음을 보

어휘 및 어구

6

정답

⑤

소 재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가 주는 이점
해 석

respondent 응답자
derive ~ from ... ~을 …에서 얻다
benefit 이익
adversity 역경
reevaluate 재평가하다
priority 우선순위

주요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는 대

insight 통찰

다수의 응답자들이 자신이 겪은 역경에서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한

acquire 얻다

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들은 때때로 사람들이 새

adaptation 적응

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통찰을 배우

exposure (직접) 경험 [체험]함, 접함

고, 새로운 강점을 얻게 한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에 의해 시작된 적

curvilinear relationship 곡선 관계

응 과정은 개인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참가자들의 서른일곱 개

intermediate 중간의

의 주요 부정적인 사건 경험을 측정한 한 연구는 생애에서 겪은 역

moderate 적당한

경과 정신 건강 사이의 곡선 관계를 발견했다. 높은 수준의 역경은

foster 키우다, 촉진하다
Mini Test 1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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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lience 회복력

 첫 번째 [ ]는 this time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며 그 안에
두 개의 { }가 and로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 [ ]는 learn의
목적어이다.

follow-up study 후속 연구
response 반응

어휘 및 어구

view 견해

7

정답

⑤

소 재

진정한 대화
해 석

belief 신념
cast ~ as ... ~을 …로 말하다[여기다]
force 힘, 세력
sweep 휩쓸다
intensify 심화하다, 강화하다
reperceive 재인지하다, 재인식하다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안에서 많은 것이 우리

inherited 물려받은, 상속한

에게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사회에서 점점 더 귀를 기울이지 못하

mere 단순한

고 서로의 말을 진정으로 듣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다른 견해

transformative 변화의

나 신념,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다른 사람’으로 너무 쉽게 말하는 시

mutual 상호 간의

대에 살고 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인 변화의 강

theologian 신학자

력한 힘들이 세계를 휩쓸고 있고 자아, 타인, 그리고 삶으로부터 우

party 측, 당사자

리의 분리를 심화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말

prior to ~ 이전에, ~에 앞서

하고 듣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의 관계를 매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우리가 물려받은 경쟁과 분리의 역사적 그리고 경제적 구
조를 넘어서, 신선한 눈으로 우리의 세계를 재인지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진정한 대화는 단순한 의견 교환 이상이다. 그것은 신
뢰와 상호 존중에 바탕을 둔 변화의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롭고 더 정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된다. 신학자 David
Lochhead가 설명하듯이 “그것은 대화 전에는 어느 측도 갖고 있
지 않은 진실을 아는 방법이다.”
문제해설

이 글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분리하는 현대 사회에서 세상을 다른 방법
으로 볼 필요가 있으며, 그런 새로운 시각은 진정한 대화를 통
해 시작된다는 주장을 한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⑤ ‘변화의
시대에 진정한 대화의 중요성’이 가장 적절하다.
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의 이점은 무엇인가?
② 꿈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아라
③ 급변하는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는 방법
④ 명상: 현대 세계에서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유
구조분석

4행 At this time [when great forces of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change are {sweeping
the globe} and {intensifying our separation from self,
others, and life}], we need to learn [how to speak and
listen in a new way].

108

8

정답

⑤

소 재

미국인들의 음식물 섭취 권장 수준과 실제 섭취량 비교
해 석

권장 수준 대비 음식물 섭취량(미국, 2007년~2010년)
위의 그래프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다양한 식품군의 권장
수준 대비 미국 인구의 음식물 섭취량 비율을 보여준다. 여섯 개의
식품군들 중에서, Vegetables가 87퍼센트로, 권장 수준을 충족하
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Protein Foods
가 42퍼센트로, 권장 섭취 수준보다 더 적게 섭취한 사람들의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Fruit과 Oils에 있어서, 권장 섭취 수준보
다 더 적게 먹은 사람들의 비율이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
보다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Fruit의 권장량보다 더 적게 먹은 사람
들의 비율이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보다 세 배 더 높았다.
Vegetables를 권장 수준 이상으로 섭취한 사람들의 비율이 Dairy
의 그것보다 더 높았지만, 단지 1퍼센트포인트 차이였다.
문제해설

Vegetables를 권장 수준 이상으로 섭취한 사람들의 비율이
Dairy를 권장 수준 이상으로 섭취한 사람들의 비율보다 더 낮
았으므로, ⑤는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EBS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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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독해연습

구조분석

문제해설

10행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consumed
Vegetables at or above the recommended level} was
higher than that of Dairy], but [by only 1 percentage
point].
 두 개의 [ ]를 but이 연결한다. 첫 번째 [ ]에서 { }가 주
어이다.
어휘 및 어구

dietary 음식물의
intake 섭취(량)

구조분석

1행 Chopin’s Irish father died [when she was five
years old], [leaving her to be raised by her mother,
grandmother, and great-grandmother].
 첫 번째 [ ]는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두 번째 [ ]는
분사구문이다.
어휘 및 어구

dairy 유제품(의)

instrumental 도움이 되는

protein 단백질

debt 빚

recommendation 권장

depression 우울함

food group 식품군

ease 덜다, 완화하다

proportion 비율

grief 슬픔

정답

⑤

소 재

10

져 양육되었다. 스무 살에 그녀는 Oscar Chopin과 결혼했고, 부
부가 루이지애나주의 New Orleans에 정착했다. 그들은 남부 루이
지애나를 옮겨 다녔고, 거기서 그녀는 자신의 글쓰기에 도움을 주게
될, Creole 문화에 관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1882년에, 그녀

③

Green Hill 에세이 쓰기 대회
해 석

Kate Chopin은 1850년에 미주리주의 St. Louis에서 태어났다.
아일랜드계였던 Chopin의 아버지는 그녀가 다섯 살이었을 때 사
망했고,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증조할머니에게 맡겨

정답

소 재

Kate Chopin의 생애
해 석

Mini Test

9

‘The Awakening’은 그녀의 일생 동안 대체로 비난을 받았다
고 했으므로, 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Green Hill 에세이 쓰기 대회
Green Hill 고등학교 개교 10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에세
이 쓰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주제: ‘훌륭한 나의 학교’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10학년, 11학년, 12학년)이 참가할 수 있음
참가 양식을 내려받으려면 www.greenhill.org을 방문하십시오.

되었으며 많은 빚을 짊어지게 되었다. 2년 후에, 그녀는 다시 돌아가

- 에세이는 (다른 목적을 위해 썼거나 출판된 적이 없는) 여러분 자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그 이듬해에 사망했



의 남편이 사망했으며, 그녀는 여섯 명의 자녀들을 맡아 양육하게

신이 쓴 독창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다. 우울함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의사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의사는

- 에세이는 2,000 단어를 넘으면 안 됩니다.
- 제출 마감일: 2020년 10월 31일
- 제출은 한 사람당 에세이 한 편으로 제한됩니다. (이름, 전화번호,

공을 계기로 하여, 그녀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1899년에 출판된

- 각 학년에서 한 명씩, 세 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어 시상될 것입니다.

그녀의 두 번째 작품인 ‘ The Awakening’은 그녀의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여겨지게 되었지만, 그녀의 일생 동안 대체로 비난을 받

- 상: 상장과 메달, 그리고 50달러의 상금

았다.



그녀의 슬픔과 상실감을 덜기 위한 수단으로 글을 쓸 것을 제안했다.
1890년대 무렵, Chopin은 자신의 글에서 위안을 얻고 있었을 뿐
만 아니라 자신의 단편 작품으로 또한 성공도 거두고 있었다. 그 성

이메일 주소를 여러분의 에세이 첫 번째 장에 쓰십시오.)



- 우리 학교의 개교 10주년 기념일인 11월 5일에 수상자가 발표되
고 시상될 것입니다.
Mini Test 1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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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 제출은 온라인으로 해야 합니다. 직접 배달이나 우편 처리는 받지

행사 당일 현장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은 오전 8시에 시작
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우리 학교의 웹사이트 www.greenhill.
org을 방문하십시오.
Green Hill High School | 310 Blue Creek Road | 238561-3234 | www.greenhill.org
문제해설

에세이의 제출이 한 사람당 한 편으로 제한된다고 했으므로,
③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장소: Children’s Forest Park
•1마일 달리기: 오전 11시
•참가비: 15달러(간식과 메달 포함)
•기묘한 모자를 쓰고 행사장에 오거나 현장에서 하나를 장식하십


않습니다.

시오. 창의적인 모자는 상을 줍니다!
•Kids Wonderland에서 다음과 같은 무료 서비스를 즐기십시오.
- 페이스페인팅
- 바운스 하우스
- 게임 및 공예

구조분석

15행 Winners will be [announced and awarded] on
November 5, [which is the 10th anniversary of our
school].
 첫 번째 [ ]에서 announced와 awarded가 둘 다 will be
에 이어진다. 두 번째 [ ]는 선행사 November 5에 관한 정
보를 덧붙이는 관계절이다.

- 안전 박람회 전시품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www.onemilerun.org을 방문하십시오.
문제해설

참가비는 15달러이며 여기에 간식과 메달 비용이 포함되어 있
다고 했으므로, ④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구조분석

어휘 및 어구

3행 The event is open to all citizen of Greenville and it
is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the dangers of drunk
driving}].
 [ ]로 표시된 to부정사구에서 { }는 raise의 목적어이다.

celebrate 축하하다, 기념하다
anniversary 기념일
download 내려받다
entry form 참가 양식
original 독창적인

어휘 및 어구

submission 제출

fun run (자선기금 모금 등을 위한) 달리기 (대회)

sheet (종이의) 장

awareness 인식

award 시상하다, 상을 주다; 상

drunk driving 음주 운전

delivery 배달

register 등록하다

mail-in 우편 처리, 우편으로 처리하는 것

at the site 현장에서
participation 참가
fee 요금
snack 간식

11

정답

④

crazy 기묘한
decorate 장식하다

소 재

1마일 달리기
해 석

1마일 달리기

2020년 6월 13일 토요일
이 행사는 Greenville의 모든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그것은 음
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함
께 1마일을 뛰거나 걸읍시다.

110

12

정답

④

소 재

아이가 축적한 정보와 경험의 양에 따른 텔레비전의 사회적 영향

EBS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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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interaction 상호작용

텔레비전의 사회적 영향에 있어서 발달상의 차이의 한 가지 결정 요

cordial 화기애애한

인은 아이가 축적해 온 정보나 경험의 양이다. 아이들이 성숙함에

relevant 관련된

따라 그들은 다양한 사람들, 행동 그리고 규범을 접한다. 이것은 그
들이 수행하거나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을 때 다양한 선택을 제공한
다. 예를 들어, ‘Sesame Street’에서만 푸에르토리코 사람과 마주
치는 아이들은 그들과의 상호작용이 항상 화기애애하다는 것을 알
게 되어, 그것을 실제 푸에르토리코 사람과의 첫 만남을 위한 모델
로 사용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푸에르토리코 소수 민족 거
주지 가까운 곳에서 자라는 아이는 푸에르토리코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이해할 것이다. 바라건대,

13

정답

①

소 재

객관적인 접근법에 의한 문학 작품 분석
해 석

‘Sesame Street’가 이 아이에게도 정보를 제공해 줄 테지만, 그 정
보는 상호작용을 위한 단일 모델을 제공하기보다는 다른 관련 정보

문학 작품에 접근하는 한 가지 입장은 취향을 완전히 무시하는, 따

와 아울러서 자기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서 순전히 과학적인 접근인 입장이다. 이런 접근 방법을 이용할

문제해설

구조분석

5행 For example, children [who encounter Puerto
Ricans only on Sesame Street] may learn [that
interactions with them are always cordial] and use that
as a model for a first encounter with a live Puerto
Rican.
 첫 번째 [ ]는 children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 ]는 learn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learn ~과
use ~가 둘 다 조동사 may에 이어진다.
어휘 및 어구

determinant 결정 요인
developmental 발달상의
accumulate 축적하다
mature 성숙하다
norms 규범
encounter 마주치다

는다. 우리가 어떤 원고를 평가하려고 하면, 우리는 구조가 이러이
러하고, 줄거리가 이러이러하다고 말하지만, 결코 우리의 취향에 근
거하여 칭찬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이것은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입장과 완전히 반대인 것이며 아주 극소수의 비평가가 채택한 접근
방법이다. 그것이 채택된 드문 경우에, 그것은 따분한 사람들에게 국
한되었던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접근
방법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취향이 없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입장이며, 그것이 취향을 배제하
는 객관적인 태도를 특징으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문학 작품을 논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입장이 허용된다
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실제로, 단일 작품을 분석하는 것 말고도,
이 접근 방법은 두 개 이상의 작품을 비교하거나, 일련의 작품들을
비교할 때 특히 유용해진다.
문제해설

(A) 문학 작품에 접근함에 있어 개인적인 취향을 완전히 ‘무
시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
으므로, ignores를 써야 한다. emphasize는 ‘강조하다’라는 뜻
이다.
(B) 문학 작품을 취향에 근거하여 칭찬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다고 했으므로, ‘감상하는’ 입장과 완전히 반대인 것이라고 하
는 것이 글의 흐름상 적절하다. 따라서 appreciative(감상하
는)를 써야 한다. analytic은 ‘분석적인’이라는 뜻이다.
(C) 문학 작품을 논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입장이 허용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 방법은 단
일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작품을
비교하거나 일련의 작품들을 비교할 때 유용하다고 해야 하므
로, useful(유용한)을 써야 한다. useless는 ‘쓸모없는’이라는
뜻이다.
Mini Test 1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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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계대명사 which 다음에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춘 절이 왔
으므로 which를 in which로 바꿔 써야 한다. which의 선행
사는 the variety of ways이다.
① 주어가 A determinant ~로 단수이므로 is를 쓴 것은 어법
상 적절하다.
② 뒤에 children mature라는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절이
왔으므로 접속사 As(~함에 따라)를 쓴 것은 어법상 적절하다.
③ use ~는 앞에 나온 learn ~과 병렬구조를 이루어 조동사
may에 이어진다.
⑤ the information이 단수이므로 그것을 가리키는 소유격 단
수 대명사 its를 쓴 것은 어법상 적절하다.

때, 우리는 결코 어떤 것이 잘 되었다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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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구조분석

5행 This [is the polar opposite of the appreciative
stance] and [is an approach {that very few critics have
adopted}].
 두 개의 [ ]는 둘 다 This에 이어진다. 두 번째 [ ]에서 { }
는 an approach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stance 입장
literary 문학의

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Walt Disney World Resort와
Universal Orlando Resort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러한 글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④ ‘어떤 식으로든 주의가 분산되거나 다른 곳
으로 돌려질’이다.
① 대기 시간의 길이에 대해 안내를 받을
② 그 인기를 끄는 것이 흥미진진하다고 확신할
③ 자신들이 공평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확신할
⑤ 줄의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허용될
구조분석

hence 따라서

6행 If [{the line for a particular Walt Disney World
Resort attraction} has become extraordinarily long]
and [a service failure is imminent], a strolling band or
acrobats or some other distraction arrives [to entertain
and occupy {the guests} while they wait].
 첫 번째 [ ]와 두 번째 [ ]는 둘 다 If에 이어진다. 첫 번째
[ ]에서 { }가 주어이다. to부정사구인 세 번째 [ ] 안의 { }
는 entertain과 occupy의 공통 목적어이다.

script 원고, 대본
polar opposite 완전히 반대인 것
critic 비평가
incomprehensible 이해할 수 없는
feature (~을) 특징으로 하다
objective 객관적인
preclude 배제하다
permissible 허용되는

어휘 및 어구

lengthy 지루한

14

정답

④

소 재

긴 대기 시간을 위한 조치
해 석

attraction 인기를 끄는 것
extraordinarily 엄청나게
imminent 임박한
stroll 순회공연하다
acrobat 곡예사
distraction 오락거리

바쁘게 보내는 시간은 바쁘게 보내지 않는 시간보다 더 짧게 느껴진

space ~에 일정한 간격을 두다

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 뭔가를 하느라 바쁘면, 그 시간이 더 빠

entrance 입구

르게 흘러가는 것 같다. 손님들이 어떤 식으로든 주의가 분산되거나
다른 곳으로 돌려질 수 있으면, 대부분의 줄 대기 시간을 더 즐겁게
그리고 덜 지루하게 느껴지게 만들 수 있다. Disney 기획자들은 손
님들에게 그 기다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할 어떤 것을 제
공함으로써 대기 시간을 관리하는 달인들이다. 만약 특정한 Walt
Disney World Resort의 인기를 끄는 것의 줄이 엄청나게 길어지
고 서비스 차질이 임박해 있다면, 순회공연 밴드나 곡예사 혹은 다
른 오락거리가 와서 손님들이 기다리는 동안 그들을 즐겁게 해주고
마음을 사로잡는다. 긴 줄을 위해서, Universal Orlando Resort
는 줄곧 비디오나 영화를 보여주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일정한 간격
을 두고 설치해 놓는다. 사람들은 그 인기를 끄는 것의 입구 쪽으로
이동하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문제해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손님들의 주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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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소 재

사회적 교환 이론
해 석

사회적 교환은 사회적 과정의 일반적인 범주로, 조직 내의 사람들이
자원을 거래하고 자신들의 보상이 비용보다 더 큰 것을 확실하게 하
려는 시도를 포함한다. 조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회적 상호작용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 사람으로부
터 무엇인가를 받는 거래로 이루어진다. 거래에는 이익뿐 아니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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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독해연습

반되는 비용도 있으므로, 교환에 임하는 양측의 동기는 긍정적인 것

minimize 최소화하다

을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사회적 교환 이론

theorist 이론가

가들은 사람들 사이의 모든 상호작용은, 심지어 사랑과 결혼을 포함

constitute ~이 되다, 구성하다

하는 것까지도, 사회적 교환이 된다고 제안한다. 사랑처럼 개인적인

profitable 이익이 되는, 유익한

것을 이익이 되는 한 계속되는 교환으로 설명하는 것은 냉소적으로

cynical 냉소적인

보일 수 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보상과 비

protest 항의하다, 저항하다

용으로 (단순하게) 축소될 수 없다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사회적 교

reducible (단순하게) 축소될 수 있는

환 이론가들은 어떤 계속되는 관계도 그것의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

counter 반박하다

과의 거래에서 유리한 대차 대조표를 얻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반박

favorable 유리한, 호의적인

할 것이다.

balance sheet 대차 대조표

문제해설

구조분석

3행 [Many of the social interactions {occurring in an
organization}] consist of transactions [in which one
person offers resources to the other person and in
return receives something from that individual].
 첫 번째 [ ]가 주어이고 { }는 the social interactions를
수식하는 분사구이며 술어동사는 consist of이다. 두 번째
[ ]는 transaction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9행 [Explaining something {as personal as love} as an
exchange {that continues as long as it is profitable}]
may seem cynical.
 동명사 Explaining으로 시작하는 [ ]가 주어이고, 술어동
사는 may seem이다. 첫 번째 { }는 something을 수식하며,
두 번째 { }는 an exchang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category 범주, 부문
interaction 상호작용
consist of ~로 구성되다
transaction 거래, 업무 처리
motivation 동기, 동기 부여
maximize 최대화하다

16

정답

소 재

인과 관계
해 석

인과 관계가 항상 단순하거나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우선 한
가지 이유로, 결과에는 한 가지 이상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
어, 내가 늦은 것은 부분적으로 교통 체증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교통으로 지체되어 있는 동안 휘발유가 바닥이 나려고 해서,
멈추고 연료를 채워야 했다고 가정해보자. 또한 두 가지 일 중에서
어떤 한가지에 의해서만 내가 늦은 것이 아니었음을 가정해보자. 인
과관계 연구의 전문 용어로, 여러 관련된 원인들이 단순히 ‘인과 요
인들’이라 불린다. 게다가, 결과가 주어진 인과 관계적 요인과 반드
시 관련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일부 흡연
자들이 폐암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과 폐암에 걸리게 될 일부
사람들이 흡연자가 아닐 것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흡연은 폐암
을 유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 마지막 사례가 보여주듯이, 인
과 관계의 설명은 흔히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 관한 것이다.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주장은, 일반인들 (그리고 몇몇 종류의 실험실 동
물들) 사이에서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 되는 한 가지 요인이라는 것
을 의미한다.
문제해설

빈칸 다음에 나온 예시에서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는 한 가지
요인이기는 하지만 흡연을 한다고 반드시 폐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과가 반드시 인과적인 요
인에 의해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주어진 인과 관계적 요인과 반드시 관련이 있
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이다.
① 때때로 연쇄 반응에 의해 유발된다
②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실제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Mini Test 1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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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Mini Test

조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거래로 이루어진
다는 것, 거래 당사자들은 긍정적인 것을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것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는 것, 계속되는 관계의 중요한 부분이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유리한 대차 대조표를 얻는 것 등의 단서
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자신들의 보
상이 비용보다 더 큰’이다.
① 미래의 거래가 계속되는
③ 그들이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하는
④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행에 옮겨지는
⑤ 그들이 고객으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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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③ 개인적이고 상황적인 차이를 정말로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
⑤ 예외 없이 집단의 모든 구성원에게 빈번하게 발생한다

못했지만, 꽤 흥미롭고 예상치 못한 어떤 것을 정말로 알아챘다. 임
신 중 칼슘을 섭취한 그들의 연구 대상 여성들은 칼슘 대신 위약을

구조분석

7행 We know, for example, [that cigarette smoking
causes lung cancer despite the fact {that some cigarette
smokers will not contract lung cancer} and {that some
who will contract lung cancer will not be smokers}].
 [ ]는 know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두 개의 { }는
the fact와 동격을 이루는 명사절이다.
11행 The claim [that smoking causes lung cancer]
means [that, among people in general (and several
kinds of laboratory animals), smoking is one factor
{that contributes to lung cancer}].
 첫 번째 [ ]는 The claim과 동격을 이루는 명사절이며,
두 번째 [ ]는 means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 }는
one factor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causal 인과의, 원인의
straightforward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솔직한
for one thing 우선 한 가지 이유는
run low on gas 기름이 바닥나려고 하다
lung cancer 폐암
contract (병에) 걸리다
suggest 보여주다, 암시하다

복용한 여성들보다 우울증(을 겪는) 비율이 낮았다. 그 결과, 연구자
들은 완전히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 연구는 칼슘이 임신부의
우울증을 어느 정도까지 예방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도록 고안된 연
구였다. 이 사례가 보여주듯이, 무엇이 타당한 관찰 데이터로 여겨지
는지에 대한 고정된 관념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
렇지 않으면, 우리는 중요한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는 무언가를 놓
칠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
문제해설

항상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갖고 관찰에 착수하지는 않
는다는 것, 관찰자가 느끼기에는 관련된 데이터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상치 못한 정보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칼슘이 임
신과 관련된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다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칼슘 섭취와 임신부의 우울증의 관계를 알아낸 것 등의
단서를 종합해 볼 때,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은 ③ ‘무엇이
타당한 관찰 데이터로 여겨지는지에 대한 고정된 관념’임을 추
론할 수 있다.
① 어떤 실험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공유된 의견
② 연구에 적합한 참가자들을 모으기 위한 미리 설계된 방법들
④ 한 약품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구식
이론
⑤ 한 가설이 기존 이론에 모순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의심
구조분석

claim 주장; 주장하다
contribute to ~의 원인이 되다

17

섭취한 여성들의 혈압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은 전혀 관찰하지는

정답

③

소 재

연구를 위한 관찰 데이터 구성
해 석

어떤 데이터가 타당할지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갖고 항상 관찰에
착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범죄 현장에 있는 수사관을 생각
해 보라. 향후 참고를 위해 어떤 작은 세부사항을 주목하고 보존해
야 하는가? 더욱이 일련의 관찰은 예상치 못한 정보, 즉 무엇이 타당
한지에 대한 관찰자의 느낌에는 부합하지 않는 데이터이지만, 그럼

10행 The women in their study [who took calcium
during pregnancy] had lower rates of depression than
those [who took a placebo instead of calcium].
 비교급(lower ~ than ...)이 사용되었으며, 두 개의 [ ]는
비교 대상인 The women in their study와 those를 각각 수
식하는 관계절이다.
12행 As a result, the researchers began an entirely new
study, one [designed to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calcium can prevent depression in pregnant women}].
 one은 a study를 대신하는 표현이며 one ~ women은 an
entirely new study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다. 과거
분사 designed가 이끄는 [ ]는 one을 수식하며, { }는 관계
절로 the extent를 수식한다.
어휘 및 어구

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요성을 갖는 정보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최

observation 관찰

근 한 규모가 큰 종합대학의 의학 연구원들은 칼슘이 임신과 관련된

undertake 착수하다, 떠맡다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들이 연구 중인 칼슘을

relevant 관련된, 적절한, 타당한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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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ive 수사관, 형사, 탐정

 [ ]가 주어이며, 주어의 핵심어인 effects에 맞추어 술어
동사는 are가 쓰였다. { }는 전치사 on의 목적어로 what과
how가 이끄는 명사절이 and로 연결되었다.

reference 참조, 참고
yield 생기게 하다, 산출하다

8행 Contrary to popular belief, there is much more to
[obtaining success in the food industry] than [simply
selling food {that tastes delicious}].
 「more ~ than ...」의 비교급이 쓰였으며, 전치사 to에 두
개의 [ ]가 병렬구조로 연결되었다. { }는 food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unanticipated 예상하지 못한
conform to ~에 부합하다 [순응하다]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significant 현저한, 상당한, 중요한
pregnancy 임신(기간)
depression 우울증
determine 알아내다, 결정하다

어휘 및 어구

extent 정도, 범위

encourage 부추기다, 격려하다

run the risk of ~의 위험을 무릅쓰다

promote 홍보하다, 장려하다

turn out ~임이 판명되다

competitor 경쟁사, 경쟁자
consumption 소비
in general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18

정답

④

식품 광고와 식품 소비
해 석

cue 신호, 단서
subtle 미묘한

Mini Test

소 재

potentially 잠재적으로

awareness 인식, 자각
intention 의도
confirm (사실임을) 확인해주다

광고가 여러분이 더 많이 먹도록 부추기는가? 광고주들은 자신들의

external 외부적인

광고가 자신들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여러분이 경쟁사의 브랜드보다

significant 상당한, 중요한

자신들의 브랜드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흔히 말한다. 이

contrary to ~와는 달리, ~와 정반대로

것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광고는 또한 전반적으로 식품 소비를 부

obtain 얻다, 획득하다

추긴다. 식품과 음료를 위한 광고는 잠재적으로 강력한 식품 소비

causal 인과 관계의

신호를 전달한다. 식품 광고가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얼마나 많이
먹는지에 미치는 미묘한 영향은 보통 여러분 자신의 인식이나 의도
밖의 것이다. 연구는 식품 광고와 같은 외부적인 신호가 식품 소비
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일반적인 믿
음과는 달리, 식품 산업에서 성공하는 데에는 단순히 맛있는 식품을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 증거는 식품에 대한 광고가 단
지 광고되는 식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식품의 더 많은 소비와 직접
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해설

이 글의 주제는 식품 광고가 식품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인데, ④는 식품 산업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것에 대해 말
하고 있으므로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다.
구조분석

5행 [The subtle effects of food advertising on {what
you eat and how much you eat}] are usually outside
of your own awareness or intention.

19

정답

소 재

바뀔 수 있는 유전적 특성
해 석

많은 저자들은 유전적인 특성들을 바꾸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해 왔다. 유전 가능성은 백분율로 정의된다. (B) 어떤 특성
이 0퍼센트 유전된다면, 특성 내의 모든 차이는 전적으로 환경에 의
해 결정되며, 그것이 100퍼센트 유전된다면 모든 차이는 유전적 특
징에 의해 규정된다. 대부분의 성격 특성은 60퍼센트 유전된다. (A)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성이 유전적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그것
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높은 유전 가
능성은 현재의 환경적 요인이 특성의 개별적 차이에 최소로 영향을
Mini Test 1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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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수치는 새로운 환경의 잠재적 영향과는
관련이 없다. (C) 우리는 또한 유전되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페닐
케톤뇨증은 100퍼센트 유전되는데,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은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을 분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페닐케톤뇨증을 가진 사람들은 식단에서 페닐알라닌을 제외하고 따
라서 유전되는 특성의 영향을 바꿈으로써 부정적인 증상(정신 지체)
을 피할 수 있다.
문제해설

유전 가능성이 백분율로 정의된다는 주어진 글 다음에, 그 백
분율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B)가 이어져야 한다. 그다
음에 Nevertheless로 글의 흐름을 대조적으로 전환하면서 유
전적 특성도 바꿀 수 있으며, 유전 가능성이라는 수치는 새로
운 환경의 영향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A)가 이어져야 한
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전되는 질환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것
을 페닐케톤뇨증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C)가 이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B)–(A)–(C)’이다.
구조분석

(B)1행 [If a characteristic is 0% heritable, all
differences in the trait are entirely determined by the
environment], and [if it is 100% heritable, then all
differences are defined by genetics].
 「조건절+ 주절」로 이루어진 두 개의 [ ]가 and로 연결되
었다.
어휘 및 어구

imply 암시하다, 의미하다
heritable 유전성의, 유전하는
trait 특성
alter 바꾸다, 변경하다
heritability 유전[상속] 가능성
modify 바꾸다, 수정하다
figure 수치, 숫자
genetics 유전적 특징
personality 성격, 개성, 인격
carrier 보유자, 보균자
symptom 증상, 증세
mental retardation 정신 지체
diet 식단, 식사

20

정답

④

소 재

캐내는 장소에 따라 다른 점토의 품질과 순도
해 석

어떻게 어떤 점토가 다른 점토보다 의학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지 이해하는 것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점토를 어디에서 캐내는지
살펴봐야 한다. (C) 더 좋은 품질의 점토는 초생 광상 또는 잔류 광
상이라고 알려진 것에서 나온다는 것이 인정된다. 이것들은 화산 폭
발 후에 처음 쌓였던 곳에서 발견되는 점토이다. (A) 다른 점토는 2
차 광상 또는 운반 퇴적물 광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퇴적물과 더 비
슷하다. 이 점토는 보통 물의 힘이나 침식에 의해 원래 위치에서 이
동한 광맥이다. 많은 경우에서 그것들은 결국 호수, 강 또는 다른 종
류의 해양 분지의 바닥에서 퇴적물로 그대로 있게 된다. (B) 결국 이
러한 퇴적물은 초생의 점토들보다 덜 순수한 것으로 흔히 밝혀진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것은 2차 광상이 물로 이동하는 여정에서 수많
은 다른 화합물들을 모아 왔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점
토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로 품질과 순도가 떨어진다.
문제해설

의학적으로 더 효과적인 점토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그것을 어
디에서 캐는지 살펴야 한다는 주어진 글 다음에, 더 좋은 품질
의 점토가 초생 광상에서 나온다고 말한 (C)가 와야 한다. 다음
으로 운적토에 의해 만들어진 다른 종류의 점토를 언급한 (A)
가 이어지고, (A)에서 언급한 점토가 덜 순수한 이유를 설명한
(B)가 그다음에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
질 글의 순서로 ④ ‘(C)–(A)–(B)’가 가장 적절하다.
구조분석

(B)2행 No doubt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secondary deposits have collected numerous other
compounds on their journey to the water].
 [ ]는 the fact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동격의 명사절
이다.
(C)1행 It is recognized [that the better quality clays
come from {what are known as primary or residual
deposits}].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 }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절로 from의 목적어로 쓰였다.
어휘 및 어구

clay 점토, 찰흙
medicinally 의학적으로
mine 캐내다, 채굴하다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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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독해연습

secondary 이차적인

적 행복과 자존감이 언급되었는데, In addition으로 시작하는
⑤ 다음 문장에서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낮다며 학업
수행 외의 영향이 계속 열거되고 있다. 그러므로 주어진 문장
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⑤이다.

transported deposit 운반 퇴적물 광상
be in line with ~와 비슷하다, ~와 함께 하다
erosion 침식, 부식
ultimately 결국, 궁극적으로

구조분석

basin 분지, 유역

1행 [Using the Youth Panel of the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they document [that children {exposed
to an authoritative parenting style} not only {obtain
stronger academic results} but also {report higher
levels of subjective well-being and self-esteem}].
 첫 번째 [ ]는 분사구문으로 주절의 주어인 they의 입장에
서 능동적 동작을 나타내므로 현재분사형인 Using으로 시작
하고 있다. 두 번째 [ ]는 document의 목적어이다. 첫 번째
{ }가 바로 앞의 명사인 children을 수식하고 있다. 동사로
시작하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 }가 「not only ~ but also ...」
의 병렬구조에서 사용되고 있다.

primary (지질) 초생의, 원생의
numerous 무수한
compound 혼합물
diminish 감소시키다, 줄어들다
purity 순도, 순수성
initially 처음에
volcanic 화산의
eruption 폭발, 분화

어휘 및 어구
정답

⑤

소 재

권위 있는 양육 방식과 아동 발달
해 석

document 기록된 사실[문서]로 입증하다, 기록하다
exposed to ~을 접한, ~에 노출된
authoritative 권위 있는
parenting 양육, 육아
subjective 주관적인

발달심리학에서는 특정한 양육 방식이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

self-esteem 자존감, 자부심

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많은 연구가 있다. 수많은 실

a great deal of 많은, 다량의

증적 연구의 주된 연구 결과는 대체로 권위 있는 부모를 둔 아이들

finding (조사·연구의) 결과, (법정의) 판결

이 다른 양육 방식을 접한 아이들보다 학교에서 더 높게 성취한다

on average 대체로, 평균적으로

는 것이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Sanford Dornbusch와 다수의 공
저자들이 쓴 자주 인용되는 논문은 San Francisco Bay Area의

perform 성취하다, 수행하다, 하다

7,836명의 고등학생들의 표본을 검토하여 권위 있는 양육을 경험한
아이들이 더 높은 성적을 얻는다는 것을 알아낸다. 미국 다른 지역

article 논문, 기사, 물품

의 데이터를 사용한 여러 다른 연구들은 그들의 연구 결과가 맞다고

engage in ~에 가담하다, ~을 하다

확인해 준다. 사회학자인 Tak Wing Chan과 Anita Koo는 양육
방식이 학업 수행을 넘어서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영국 가구 패

Mini Test

21

cite 인용하다
coauthor 공저자, 공동 집필자

Tips
panel survey(패널 조사): 특정 목적을 위해 선택된 사람들의 집단을 패널이

널 조사의 청소년 패널을 사용하여, 그들은 권위 있는 양육 방식을

라 한다. 패널 조사는 같은 대상에 대해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접한 아이들이 더 우수한 학업 결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수

조사하는 연구이다. 같은 대상을 장기간 추적 조사함으로써 소비 행동의 변화 과

준의 주관적 행복과 자존감을 느낀다고 말한다는 것을 기록된 사실

정, 여론의 형성과 변동 과정, 정부 정책이 특정 집단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

로 입증한다. 게다가, 이 아이들은 더 나은 건강을 누리며, 흡연이나

을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싸움 가담과 같은 위험한 행동에 빠져들 가능성이 더 적다.
문제해설

주어진 문장의 they는 ④ 다음 문장에 나온, 양육 방식이 학
업 수행을 넘어서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Tak Wing Chan과
Anita Koo를 가리킨다. 주어진 문장에서 더 높은 수준의 주관
Mini Test 1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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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답

③

소 재

농약으로 인해 야기되는 해로운 영향
해 석

eliminate 제거하다
pesticide 농약, 살충제
chemical 화학 물질
controversial 논란이 많은
nonexistent 존재하지 않는
significantly 상당히

많은 농약이 부적절하게 취급되거나, 보관되거나, 사용되었을 때 해

reception 수용, 리셉션

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다. 제조사나 생산자

mechanization 기계화

모두 이러한 결과를 의도하거나 원하지 않았으며, 두 집단 모두 의
도하지 않은 결과를 완화하고 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분
명하다. 그런데도, 의도하지 않은 농약의 결과는 원하지 않는 사건
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문
제를 제기한다. 게다가, 농약과 관련된 위험의 정도에 대해 의견의
차이가 흔히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농약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 훨씬 더 큰 우려를 표현한다. 따라서 생산자, 과학자, 화학
물질 제조회사는 그러한 결과에 실증적 증거가 부족하고, 논란이 많
으며,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원하지 않는 결과에 대한 우려
를 처리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실제적이든 상상이든 간에 원치 않

23

정답

④

소 재

불충분한 정당화가 가져오는 태도의 변화
해 석

는 농약의 결과는 1962년 이후 생산자와 식품 소비자 사이에서 기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먼저 (못을 못 구멍에 넣고 돌리기와 같은)

계화와 생명 공학을 포함한 많은 농업 기술의 수용에 상당히 영향을

일련의 매우 길고 극히 지루한 과제를 수행해야 했다. 그 후에 그들

미쳤다.

은 다음 참가자에게 그가 할 과제가 실제로 정말 흥미롭다고 말하라

문제해설

농약과 관련된 위험의 정도에 대해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주어
진 문장의 내용으로 보아 뒤에는 농약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 이어져야 하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③이다.

는 요청을 받았다! 그 의도는 각 참가자에게 그가 한편으로는 실험
을 싫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그가 그것을 즐겼다
고 말했던 조화되지 않는 인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또한, 참가
자의 절반은 ‘거짓말하기’ 요청을 따른 것에 대해 20달러를 받았고,
나머지 절반은 변변찮은 1달러를 받았다. 여기서의 생각은 1달러 그
룹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의 태도(즉, ‘그것은 정말 지루한 과제였어’)

구조분석

와 그들의 실제 행동(즉,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에 대해 거짓말을 하

7행 Nevertheless, [unintended consequences of
agricultural chemicals] pose ethical problems [in that
it is impossible {to eliminate the risk of an unwanted
event entirely}].
 첫 번째 [ ]는 문장의 주어이고, 두 번째 [ ]는 「in that +
주어+ 동사」 구문으로 in that은 ‘~라는 점에서’의 의미이다.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는 내용상의 주어이다.

는 것) 사이의 불일치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20

어휘 및 어구

disagreement 의견 차이[충돌]
associated 관련된
agricultural chemicals 농약
toxic 해로운, 유독성의
apply (어떤 목적에) 사용하다, 적용하다
manufacturer 제조사, 생산 회사
pose (문제 등을) 제기하다, 자세를 취하게 하다

118

달러 그룹에 속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지 부조화를 경험하
리라는 것이었다. 20달러 그룹은 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받았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따라서 부조화를 덜 경험할 것이었다. 1달러
그룹의 참가자들은 인지적으로 매우 부조화하기 때문에, 조화를 회
복하기 위해 그 과제를 즐기거나 좋아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태도를
바꾸겠지만, 20달러 조건의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
었다. 이것이 실험이 끝난 후 그 과제에 대한 태도를 측정했을 때 정
확하게 일어난 일이었다.
→ 위의 연구는 사람들이 불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그들의 태도에 반
하는 행동을 할 때, 태도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더 크며 그렇게 함으
로써 부조화를 해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해설

실험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20달러와 같이 충분한 이유가 될 만한 돈을 받으면, 그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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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할 수 있으므로 인지 부조화를 덜 경험하지만, 1달러와
같이 정당화하기에는 불충분한 돈을 받으면 인지 부조화를 크
게 경험하게 되므로, 자신의 태도를 바꾸어서 부조화를 해소하
려고 한다. 따라서 (A)에는 ‘불충분한(inadequate)’이, (B)에
는 ‘해소한다(resolving)’가 가장 적절하다.
① 충분한–해소한다
② 충분한–만들어 낸다
③ 추가적인–강화한다
⑤ 불충분한–강화한다

해 석

축산의 종말이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비장의 무기는 동물로 고기, 유
제품, 달걀을 생산하는 것의 믿을 수 없는 비효율이다. 가축들은 식
물로부터 칼로리와 영양소를 섭취하여,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고기,
유제품, 그리고 달걀을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한다. 그
것들은 호흡, 동작, 그리고 발굽, 장기와 털과 같은 부산물을 기르는
것과 같은 모든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한다. 이 과정들은 가축들이
10:1이나 그 이상의 칼로리 환산 비율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에게 먹이는 매 10칼로리의 먹이에 대해서, 겨우 1칼로리 정도
의 고기를 대가로 얻는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매 10g에 대해서,

구조분석

많아 봐야 동물성 단백질 2g을 얻는다.
요리 전문가들과 식품 과학자들은 동물 제품의 성분(지방, 단백
질, 영양소, 수분)을 식물에서 직접 추출하여 그것들을 고기의 구조
로 조립함으로써 이러한 낭비를 점점 더 줄이고 있다. 그들은 또한
Memphis Meats의 미트볼과 같은 배양된 고기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세포 배양을 이용하여 동물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
은 과정으로 고기가 자라게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진짜 동물의 살이
어서, 그것은 종래의 고기와 분자적으로 동일하다. 이 두 과정 모두
의 효율성은 결국에는 인류가 자신의 기술력을 사용하여 윤리와 관
계없이, 동물을 키우고 죽이는 경제적인(→ 낭비적인) 과정 없이 고

어휘 및 어구

기, 유제품, 달걀을 직접 만들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다른 말로 하자

tedious 지루한

면, 우리가 축산의 종말을 보게 될 하나의 커다란 이유는 그것이 고

cognition 인지, 인식

기의 종말을 의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on the one hand 한편으로는

문제해설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는

24 동물을 길러 고기를 얻는 과정은 투입되는 칼로리에 비해

compliance 따름, 준수

얻는 칼로리가 매우 낮은 비효율적인 과정이며, 식물에서 추출
한 성분으로 고기를 만들거나, 세포 배양으로 고기를 기르는
것과 같은 기술로 축산이 대체되어, 기술을 통해 축산의 비효
율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
로 ⑤ ‘기술: 축산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가장 적절하다.
① 생명 윤리: 생명 공학의 윤리적 문제
② 인공 고기는 기근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③ 공장식 축산이 환경을 죽이고 있다
④ 실험실에서 재배한 고기는 농장에서 키운 고기를 대체할 수
없다
25 동물을 키워서 고기를 얻는 과정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하였으므로 (e)의 economical(경제적인)을 wasteful(낭비적
인)과 같은 어휘로 바꿔야 한다.

cognitive dissonance 인지 부조화
insufficient 불충분한
justification 정당한 이유, 정당화
inconsistency 불일치
decent 적당한, 알맞은
payout 지급(금)
re-establish 회복하다, 복구하다
consonance 조화



24~25
소 재

축산의 종말

정답

24 ⑤ 25 ⑤

구조분석

9행 Culinary professionals and food scientists are
increasingly cutting this waste [by {taking the
constituents of animal products (fats, proteins,
Mini Test 1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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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Test

13행 It was predicted [that the $1 participants, {being
highly cognitively dissonant}, would change their
attitude towards enjoying or liking the tasks so as to
re-establish consonance; those in the $20 condition
would not].
 It은 형식상의 주어이며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 }는
the $1 participants를 부연 설명하는 분사구문이다. 「so as
to ~」는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in order to ~」로 바꿔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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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킨다.

11행 They can also make [cultured meat like the
Memphis Meats meatball], [real animal flesh made by
using cell cultures to grow meat in the same process
{that happens inside an animal’s body}], so it’s
molecularly identical to conventional meat.
 첫 번째 [ ]와 두 번째 [ ]는 동격 관계이고, { }는 the
same proces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inevitability 불가피함, 피할 수 없음
animal farming 축산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dairy 유제품
nutrient 영양소, 영양분
by-product 부산물
hoof 발굽
organ 장기, 기관
caloric 칼로리의, 열량의
in return 대가로, 대신에
at most 많아 봐야, 기껏해야
waste 낭비
constituent 성분, 구성물
protein 단백질
architecture 구조
cultured 배양된, 재배된
meatball 미트볼, 고기완자
flesh 살, 고기
cell culture 세포 배양
molecularly 분자적으로, 분자로

26~28



nutrients, water) directly from plants} and {assembling
them into the architecture of meat}].
 [ ]에는 ‘~함으로써’라는 뜻의 「by -ing」 구문이 쓰였고,
두 개의 { }는 by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구로 and로 연결되
어 있다. them은 the constituents of animal products를

정답

26 ④ 27 ⑤ 28 ④

소 재

거지의 누더기
해 석

(A) 어느 날 어떤 거지가 궁궐 대문 밖에 게시된 포고를 보았다. 왕
은 성대한 만찬회를 열 예정이었다. 왕족 의복을 입은 사람은 누구
나 그 연회에 초대되었다. 거지는 자신이 입고 있는 누더기를 보고
한숨지었다. 확실히 오직 왕들과 그들의 가족들만이 왕족의 예복을
입는다고 그는 생각했다. 천천히 하나의 아이디어가 마음속에 생기
기 시작했고 그를 전율하게 했다. 그는 다시 궁궐로 가서 대문에 있
는 경비병에게 다가갔다. “나리, 저는 왕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
다.” “여기서 기다려.”라고 경비병이 대답했다. 몇 분 후에 그가 돌아
왔다. “폐하께서 너를 볼 것이다.”라고 그가 말하고 거지를 안으로 인
도했다.
(D) “네가 나를 보자고 했느냐?”라고 왕이 물었다. “예, 폐하. 저는
연회에 참석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제게는 입을 왕족의 예복이 없
습니다. 제가 뻔뻔스럽더라도 폐하의 헌 의복 중 하나를 받을 수 있
겠습니까?” 거지는 너무 심하게 떨어서 왕의 얼굴에 나타난 희미한
미소를 볼 수 없었다. 왕은 자신의 어린 왕자에게 “그에게 네 옷 중
몇 벌을 주어라.”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왕자는 자신이 들은 대로
했으며 이내 거지는 자신이 감히 희망해 본 적이 없었던 의복을 입
고서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너는 이제 내일 밤 왕의 연회에 참석할
수 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의복이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라고 왕자가 말했다.
(B) 거지는 무릎을 꿇었다. “오, 감사합니다.”라고 그는 소리쳤다. 그
러나 나서기 시작했을 때, 그는 바닥에 있는 더러운 누더기 더미를
뒤돌아보았다. 그는 머뭇거렸다. 왕자가 틀리면 어떡하지? 그가 옛
옷이 다시 필요하면 어떡하지? 얼른 그는 그것들을 주워 모았다. 연
회는 그가 일찍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대했지만, 그가 즐겨
야 하는 만큼 마음껏 즐길 수 없었다. 그는 옛 누더기를 작게 꾸러미
로 만들었고 그것은 계속 무릎에서 떨어졌다. 음식은 빠르게 지나갔
고 거지는 가장 맛있는 음식 중 일부를 놓쳤다.

in the long run 결국에는

(C) 시간은 왕자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 옷은 영원히 남아 있
었다. 그럼에도 거지는 자신의 옛 누더기를 더욱더 좋아하게 되었

humanity 인류

다.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은 그가 입고 있던 왕족의 예복을 잊는 것

regardless of ~와 관계없이

같았다. 그들은 그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가 집착했던 그 작은 더러

to put it another way 다른 말로 하자면

운 누더기 꾸러미만을 보았다. 어느 날 그가 죽어가고 있었을 때, 왕

conventional 종래의, 전통적인

이 그를 찾아왔다. 거지는 왕이 침대 옆의 작은 누더기 꾸러미를 보
았을 때 왕의 얼굴에 나타난 슬픈 표정을 보았다. 갑자기 거지는 왕
자의 말이 기억났고 자신의 누더기 꾸러미 때문에 자신이 진정한 왕
족의 생애를 잃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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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통하게 울었다. 그리고 왕은 그와 함께 울었다.
문제해설

26 거지가 왕이 마련하는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비병에게

proclamation 포고, 선언
post 게시하다, 붙이다
royal 왕족의
garment 의복
rag 누더기
sigh 한숨짓다, 한숨을 쉬다
robe 예복, 관복
creep into ~에 생기기 시작하다
tremble 전율하다, 떨다
guard 경비병, 호위병
His majesty 폐하
drop to one’s knees 무릎을 꿇다
pile 더미
hesitate 머뭇거리다, 주저하다
gather up ~을 주워 모으다
banquet 연회
bundle 꾸러미
Mini Test

다가가서 왕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말하고 경비병에게 이
끌려 궁궐 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의 (A) 다음에, 거지가 왕에게
왕족 예복을 가질 수 있는지 물어보았을 때 왕이 왕자를 시켜
옷을 거지에게 주고 그가 입은 내용의 (D)가 이어진다. 이것에
감사하며 나서기 시작했을 때, 누더기 더미를 뒤돌아보고 주워
작은 꾸러미로 만들어 연회에 참가했지만 누더기 때문에 가장
맛있는 음식 일부를 먹지 못했다는 내용의 (B)가 이어진 후, 시
간이 흘러 거지가 죽어갈 때 왕이 찾아왔고, 거지는 왕자의 말
을 기억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의 (C)가 마지막에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
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D)–(B)–(C)’이다.
27 (e)는 왕의 분부대로 거지에게 옷을 준 어린 왕자를 가리키
고 나머지는 모두 거지를 가리킨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 중 가
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⑤이다.
28 (D)에서 거지는 너무 심하게 떨어서 왕의 얼굴에 나타난
희미한 미소를 볼 수 없었다고 했으므로, 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어휘 및 어구

delicacy 맛있는 것, 진미
filthy 더러운
cling to ~에 집착하다, 매달리다

구조분석

cost 잃게 하다, 희생시키다

(B)3행 The banquet was far greater than he had ever
imagined, but he could not enjoy himself [as he
should].
 far는 비교급 greater를 강조하는 부사로 ‘훨씬’의 뜻이다.
[ ]는 부사절이고 should 다음에 enjoy oneself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C)3행 They saw only the little bundle of filthy rags
[that he clung to {wherever he went}].
 [ ]는 the little bundle of filthy rags를 수식하는 관계절
이고, { }는 양보의 부사절이다.
(D)3행 The beggar shook [so hard that he could not
see the faint smile {that was on the king’s face}].
 [ ]는 「so + 형용사+ that + 주어+ cannot ...」 구문으로
‘너무 ~하여 …할 수 없다’의 의미이고, { }는 the faint smile
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D)4행 The prince did [as he was told] and soon the
beggar was standing before a mirror, [clothed in
garments {that he had never dared hope for}].
 첫 번째 [ ]는 부사절이고, 두 번째 [ ]는 the beggar를 의
미상의 주어로 하는 분사구문이다. { }는 garments를 수식하
는 관계절이다.

folly 어리석음
bold 뻔뻔스러운, 대담한
faint 희미한, 엷은
dare 감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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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informative 유익한

Week

8 Mini Test 2

1④
7②
13 ②
19 ③
25 ⑤

2
8
14
20
26

②
⑤
②
②
②

3
9
15
21
27

④
④
①
⑤
②

본문 176~201쪽

prominent 유명한, 탁월한
bridesmaid 신부 들러리

4③
10 ④
16 ③
22 ③
28 ④

5
11
17
23

④
③
①
②

6
12
18
24

⑤
①
④
③

2

정답

②

소 재

병원에 누워 있던 Bobbi의 모습

1

정답

④

소 재

결혼식 준비
해 석

Catherine Olson 씨께,

해 석

나는 차를 몰고 집에 가서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었다. 기진맥진했
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 눈이 슬그머니 떠졌고, 눈을 계속 감
고 있으려니 너무 큰 노력이 필요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아래
층으로 내려갔고, Reeny가 놓고 간 상자에 있던 카모마일 차를 한
잔 우렸다. 첫 한 모금을 마시고 나서, 나는 그 맛없는 것을 배수관에

저는 이번 달 호를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Grand Palm 해변
의 결혼식에 관한 당신의 특집 기사가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정말

쏟아부었다. 나는 위층으로 터덜터덜 걸어 올라가 다시 침대로 기어

멋진 결혼식이더군요! 사진들은 아름다웠고 그 기사의 내용은 매우

리와 가슴에 전극이 부착된 채로, 삐 소리를 내는 기계에 둘러싸여

유익했습니다. 당신을 국내 1위 결혼 잡지의 가장 유명한 편집자라
고 할 만합니다. 제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제가 5월 마지막 주

들어갔고, 목구멍으로 관이 내려가고, 정맥에 주삿바늘이 꽂히고, 머
서 수척하고 핼쑥해 보이는 Bobbi의 모습을 지울 수 없어서, 또 한
시간 동안 어둠 속을 응시하며 누워 있었다. 나는 그녀가 왜 이 모든

에 한 아름다운 교회의 정원에서 결혼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집 기

것을 겪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가 죽을지

사가 제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는데, 다만 사진 속에

도 모른다는 것,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 아니면 그녀가 정

있는 신부 들러리 드레스에 대한 정보는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말 깨어났을 때 그녀는 더 이상 Bobbi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 중

다음 달 호의 ‘독자에게’ 섹션을 통해 그 드레스에 대한 정보를 주시

에 무엇이 나를 더 두렵게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당신의 기사를

문제해설

더 많이 읽기를 기대합니다.

Bobbi가 병원에 있는 모습을 지우려고 애를 써 보지만, 그녀

Janine Robinson 드림

가 걱정스러워 도저히 잠들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그녀의 상
태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으로 두려워하는 글쓴이의 모습이 그
려져 있다. 그러므로 글에 드러난 ‘I’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걱정되고 두려운’이다.
① 미워하고 질투하는
③ 편안하고 안심하는
④ 격분하고 격노한
⑤ 창피하고 부끄러운

문제해설

결혼을 앞두고 있는 글쓴이는 결혼 잡지의 편집자에게 편지를
써서 특집 기사의 사진에서 본 신부 들러리 드레스에 관한 정
보를 다음 달 호에 게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므로 글
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구조분석

4행 No wonder you’re the most prominent editor of
the country’s number one wedding magazine.
 「(it is) no wonder (that) ~」는 ‘~할 만도 하다, ~은 놀랄
일도 아니다’라는 의미이다.
어휘 및 어구

issue (잡지 등의) 호
feature 특집 (기사)

122

구조분석

5행 I trudged upstairs and climbed back into bed, to lie
staring into the dark for another hour, [unable to erase
the image of Bobbi, looking thin and drawn,
surrounded by beeping machines, {with tubes down
her throat, needles inserted into her veins, and
electrodes glued to her head and ch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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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독해연습

 to lie는 결과적 용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정사구이다. [ ]
는 분사구문으로, 의미상의 주어는 I이다. { }는 「with + 목적
어+ 전치사구/분사구」 구문이 나열된 부분이며, ‘~한 채로’라
는 의미로 해석되어 부대상황을 표현한다.

어휘 및 어구

adversity 역경, 고난
strain 긴장
lever 지렛대
at a single stroke 단박에

어휘 및 어구

sustained 지속되는

undress 옷을 벗다

resistance 저항

sip 한 모금

give way 무너지다

distasteful 맛없는

exceed 넘어가다, 능가하다

drain 배수관
drawn 핼쑥한
throat 목구멍

4

vein 정맥

정답

③

소 재

3

자녀의 미디어 이용
정답

④

지도자의 감정적 불균형
해 석

우리는 미디어에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고, 우리 아이들이 어
떤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지, 어떤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
는지, 또는 인터넷상에서 어떤 곳을 서핑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관
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우리가 미디

최고의 지도자라도 자신의 감정적 균형을 잃을 때가 있다. 리더십은

어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 결국, 우리는 거

책임감을 수반하고, 책임감은 극심한 역경이 닥칠 때 감정적인 혼란

리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낯선 사람들을 조심하는 것만큼

과 긴장을 가져온다. 이런 의미에서 책임감은 지렛대와 같아서, 그것

이제는 미디어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

은 역경이 한쪽 끝을 강하게 누를 때 지도자의 감정적 균형을 깨뜨

삶에 더 많은 부담과 더 많은 걱정을 더하게 될 뿐이다. 그 결과, 많

릴 수 있다. 역경이 충분히 위협적이거나 예고 없이 닥칠 때, 그것은

은 부모가 ‘미디어 부정’ 상태에 있는 한편, 다른 부모들은 어찌할 줄

단박에 지도자의 균형을 잃게 할 수 있다. 심지어 링컨만큼 위대한

몰라 무력감을 느낀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학교

지도자도 이런 식으로 한 번 넘게 곤혹을 겪었다. 다른 경우에는 그

성적과 신체적 건강에 대해 책임감을 갖는 것만큼 우리는 우리 아

영향이 누적되는데, 한쪽 끝에 압력이 가해지고 반대쪽 끝에 저항이

이들의 미디어 이용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가해지는, 지속되는 높은 긴장감의 시기 뒤에 나타나다가,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먹는지에 대해 걱정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도자의 평정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요지는, 모든 지도자에게는 각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 당연히 걱정해야 한다.

자의 감정적인 한계가 있으며, 그것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 부끄러울
건 없다는 것이다.
문제해설

위대한 지도자도 역경을 겪으면 감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
정적 균형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구조분석

10행 The point is [that every leader has their emotional
limits, and there is no shame in exceeding them].
 [ ]는 접속사 that이 이끄는 명사절로, 보어 역할을 한다.
대명사 them이 가리키는 것은 their emotional limits이다.

문제해설

부모는 위험하고 주의해야 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자녀들을 보
호하고 책임지듯이, 미디어 이용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갖고 자
녀를 보살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필자가 주장하
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구조분석

4행 After all, we’re only adding more work and more
worry to our lives if we admit that we now need to be
as wary of the media as we are of strangers
approaching our children on the street.
 「as + 형용사+ as」의 비교 구문으로, ‘~만큼 …한’으로 해
Mini Test 2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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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석된다. we are (wary) of strangers에서 be동사 뒤에 형용
사 wary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휘 및 어구

tempting to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trust A with B A에게 B를 맡기다
add A to B B에 A를 더하다
approach 접근하다

구조분석

1행 [As more companies expand their operations
globally], [{the need to understand the cultures of
foreign countries} becomes more important].
 첫 번째 [ ]가 부사절이고 두 번째 [ ]가 주절이다. 두 번
째 [ ]에서 { }가 주어이다.
어휘 및 어구

denial 부정, 부인

expand 확장하다

consumption 이용, 소비

globally 세계적으로
perception 인식
mourning 애도

5

bride 신부
정답

④

소 재

세계 시장에서 문화 이해의 중요성
해 석

extensive 광범위한
survey 조사
orderly 질서 정연한
clockwise 시계 방향의
layout 배치

더 많은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외국의 문화를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더 중요해진다. 기업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
는 문화 내에서 제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사람들과 마찬
가지로, 상품들도 그것들의 인식과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가
치와 규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적 맥락 내에서의 개인의
행동이 이해될 수 있기 전에 문화가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색
은 세계 시장에서 본국에서 갖는 의미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중국에서 흰색은 애도의 색이고 신부는 빨간색 옷을 입는다. 미국에

6

정답 ⑤

소 재

범죄 행위에 대한 정부의 처벌
해 석

설 스튜디오의 미국인 디자이너들은 일본을 위한 새로운 테마파크

정부의 권한 중 하나는 처벌을 가하는 것인데, Montesquieu ,
Cesare Beccaria와 같은 저술가들과 미국의 건국자들은 정부가

를 계획할 때에 일본의 문화에 대해 배워야만 했다. 광범위한 조사

국민들을 해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새롭게 다시 생각했다. 그들이

와 제품 테스트를 한 후에, 그 결과는 질서 정연한 시계 방향으로의

주장하기로는, 형사처벌은 보편적 정의를 실행하기 위한 권한이 아

배치, 일본 스타일의 미국 음식, 타는 사람이 물에 젖지 않도록 설계

니라 그것이 막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을 야기하지 않고 반

된 쥐라기 공원 워터슬라이드가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테마파크

사회적 행위를 단념시키는 유인 구조의 일부이다. 예를 들어, 처벌

였다.

이 범죄에 걸맞아야 하는 이유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정의의 저울의

서는 검은색이 애도를 위한 것이고 신부는 흰 옷을 입는다. 유니버

문제해설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여 외국에 진출할 때에 그 나라의 문화
를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유
니버설 스튜디오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라’이다.
① 광고에 고객들을 참여시켜라
② 색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의미
③ 위험이 클수록, 더 많은 준비
⑤ 균형과 아름다움에 관한 두 가지 대비되는 생각들

124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범법자가 더 위험한 범죄로 수위를
올리지 않고 경미한 범죄에서 멈추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이
다. 잔혹한 처벌은, 그것이 어떤 의미로는 ‘응당한’ 것이든지 아니든
지 간에, 온건하지만 더 확실한 처벌보다 위해를 막는 데 더 효과적
이지 않으며, 보는 사람들을 둔감하게 만들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회
를 흉악하게 만든다.
문제해설

정부에 의한 형사처벌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은 범죄 행위의 수
위가 더 높아지는 것을 막고 위해를 막는 데 있다는 것이 글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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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처벌을 통한 범죄의 예방’이다.
① 형사처벌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결과
② 사회에서 감소하는 범죄율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
③ 정부의 처벌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
④ 범죄 행위의 심리적 그리고 생리적인 원인

나이가 더 많은 응답자들보다 더 큰 수준으로 참여하였다. 더 어린
집단의 응답자 중 절반이 Airbnb 같은 사이트에서 머물 곳을 찾은
경험이 있었고, 그들 중 5분의 1은 세무 대리와 같은 전문 서비스를
이용했다. 더 어린 연령 집단은 자동차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많았는데, 더 어린 연령 집단의 응답자들 중 32퍼센트가 자신들

구조분석

3행 Criminal punishment, they argued, is not [a
mandate to implement cosmic justice] but [part of an
incentive structure {that discourages antisocial acts
without causing more suffering than it prevents}].
 두 개의 [ ]는 「not A but B」의 구문으로 연결되었고,
‘A 가 아니라 B ’의 의미로 해석된다. { }는 an incentive
structur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이 자동차 서비스를 사용했다고 말한 반면, 35세 이상의 응답자들
중 12퍼센트만이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35세 이상의 응답자들의
3분의 1이 넘는 수가 eBay와 같은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서 구매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자전거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은 두 연령 집단 사이에 가장 작은 차이를 보인 서비스였다.
문제해설

더 어린 집단의 응답자 중 절반이 아닌, 30퍼센트가 Airbnb
같은 사이트에서 머물 곳을 찾은 경험이 있었으므로 ②는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조분석

license 자격, 면허
cosmic 보편적인, 포괄적인
incentive structure 유인 구조
antisocial 반사회적인
fit 걸맞다, 적합하다
balance 균형을 맞추다
mystical 신비주의적인
ensure 확실하게 하다

Mini Test

7행 The younger group were more likely to use car
services; 32% of respondents in the younger age group
said they used car services, while only 12% of
respondents aged 35 and older said they did so.
 「be likely + to부정사구」는 ‘~할 가능성이 있다’의 의미이
다. they did so는 they used car services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implement 실행하다, 이행하다

어휘 및 어구

wrongdoer 범법자

select 선별된

escalate (단계·수위 등이) 올라가다

preowned 중고의

deserved 응당한

tax preparation (service) 세무 대리 (서비스)

effective 효과적인
moderate 온건한, 적절한
spectator 보는 사람, 관객

8

brutalize 흉악하게 만들다, 잔인하게 만들다

정답

⑤

소 재

7

정답

②

부모용 육아 조언서 ‘The Care and Feeding of Children’
해 석

소 재

전문/공유 경제 서비스 이용자 비율
해 석

연령에 따른, 선별된 전문/공유
경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북미 인터넷 사용자, 2017년 3월

1909년에 의학박사 L. Emmett Holt는 최초로 널리 이용 가능한
부모용 조언서인 ‘The Care and Feeding of Children’을 출판
했다. 그것은 원래 병원에서 일하는 보모들을 위한 안내서로 1894
년에 출판되었다. 그는 그 책을 개정하고 특별히 가정용으로 새로운

위 표는 선별된 전문/공유 경제 서비스를 이용한 북미 성인 인터넷

판을 내놓았다. Holt는 유아와 아이의 신체적인 돌봄과, 아기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것과, 더 나이 많은 아이들의 식단과, 질병, 응급상

사용자의 2017년 3월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18세에서 34세 연령

황, 놀이 시간, 그리고 아기의 기질에 대한 갖가지의 조언을 다루었

집단의 응답자들은 조사 대상이 된 전문/공유 경제의 모든 측면에서

다. Holt는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책을 썼고 상식으로 간주될 수
Mini Test 2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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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을 법한 것들을 많이 포함했다. 그 책에서 그는 모유의 중요성
을 강조했고 모유로 키운 유아 중에서 사망률이 감소했다는 것을 언
급함으로써 이 사실을 뒷받침했다. 그는 ‘좋은 모유 수유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것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는 현실주의자였기
에, 언제, 왜, 어떻게 한 살까지 아기의 젖을 떼는지를 포함해서 모유
수유에 대해서는 그의 책의 아홉 페이지를 할애한 반면에, 인공 수
유의 상세한 내용에는 60페이지를 할애했다.
문제해설

모유 수유에 대해서는 아홉 페이지를 할애하였고 인공 수유에
대해서는 60페이지를 할애했다고 하였으므로, ⑤는 글의 내용
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조분석

7행 Holt wrote the book in a question and answer
format and included much [that could be considered
common sense].
 wrote ~와 included ~가 주어 Holt에 공통으로 이어진
다. [ ]는 much를 수식한다.
11행 Holt was a realist, however, and [while he
devoted nine pages of his book to breast-feeding,
including {when, why, and how to wean the baby by
one year of age}], he devoted sixty pages to the ins
and outs of artificial feeding.
 [ ]는 ‘~한 반면에’를 의미하는 while이 이끄는 부사절이
다. { }는 전치사 including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어휘 및 어구

available 이용 가능한
originally 원래

9

정답

④

소 재

학생회 선거 공고
해 석

2020 RSA 총선거
Ranten 학생회는 민주적이고, 학생이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학생
회는 보통 매년 10월에 선출되는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RSA 학생회의 공석
캠퍼스 대표 (4석)
- Capilano 캠퍼스 대표 (1석)
- Burnaby 캠퍼스 대표 (1석)
- Surrey 캠퍼스 대표 (1석)
- Tech 캠퍼스 대표 (1석)
후보 추천
후보 추천은 9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9월 25일 금요일 오
후 2시까지 RSA 학생회의 모든 의석에 대해 열려 있습니다. 학생
들은 그 자리에 자격이 있다면 학생회의 어느 자리든 추천받을 수 있
습니다. 후보 추천 양식을 우리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출력
하거나 RSA 학생회 아무 사무실에서나 무료 출력본을 가져가세요!
선출 투표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과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7시까지
어디서 투표하나?
Capilano, Burnaby, Surrey, Tech 캠퍼스 모두

manual 안내서, 설명서

선거 기간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RSA 학생증을 지참하고 캠퍼스 내

revise 개정하다, 수정하다

의 투표소로 오세요!

cover 다루다

RSA 총선거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RSA의 선거
관리 위원장인 Ron Harry에게 555.715.4777이나 elections@
RSA.ac.ca로 연락하세요.

format 형식
cite 언급하다
mortality rate 사망률
breast-feed(breast-fed, breast-fed) 모유로 키우다
substitute 대체물, 대체품
realist 현실주의자
devote (지면을) 할애하다, 바치다

문제해설

투표 기간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이므로 투
표가 10월 14일부터 시작된다고 한 ④가 안내문의 내용과 일
치하지 않는다.

ins and outs 상세한 내용
구조분석

3행 Council is made up of representatives [normally
elected each year in October].
 [ ]는 representatives를 수식한다.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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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이버용 시계가 아니고 다이빙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② 시간을 설정할 때는 용두를 잡아당긴 후 돌려야 한다.
③ 날짜를 설정할 때는 B 버튼을 먼저 누르고 C 버튼으로 조정
한다.
⑤ 야간 모드 기능을 중지할 때는 A 버튼을 3초 동안 누른다.

어휘 및 어구

democratic 민주적인
organisation 조직, 기관
council 의회
representative 대표, 대표자
elect 선출하다
nomination 후보 추천

구조분석

nominate (후보로) 추천하다

11행 Then [pressing any button] will cause the nightlight [to illuminate and stay on for 3 seconds].
 첫 번째 [ ]는 주어 역할을 한다. 두 번째 [ ]는 「cause +
목적어+ 목적보어」의 구문에서 목적보어 역할을 한다.

eligible 자격이 있는
polling 투표
on-campus 캠퍼스 내의, 대학 내의
returning officer 선거 관리 위원

어휘 및 어구

water-resistant 방수의
as long as ~하는 한

10

정답

④

crystal (유리·플라스틱으로 된, 시계의) 뚜껑[커버]
intact 온전한

소 재

magnet 자석
Mini Test

시계 사용 설명서

adjust 조정하다
illuminate 밝아지다

해 석

여러분의 Hasel Watch를 작동시키는 방법

deactivate (작동을) 중지시키다, 비활성화하다



- Hasel Watch는 뚜껑, 용두, 그리고 케이스가 온전한 상태로 남
아 있는 한에서만 방수입니다. Hasel Watch는 다이버용 시계가
아니며 다이빙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내부 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Hasel Watch를 자석에서 떨
어진 곳에 두세요.

11

정답

③

소 재

시간 및 달력 설정

동물의 무는 습관



1. 시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용두를 잡아당겨서 정확한 시간에 맞
도록 어느 한쪽으로 돌리세요.


2. 달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달력 표시가 나오도록 B 버튼을 누르
세요. 연도, 월, 일, 요일을 조정하기 위해 C 버튼을 누르세요.
야간 모드 기능 이용
야간 모드를 작동하려면 A 버튼을 누르고 삑 소리가 들릴 때까지 3
초 동안 누르고 있으세요. 그다음 아무 버튼이나 눌러도 야간등이
켜지고 3초 동안 유지될 것입니다. 야간 모드 기능은 3시간 동안 지
속될 것입니다. 야간 모드 기능을 중지하려면 A 버튼을 3초 동안 누
르고 있으세요.
문제해설

야간 모드가 작동된 뒤에는 아무 버튼이나 눌러도 야간등이 켜
진다(Then pressing any button will cause the night-light
to illuminate ~)고 하였으므로 ④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
한다.

해 석

애완동물 주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신호를 스스로 자주 보낸다. 예를 들어, 동물에게서 무는 것의
금지는 야생에서 어미, 아비, 그리고/또는 형제자매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수업이다. 모든 강아지는 이빨이 나는 시기에 무는 본능과 씹
으려는 욕구가 있어서, 대리 부모인 우리에게서 이빨을 대도록 허용
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어린 동물들과 ‘거칠게’ 놀이를 하고 옷이나 팔, 머리카락을
‘장난으로’ 물면서 ‘입을 많이 벌리기를’ 금지한다(→ 부추긴다). 그것
은 동물이 사람에게 자신의 이빨을 대는 것을, 하기에 재미있는 일
로 연상하도록 가르칠 뿐인데, 그것은 그 동물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심해질 수밖에 없는 행동이다. 귀여운 강아지가 여러분의 팔을 무
는 것 같은 장난으로 시작한 것이 그 귀여운 작은 강아지가 100파
운드가 나가는 로트와일러로 성장했을 때는 허용될 수 없는 행위가
된다!
Mini Test 2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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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의 내담자는 멈추고 생각하고 느낄 여

문제해설

동물이 어릴 때 이빨을 대는 것을 사람들이 장난으로 부추
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 말하는 글이므로, ③의
forbidding(금지한다)을 encouraging(부추긴다)과 같은 어휘
로 바꿔야 한다.

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여러분이 초심자이면 짧은 침묵이 매우 길
게 느껴질 수 있다. 내담자에게는 그것(짧은 침묵)이 여러분에게 느
껴지는 만큼 길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보통 질문을 하
면서 불쑥 끼어들고 싶은 유혹이 느껴질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내담
자에게는 자기 생각에 대한 침해처럼 느껴질 수 있다. 여러분은 침

구조분석

1행 Pet owners themselves often give signals [that can
create behaviors {that are the opposite of what they
want}].
 [ ]는 signals를 수식한다. { }는 behaviors를 수식한다.
3행 All puppies have [the instinct to bite] and [the
need to chew] during the teeth-cutting months, so they
must be taught by us, their surrogate parents, [what
they are allowed and not allowed to put their teeth on].
 and에 의해 연결된 첫 번째 [ ]와 두 번째 [ ]는 have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세 번째 [ ]는 be taught의 목적어 역할
을 한다.
어휘 및 어구

signal 신호
opposite 반대
inhibition 금지
sibling 형제자매

묵에 편안해지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여러분
은 도움을 주는 관계에서의 이러한 공백에 대해 스스로를 신뢰할 것
을 배울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결국 여러분이 침묵을 깰 필요가
있다면 아마도 어떤 종류의 반영하는 말로 이렇게 하는(침묵을 깨
는) 것이 질문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다.
문제해설

(A) that부터 문장 끝까지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후로 이어지는 동사가 없으므로, 주어가 없고 동사로 시작하
는 명령문이 되도록 Remember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B) 전치사구인 to the client 뒤에 「조동사+ 동사」인 can feel
이 이어지므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 which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C) ‘아마도 어떤 종류의 반영하는 말로 이렇게 하는(침묵을
깨는) 것이 질문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다.’라는 의미를 전달
하기 위해 비교급 better와 연관된 than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
하다.
구조분석

puppy 강아지

1행 Novice counselors learning active listening
techniques often find silences difficult, just as many
of us do in social settings.
 「find + 목적어+ 목적보어」 구문은 ‘~가 …라고 생각하다’
의 의미이다. 대동사 do는 find silences difficult를 대신
한다.

instinct 본능
chew 씹다, 물어뜯다
grab 붙잡다
associate 연상하다, 연관시키다
escalate 심해지다, 확대되다
unacceptable 허용될 수 없는

어휘 및 어구

novice 초보자
active 능동적인

12

정답

①

소 재

내담자의 침묵에 대한 존중
해 석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그러는 것처럼, 능동적인 듣
기 기법을 배우고 있는 초보 상담가는 침묵이 어렵다고 자주 생각
한다. 하지만 능동적인 듣기 상황에서 여러분의 내담자는 매우 힘든

setting 상황, 환경
client 내담자, 의뢰인
process 처리하다
struggle 노력하다, 애쓰다
jump in 불쑥 끼어들다
eventually 결국
Tips
reflection(반영, 정서 되돌려주기): 상담에서 상대가 말한 사안이나 표현한
감정을 될 수 있는 한 상대가 한 말과 같은 말로 되풀이해 주는 기술이다.

몇몇 감정을 처리하고 알맞은 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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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답

②

14

소 재

식사 시간에 늦게 나타나는 Stephanie를 훈육하는 방법

정답

②

소 재

슬로푸드 운동

해 석

해 석

저녁 식사 5분 전에 엄마는 Stephanie의 방으로 가 그녀의 어깨
를 살며시 건드리고, 그녀에게 식사하러 올 시간이라고 일깨워준

먹거리 정치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파리의 빵 생산을 둘러싼 전

다. 식사 바로 직전에, 그녀는 “Stephanie, 1분 뒤에 우리 식사 시

이 계기였고 식품에 붙는 가격이나 세금의 증가는 식민지 시대의 미

투는 케이크를 먹는 것에 대한 Marie Antoinette의 유감스러운 말

작할 거다.”라며 마지막으로 한 번 부른다. 1분 뒤에, Stephanie
를 제외한 가족들이 식탁에 앉는다. 즐거운 대화를 하고 10분 뒤에

국을 포함하여 수많은 나라에서 폭동을 유발했다. 하지만 21세기 유

Stephanie가 달려 들어오며 자신이 몹시 배고프다고 불평한다. 엄
마는 침착하게 말한다. “우리는 이미 식사를 시작했어. 부엌 조리대

슬로푸드 운동의 주된 관심은 장인의 식품 생산을 책임지는 다양하

에 여분의 음식이 있으니 너는 거기서 먹을 수 있어.” Stephanie는

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특정한 맛이 상실될 위협과 그 특정한 맛을

음식이 차갑다고 떼를 쓴다. 부엌 조리대에서 여분의 음식을 그녀가

만들어 내는 지역 문화가 (상실될 위협이) 운동에 생기를 불어넣는

먹을 수 있으며 가족들은 그녀가 부엌 조리대에서 혼자 먹기를 바란

다. 그들은 지역 전통에 기반을 둔 더 진정한 생활양식을 찾는 데 있

다는 메시지를 엄마는 침착하게 반복한다. 소리치는 일도 말다툼하

어 식품의 미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을 활용하며, 그다음 그것은 흔히

는 일도 없다. Stephanie는 자신의 식사를 할 것이다. 그녀는 그저

사용하는 구호가 되어 그것을 통해 정치 동원이 일어난다. 그래서,

스스로 음식을 차리고 혼자 먹어야 할 뿐이다.

슬로푸드 운동은 식품 장인을 진보에 방해가 되는 보수주의자로서

②는 Stephanie의 엄마를 가리키고, 나머지 넷은 Stephanie
를 가리킨다. 따라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②이다.
구조분석

1행 Five minutes before dinner, Mom goes to
Stephanie’s room and gently touches her on the
shoulder, [reminding her it’s time to come to dinner].
 goes ~와 touches ~가 and에 의해 연결되어 주어 Mom
에 공통으로 이어진다. [ ]는 분사구문으로 ‘그리고 ~하다’의
의미를 전달한다. 「it’s time to ~」는 ‘~할 시간이다’라는 뜻
이다.
어휘 및 어구

remind 일깨워주다
storm in 달려 들어오다
starving 몹시 배고픈
calmly 침착하게
extra 여분의
kitchen counter 부엌 조리대
argue 떼를 쓰다, 말다툼하다
yell 소리치다

고 지역적인 전통을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지역의 재료(먹거리)를 먹

가 아니라 지역 유산의 보존에 책임이 있는 중요한 사람으로 이해한
다.
문제해설

슬로푸드 운동이 지역의 재료를 먹도록 권장하면서 지역 전통
과 지역 유산을 보존하려 한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② ‘정
체성’이 가장 적절하다.
① 건강
③ 평등
④ 세계화
⑤ 환경
구조분석

1행 [A battle over the production of bread in Paris was
the occasion of Marie Antoinette’s unfortunate remark
about eating cake], and [{increases in prices or taxes
on food} have provoked revolt in countless countries
including colonial America].
 두 개의 [ ]가 and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 }는 두 번째
[ ]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
12행 Thus, the Slow Food movement understands the
food artisan, not as a conservative [standing in the
way of progress] but as someone [charged with the
preservation of local heritage].
 ‘A가 아니라 B’를 뜻하는 「not A but B」 구문이 사용되었다.
Mini Test 2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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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에서 먹거리 정치는 부족이나 정의가 아니라 정체성을 겨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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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두 개의 [ ]는 각각 a conservative와 someone을 수식한다.

함이 너무 커지면 그만둬라. 내면의 진실에 주목하라. 우리는 선택권
을 가진 것을 말하는데, 물론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

어휘 및 어구

비해 우리는 그렇다(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는

phenomenon 현상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외부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다. 내부의

occasion 계기, 이유

명령이 존재하고 길이 명확해진다.

remark 말, 언급

문제해설

provoke 유발하다
revolt 폭동

어떤 일을 언제 중단할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적인 불편함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요지의 글이
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내면의 진
실’이다.
② 유치한 충동
③ 역사적 세부사항
④ 어떤 사회적 압력
⑤ 현실적 가능성

colonial 식민지 시대의, 식민지의
direct 겨냥하다, 향하다
scarcity 부족
prime 주된
diverse 다양한
ingredient 재료
animate 생기를 불어넣다
aesthetic 미적인

구조분석

authentic 진정한

4행 Fox’s response was not [“Take it off this instant;
we are a pacifist organisation”] but [“Wear it as long
as you can.”]
 「not A but B」 구문이 사용되어 ‘A가 아니라 B인’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두 개의 [ ]가 각각 A와 B에 해당한다.
두 번째 [ ] 안의 as long as ~는 ‘~하는 동안’이라는 뜻이다.

anchored 기반을 둔, 정착한, 닻을 내린
idiom 흔히 사용하는 구호, 관용구
mobilization 동원
conservative 보수주의자
stand in the way of ~을 방해하다
charged with ~에 책임[임무]이 있는

어휘 및 어구

heritage 유산

founder 창건자, 창립자
aristocrat 귀족
sword 칼, 검
pacifist 평화주의자(의)
overseas 해외의

15

정답

①

소 재

결정을 좌우하는 내적 명령
해 석

Pennsylvania 주의 창건자인 William Penn에 관한 이야기가 있
다. 귀족으로서 그의 복장의 한 부분은 칼을 착용하는 것이었다. 그
는 Religious Society of Friends (Quakers)의 초기 구성원 중
한 명인 George Fox에게 칼을 착용해도 괜찮은지 물었다. Fox
의 대답은 “지금 당장 그것을 벗어 던지세요. 우리는 평화주의자 단
체예요.”가 아니라 “착용할 수 있는 동안 착용하세요.”라는 것이었

discomfort 불편
struggle 발버둥 치다, 몸부림치다
survive 생존하다
external 외부의
perspective 관점, 시각
interior 내부의
Tips
Quakers(퀘이커교): 17세기 청교도운동의 극좌파에 해당한다. 창시자
George Fox는 그리스도가 직접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것, 특별한 건물이나
안수받은 성직자가 필요 없다는 것,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활 전체에 적용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다. 나는 그것을 삶에서 신조로 삼을 만한 좋은 원칙이라고 여긴다.
즉, 할 수 있는 동안 고기를 먹고, 할 수 있는 동안 비행기를 타고 해
외 휴가를 가고, 할 수 있는 동안 술을 마셔라. 그리고 혹시라도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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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답

③

소 재

개발도상국에서 병에 든 생수가 확대되는 것의 문제점

어휘 및 어구

figure 수치, 숫자
comparative 비교의
bottled water 병[휴대용 용기]에 든 생수
tap water 수돗물

해 석

arguably 거의 틀림없이

병에 든 생수의 비교 비용에 관한 수치들은 공적자금이 병에 든 생

bear 감당하다

수에 쓰이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보여준다.

disproportionately 불균형적으로

수돗물은 리터당 36센트인데 유럽에서 가장 잘 팔리는 광천수보다

proliferation 확산, 급증

141배 싸다. 거의 틀림없이, 병에 든 생수 생산 비용은 서구 선진 공
업국들은 감당할 수 있지만, 멕시코와 같은 중산층 국가들의 견지에

induce 유도하다, 초래하다

서 볼 때 그러한 가격은 불균형적으로 높으며 병에 든 생수의 확산

assumption 가정, 추정

은 개발도상국의 시 당국들이 공공 식수 공급을 경시하도록 유도할

install 설치하다

수 있다는 것이 우려스럽다. 관련 이슈에는 특히 중국과 동아시아에

extensive 엄청난, 광범위한

서 ‘이중 급수관’ 시스템의 급속한 확산이 포함된다. 개발자들은 표

urban 도시의

준적인 시의 수도의 연결부가 인간이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가

rural 시골의

정에 근거하여, 소비자에게 큰 비용을 부담 지우며 별도의 ‘깨끗한

undermine 약화시키다

authority (주로 복수로) 당국, 관계자

Mini Test

물’ 공급 라인을 설치함으로써 빠르게 자신들의 개발품에 ‘가치(및
이익)를 추가’했다. 더욱이 그러한 시스템의 확산이 크면 클수록 (도
시에서 시골로, 부유한 곳에서 빈곤한 곳으로 등의 엄청난 상호 보
조금에 의존하는) 식수에 대한 시의 공급은 더 약화된다.
문제해설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이중 급수관 시스템이 급속히 확산됨으
로써 시의 공공 식수 공급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례를 통해 병
에 든 생수의 확산이 개발도상국의 시 당국이 공공 식수의 공
급을 경시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공공 식수 공급을 경시
하도록’이다.
①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②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을 무시하도록
④ 병에 든 생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⑤ 국제 시장에 대한 독점적 접근을 확보하도록

17

정답

①

소 재

필요성을 예상하고 물을 마시는 동물
해 석

사람과 다른 동물들이 하는 많은 물 마시기는 수분 부족을 줄여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쥐가 마시는 양은 실제로 물이 필요한 때와 관계
없이 하루의 시간대에 크게 의존한다. 낮 동안에 먹이의 50퍼센트
를 받는 쥐들은 그 시간 동안 그들의 물의 약 25퍼센트만을 마시고
그들이 밤에 먹이를 거의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들의 물의
대부분을 마신다. 더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를 예를 생
각해 보자. 기록을 해 본다면, 여러분이 식사하면서 대부분의 물을
마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한 가지 가능한 이유는 음식을 소화

구조분석

13행 What is more, the greater the proliferation of
such systems, the more municipal supply of drinking
water [(which depends on extensive cross-subsidies,
from urban to rural, from rich to poor, etc.)] is
undermined.
 「the + 비교급 ~, the + 비교급 ...」 구문이 사용되어 ‘~하
면 할수록 더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는 관계절로
주어인 municipal supply of drinking water를 수식한다.

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즉 위장관에서 음식 대 물의 최적의 비율
을 유지하기 위해 물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 다른 가능한 이
유는 음식이 짜서 소금이 세포에서 뽑아내는 물을 다시 채워야 해
서 물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 모두 부분적
으로만 옳다. 여러분은 실제로 식후 몇 시간이 지날 때까지 물이 필
요하지 않다. 식사 중에 물을 마실 때, 여러분은 물의 필요성을 예상
하고, 부족을 막기 위해 구할 수 있는 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동물은
‘목이 마르기 전에 우물을 파라.’라는 격언을 따라서, 실제로 그렇게
할 어떤 필요가 있기 전에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물도 마신다.
Mini Test 2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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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불빛이 점점 더 전자 화면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문제해설

사람이나 쥐의 사례를 통해 동물은 실제로 당장 수분이 부족하거
나 필요해서라기보다 앞으로 물이 필요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물을 마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목이 마르기 전에 우물을 파라’이다.
② 우물에 가 숭늉 찾는다
③ 반 덩어리 빵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
④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⑤ 티끌 모아 태산이다

이것들이 점점 더 공동체적이기보다는 개인적이고 손에 쥐고 쓸 수
있는 것이 되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유럽 민속학자들은 자
기 지역의 농민 집단의 구전 민속에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던 반
면에, 미국 민속학자들은 그들의 연구에서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를
고찰하는 것을 선택해, 그들의 관습과 신념 전부를 민속에 포함시켰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달하는 소셜 미디어의 스토리텔
링 가능성에는 그것을 문화적 정보 전달의 매개체로 추천할 많은 것
이 있고, 미국 ‘민속’의 전달을 위한 기술과 다른 새로운 소통 수단에
대한 어떠한 전면적인 거부도 성급하며, 결국 현명하지 못한 것이다.

구조분석

8행 One possible reason might be [that you need the
water {to help digest your food}, {to maintain the
optimal food to water ratio in your GI tract}].
 [ ]는 주격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두 번째 { }는 첫
번째 { }를 부연 설명한다. 첫 번째 { } 안에는 「help + (to +)
동사원형」 구문이 사용되어 ‘~하는 것을 돕다’라는 의미를 나
타낸다.
어휘 및 어구

문제해설

과거 모닥불 주변에서 집단적으로 행해졌던 이야기를 통한 문
화적 정보의 전달이 오늘날에는 소셜 미디어 같은 수단을 통해
더 개인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과
새로운 매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이
다. 따라서 유럽 민속학자들과 미국 민속학자들이 초점을 맞추
고 있는 대상이 서로 달랐다는 내용의 ④가 글의 흐름과 관계
없다.
구조분석

deficit 부족

4행 There is no denying, however, that [in the past
half century or so the flickering light {around which
we gather as clans} trends more and more toward the
electronic screen], and [in recent years these have
become increasingly individual and hand-held rather
than communal].
 「there is no -ing」 구문이 사용되어 ‘~할 수 없다’라는 의
미를 나타낸다. that은 denying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
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며 명사절 안에서 두 개의 [ ]가 and로
연결되어 있다. { }는 the flickering light을 수식하는 관계
절이다.

independent of ~와 관계없이
relate to ~을 이해하다
digest 소화하다
maintain 유지하다
optimal 최적의
ratio 비율
draw 뽑아내다, 퍼내다
anticipate 예상하다
maxim 격언

어휘 및 어구

18

정답

④

소 재

문화적 정보 전달의 새로운 매개체
해 석

flicker 흔들리다, 깜박이다
flame 불꽃, 불길
campfire 모닥불
clan 일족, 씨족
trend 기울다, 향하다
electronic 전자의

고대 문화에서는 전통적으로 별 아래에서 그리고 모닥불의 흔들리

hand-held 손에 쥐고 쓸 수 있는

는 불꽃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떤 문화에서는, 심지어

communal 공동체의, 공동의

21세기의 미국에서도, 오늘날까지 여전히 그렇게 한다. 많은 사람이
뒷마당, 가족 여행, 야영지에서 그런 전통을 이어간다. 그러나 지난

folklorist 민속학자

반세기 정도 동안에, 우리가 일족으로서 그 주위에 모이는 흔들리는

potential 가능성, 잠재력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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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독해연습

evolve 발달하다

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사례이므로 (B)가 제일 앞에 와야
한다. (C)의 첫 문장의 such people이 (B)에서 언급된 시각과
같은 감각이 뇌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
같은 이들을 가리키므로 (C)가 그다음에 와야 하며, 촉각도 뇌
로 전달된 전기 신호가 뇌에서 인식된 결과라는 (C)의 내용에
대한 사례에 해당하는 (A)가 마지막에 와야 한다. 따라서 알맞
은 순서는 ③ ‘(B)–(C)–(A)’이다.

recommend 추천하다
vehicle 매개체, 수단
transmission 전달
outright 전면적인, 완전한
rejection 거부
avenue 수단, 방법
premature 성급한

19

구조분석

정답

③

소 재

특정 자극에 대한 뇌의 해석으로서의 촉각
해 석

촉각은 시각, 청각, 미각이 뇌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A)1행 For instance, if you touch a rough surface, you
can never know [whether the surface is, in reality,
indeed a rough surface], or [how a rough surface
actually feels].
 두 개의 [ ]는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C)2행 The sense of touch also occurs in the brain as
much as do all the other senses.
 「as much as ~」는 ‘~ 못지않게, ~만큼이나’라는 의미이
다. do는 대동사로 occur in the brain을 대신한다.
be convinced of ~을 확신하다

그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뇌에서 그 책을 보고 있

original 원형, 실물

을 리 없어. 봐, 내 손으로 그것을 만지고 있잖아.”라고 대답할 것이

interpretation 해석

다. 혹은 만약 우리가 “우리는 이 책의 원형이 외부의 물질로 된 사

stimulus 자극 (pl . stimuli)

물로서 존재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어.”라고 말한다면, 피상적인 생

material 물질로 된, 물질적인

각을 가진 그 동일한 사람은 또다시 “아니야, 봐, 나는 그것을 내 손

superficially 피상적으로

으로 잡고 있고, 나는 그것의 단단함을 느끼고 있어. 그것은 지각된

perception 지각(된 것)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실재를 가진 존재야.”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

existence 존재

(C)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거나, 어쩌면 그냥 무시하는
사실이 있다. 촉각도 다른 모든 감각 못지않게 뇌에서 일어난다. 즉,

sticky 끈적끈적한

물질로 된 사물을 만질 때 여러분은 그것이 단단한지, 푹신한지, 젖

transmit 전달하다

어 있는지, 끈적거리는지 혹은 부드러운지를 뇌에서 감지하게 된다.

electrical 전기의

손끝에서 나오는 효과는 뇌에 전기 신호로 전달되며, 이러한 신호가

signal 신호

Mini Test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B)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가 그의 뇌 안에서 책을 본다고 말한다면, 그는 만약

어휘 및 어구

silky 부드러운

뇌에서 촉각으로 인식된다. (A)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거친 표면
을 만진다 해도, 여러분은 그 표면이 실제로 정말 거친 표면인지 혹
은 거친 표면이 실제로 어떻게 느껴지는지 결코 알 수 없다. 그것은
여러분이 거친 표면의 원형을 결코 만질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표면을 만지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특정한 자극에 대
한 여러분의 뇌의 해석이다.
문제해설

책을 손으로 잡고 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책의 원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뇌 안에서 지각할 뿐이라
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B)는 주어진 문장에서
언급된 촉각으로 인해 사람들이 다른 감각들이 뇌에서 일어난

20

정답

소 재

여전히 작동되는 ‘싸움 혹은 도주’ 반응
해 석

편도체가 작동되면, 그것은 위협에 대응하도록 우리의 모든 생물학
적 시스템을 ‘장악한다’, 다시 말해 징발한다. 우리가 위험을 감지할
Mini Test 2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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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때 편도체의 반응 시간은 약 33밀리세컨드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는 그 시간의 절반이 되기도 한다. (B) 전두엽 피질(우리의 ‘생각하

predator 포식자, 약탈자

는’ 뇌)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의식적 사고로 처리하는 데 적

hair-triggered 즉각적인

어도 그 시간의 10배가 필요하다. 인류의 진화 역사에서 수백만 년

stressor 스트레스 요인

동안 편도체에 의해 작동된 ‘싸움 혹은 도주’ 반응 패턴은 그것이 목

cognitive 인지의, 인식의

숨을 구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A) ‘이빨과 발톱’의 시절에는 이 몹

prefrontal cortex 전두엽 피질

시 흥분시키는 시스템이 우리 조상들이 포식자를 몽둥이로 때리거

conscious 의식적인

나, 아기를 잡아채 달아날 수 있게 해주었다. 현대 생활에서, 그 스트

fight or flight reaction 싸움 혹은 도주 반응(갑작스러운 자극에 대

레스 반응은 우리가 다가오는 차를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을 때



grab 잡아채다

하여 맞서 싸울 것인가 도주할 것인가의 본능적 반응)

여전히 생명을 구한다. 그러나 극단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우리의

road rage (도로에서 운전 중) 분통 터뜨리기

즉각적인 반응에는 ‘인지적인 검토’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equivalent 등가물, 상당[대응]하는 것

또한 많은 허위 경보에 반응한다. (C) 도로에서 운전 중 분통을 터뜨

curse 저주하다

리는 것을 2살짜리 (또는 12살짜리) 짜증의 어른식 등가물로 생각하
라. 매일 세계 각지의 가정에서 그들의 버튼(편도체)이 눌릴 때 사람
들은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저주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부터 도망친다.
문제해설

(B)의 첫 줄에서 언급된 전두엽 피질이 정보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비교 대상인 ‘that amount of time’이 주어
진 문장의 편도체의 반응 시간인 약 33밀리세컨드를 의미하
므로 (B)가 제일 먼저 와야 한다. (A)는 (B)의 후반부에 나
온 편도체에 의한 ‘싸움 혹은 도주’ 반응이 인간의 생존에 도움
이 된다는 것의 사례에 해당하므로 (A)가 그다음에 와야 하
고 (A)의 후반부에 언급된 편도체가 위험이 발생했다는 허위
경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를 보여주는 (C)가 마지막
에 와야 한다. 따라서 알맞은 순서는 ② ‘(B)–(A)–(C)’이다.
구조분석

(A)1행 In the “tooth and claw” days, this adrenalinecharged system allowed our ancestors to [club the
predator], or [grab the baby and run].
 “tooth and claw” days는 ‘이빨과 발톱’의 시절, 즉 ‘치열
한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원시 시대를 뜻한다. 「allow + 목적
어+ to부정사(구)」 구문이 사용되어 ‘목적어가 ~할 수 있게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두 개의 [ ]가 to에 이어져 to부
정사구를 이룬다.
어휘 및 어구

trigger 작동시키다, 촉발하다
hijack 장악하다, 강탈하다
detect 감지하다
millisecond 밀리세컨드(1,000분의 1초)
adrenaline-charged 몹시 흥분시키는, 아드레날린으로 가득 찬
club (곤봉 같은 것으로) 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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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 재

얼음이 미끄러운 이유
해 석

수년간 사람들은 압력이 가해져 얼음이 녹는 것이 얼음이 미끄러운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야기는 그것보다 더 복잡한 것
으로 밝혀졌는데, 그것이 왜 얼음이 어는점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
서도, 또는 압력이 그것을 녹일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때도(예를 들
어, 스케이트만이 아니라 평평한 신발을 신어도 얼음이 여전히 미끄
러운 경우처럼) 여전히 미끄러운지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찰
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즉 스케이트, 스키, 혹은 빙하
가 미끄러지면서 마찰이 열을 발생시키고 그것이 얼음 표면을 살짝
녹인다. 그러나 가만히 서 있어도 얼음이 미끄러운 이유를 설명하
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설명이 전부는 아니다. 현대의 분석은 얼
음 표면의 분자들이 그것들 위에 분자들이 없어서 본질적으로 불안
정하기 때문에, 표면이 구조를 조정하여 액체와 유사한 층을 형성한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1850년 유명한 물리학자 Michael
Faraday가 세운 모든 얼음은 표면에 고유한 얇은 물의 층을 가지
고 있다는 최초의 가설이 사실임을 입증했다. 그러므로, 얼음은 고유
한 표면의 물 층 때문에 미끄러운데 이는 압력과 마찰을 이용해 강
화될 수 있다.
문제해설

얼음 표면에 고유한 물 층이 존재한다는 Faraday의 가설이 사
실임을 입증한 주어진 문장의 ‘This’는 얼음 표면에서는 분자들
이 불안정해서 액체와 유사한 층을 형성한다는 현대의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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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므로 주어진 문장의 적절한 위치는 ⑤이다.

대해 교사가 주는 보상을 놓친다. 보상을 주지 않음으로써 교사는
결국 만성적인 지각을 없앨 수 있다(지각이 소멸된다). 하지만 소멸

구조분석

4행 But it turns out that the story is more complex than
that, because it doesn’t explain [why ice is still
slippery {at temperatures well below its freezing
point}, or {when the pressure isn’t enough to melt it
(e.g. ice is still slippery if you wear flat shoes, not just
ice skates)}].
 [ ]는 explain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두 개의
{ }는 why ice is still slippery에 이어지는 부사구와 부사절
이다.

은 보상되지 않는 좋고 바람직한 행동에도 작용할 수 있다. 수업 중
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인데 그 학생의 노력을 몰라보면 그 학생은
그만큼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을 곧 중단할지도 모른다. 지부, 주, 또
는 전미 FFA(미국의 미래의 농부들) 학위를, 아무런 상, 연회, 또는
참석할 주 총회나 전국 총회 없이 받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이
런 상이나 어떤 다른 형태의 인정이 없다면 학생들은 이 상을 받는
데 들어가는 일을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 행동은 소멸
될 것이다.
문제해설

verify 사실임을 입증하다, 증명하다
hypothesis 가설
physicist 물리학자
intrinsic 고유한, 본질적인
layer 층
melt 녹다
freezing point 어는점

구조분석

flat 평평한

12행 Without these awards or some other type of
recognition, students would no longer do the work
[that goes into earning these awards]—that behavior
would become extinct.
 Without은 「If it were not for ~」(~이 없다면)라는 가정
법 과거의 의미를 나타낸다. [ ]는 the work을 수식하는 관
계절이다.

friction 마찰
glacier 빙하
slide 미끄러지다
analysis 분석
molecule 분자
inherently 본질적으로
unstable 불안정한
reconstruct 구조를 조정하다

Mini Test

보상을 주지 않는 것을 통해 어떤 행동이 생기지 않게, 즉 소
멸되게 할 수 있는데, 지각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지
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는 보상을 주지 않음으로써 소멸시킬
수 있다는 사례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 같은 바람직
한 행동 역시 적절한 인정이나 보상을 주지 않으면 그 성실한
행동이 소멸될 수 있다는 사례로 전환되는 자리인 ③에 소멸이
보상되지 않는 좋고 바람직한 행동에도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
의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어휘 및 어구

어휘 및 어구

enhance 강화하다

extinction 소멸
desirable 바람직한
removal 없앰, 제거
eliminate 없애다, 제거하다
withhold ~을 주지 않다

22

정답

③

소 재

보상을 주지 않는 것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해 석

promptness 지각하지 않음, 제때 옴
eventually 결국
chronic 만성적인
degree 학위
convention 총회
recognition 인정

소멸은 긍정적 보상을 없애는 것을 수반한다. 소멸은 바람직하지 않
은 행동이 일어날 때 보상을 주지 않음으로써 그 행동을 없애려고
할 때 일어난다. 수업에 지각하는 학생은 그날 지각하지 않은 것에
Mini Test 2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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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답

②

소 재

도움을 구할 때 느끼는 불편함
해 석

사람들은 남들이 얼마나 가혹하게 그들을 판단할 것인지를 과대평
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역학이 도움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작은 요청조차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쑥스러워하며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 우리의 연구에서 알
아낸 바에 따르면,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자신의 요청이 어떤 인상
을 줄 것인지에 관해 겪는 불안감은 그 모든 쓸데없는 걱정이 무엇
에 대한 것인지 모르는,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놀라
운 것이다. 한 연구에서 우리는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두
표본(조교와 또래 조언자)에게 한 학기 동안 자신의 도움을 구할 학
생의 수를 가늠해 보라고 요청했다.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학생의
수를 또래 조언자는 60퍼센트가 넘는 차이가 나게, 그리고 조교는
20퍼센트 차이가 나게 과대평가했다. 이런 예측의 오류는 또래 조
언자가 그 전해에 자신이 학생이었는데도, 그리고 조교의 대다수가
이전에(흔히 바로 그 동일한 학급의) 조교로 일했는데도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과거 경험은
다른 사람이 장차 도움을 구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예측하는 데 아
무런 단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도움을 구하는 행동이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불편하게 느끼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차리
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찾을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수를 잘못 예

안의 { }는 over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두 번째 [ ]는
potential helper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그 안의 { }는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8행 The peer advisors overestimated by over 60%,
and the teaching assistants by 20%, [the number of
students {who would ask them for help}].
 the teaching assistants by 20%에서 the teaching
assistants 다음에 overestimated가 생략되어 있다. [ ]는
overestimated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 }는 students를 수
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다
dynamic 역학
request 요청, 부탁
self-conscious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anxiety 불안감
come across (어떤) 인상을 주다
potential (~이 될) 가능성이 있는
teaching assistant 조교
peer advisor 또래 조언자
estimate 가늠하다, 평가하다
semester 학기
prediction 예측, 예상
emerge 나타나다
clue 단서, 실마리

측했다.
문제해설

구조분석

3행 In our research, we have found that the anxiety
[help-seekers experience over {how their request will
come across}] is surprising to potential helpers [who
do not know {what all the fuss is about}].
 첫 번째 [ ]는 the anxiety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그

136

24~25



사례로 제시한 연구를 보면 조교와 또래 조언자 둘 다 자신에
게 도움을 구할 학생의 수를 과대평가했으므로, 요약문의 (A)
에는 ‘잘못’이 가장 적절하고, 도움을 구하는 당사자는 도움을
구하는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요청이 어떤 인상을 줄지 걱정한
다고 했으므로, 요약문의 (B)에는 ‘불편한’이 가장 적절하다.
① 잘못–소속된
③ 비관적으로–소속된
④ 믿을 만하게–특별한
⑤ 믿을 만하게–불편한

정답

24 ③ 25 ⑤

소 재

철도와 날씨
해 석

미국에서 19세기 동안 철도가 발달했을 때, 그것은 악천후의 영향
에 충분히 견디고 연중 운행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운송 수단을 제
공했다. 1840년부터 1890년대까지에 걸친 전국 철도망의 발달은
날씨의 변덕스러움에 크게 시달렸던 다른 모든 기존의 운송 형태에
발생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계절적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 구석구
석까지 사람과 상품의 믿을 만한 이동이 생겨나게 했다. 철도 덕분
에 이제 농부는 수확한 농작물을 7월에 운송하든 1월에 운송하든
단 며칠 만에 시장에 내놓을 수 있었다. 철도의 등장 이전에는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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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달 동안에는 어떤 것이든 운송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상품을

어휘 및 어구

옮기는 다른 형태는 낮은 수위, 진흙탕 길 그리고 폭풍과 같은 상황

means of transportation 운송 수단

때문에 매우 느렸고 여러 날 여러 주 동안 멈춰 서기 일쑤였다. 이와

reliable 신뢰할 만한

대조적으로 심각한 기상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차는 정시에 목

seasonal 계절적인

적지에 도착한다고 믿을 수 있었다. 오늘날조차 안개, 폭우나 폭설,

existing 기존의, 현존하는

그리고 빙판으로 인해 흔히 많은 사고가 나면서 민간 항공기 운항이

prior to ∼이전에

중단되고 차량 교통이 느려진다. 그러나 기차는 그런 상황에서 운행

shipment 운송

을 계속한다.

accomplish 이루다

지난 150년간 늘 더 새로운 기술로 철도는 계속 기상 문제를 최소
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노출된 유선 기반 통신 시스템에 눈보라와

apt to ∼하기 쉬운
halt 멈추다, 세우다

땅에 닿으면 얼어붙는 비가 예전에 유발한 주요한 손실을 겪기(→

muddy 진흙탕인

피하기) 위해 철도는 통신용 케이블을 땅에 묻고 무선 통신을 이용

count on ∼을 믿다

했다. 철도는 폭설이 문제를 일으키는 산악 지역에 눈사태 방지 설

destination 목적지

비를 세웠다. 철도는 선로 변환기가 어는 것을 막기 위해 가스를 연

commercial aircraft 민간 항공기

료로 쓰는 난방기를 설치했다. 더 높고 더 강한 다리로 홍수와 관련

vehicular 차량의

된 많은 문제를 줄였다.

employ 이용하다

른 운송 수단들과는 달리 철도는 여러 악천후에서도 운행되는
믿을 만한 운송 수단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는 ③ ‘철도: 전천후 운송 수단’이 가장 적절하다.
① 철도 확장의 효과와 문제점
② 교통 대란: 궂은 날씨의 주요한 영향
④ 친환경적으로 여행하기: 기차는 친환경적인가?
⑤ 왜 기차는 다른 운송 수단보다 더 저렴한가?
25 철도는 기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악
천후로 인해 노출된 유선 기반 통신 시스템에 유발되는 주요한
손실을 겪지 않기 위해 통신용 케이블을 땅에 묻고 무선 통신
을 이용했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e)의 suffer(겪다, 당하
다)를 escape(피하다) 정도의 단어로 고쳐 써야 한다.
구조분석

3행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s rail network
from 1840 through the 1890s] brought [reliable
movement of people and goods throughout the nation],
with many fewer seasonal impacts than happened to
other existing forms of transportation, [all of which
suffered greatly with the weather’s capriciousness].
 첫 번째 [ ]는 주어이고, brought는 술어동사이며, 두 번
째 [ ]는 목적어이다. 복수 명사인 impacts를 수식하는 비교
급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much를 쓰지 않고 many를 쓴다.
세 번째 [ ]는 other existing forms of transportation을 부
연 설명하는 관계절이다.

exposed 노출된
Mini Test

24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제대로 운행하지 못하는 다

freezing rain 땅에 닿으면 얼어붙는 비
install 설치하다
switch (철로의) 선로 변환기
weatherproof 전천후인

26~28



문제해설

정답

26 ② 27 ② 28 ④

소 재

Squalus 호의 침몰 위기
해 석

미국 뉴햄프셔주 근해에서 잠수함 Squalus 호가 대서양 수면을 따
라 항해했다. 1939년 5월 23일 오전 8시 40분이었다. 새로 만든
Squalus 호는 미 해군에 인도되기 전에 해상 시험 항해를 받고 있
었다.
잠수함이 바다를 가르고 항해할 때 함장인 35세의 Oliver Naquin
대위는 전망탑에서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그가 자신의 배로 이
전에 그가 수행했던 열아홉 차례의 시험 잠수는 전부 계획대로 되었
지만 그 다음 절차는 그의 승조원 56명과 그들의 배 둘 다 극한까지
시험할 것이었다. Squalus 호는 수면에서 공격받는 잠수함이 가능
한 한 빨리 잠수하는 비상 조치인 급속 잠항 훈련을 막 수행하려던
참이었다.
Naquin은 아래쪽의 무선 통신병에게 소리쳐, 그에게 뉴햄프셔주,
Portsmouth에 있는 잠수함의 모항에 자신들의 위치를 보고하라
Mini Test 2 - 정답과 해설

103~160_수능특강(영어독해)정답(미니).indd 137

137

2019-12-30 오후 3:58:47

정답과 해설
고 명령했다. 그런 다음 그는 함교에 있는 급속 잠항 경보를 울리는
단추를 눌렀다. 그는 전망탑의 위쪽과 아래쪽 승강구를 닫으면서 서
둘러 조종실로 내려갔다. 조종실 안에는 승조원들이 눈금판과 계기
들 옆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잠수함을 순조롭게 물속으로 들어가
게 하는 복잡한 연속적인 일에 몰두한 채 서 있었다. Naquin은 일
련의 잘 연습된 명령을 외쳤다. “모든 배기구를 닫아라.” “1번과 2
번 주 밸러스트 탱크에 물을 채워라.”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
되고 있었다. 모든 바깥쪽 배기구와 승강구를 닫았을 때, 일련의 표
시등이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변해 배가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게 밀
폐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배의 밸러스트 탱크에는 빠르게 물이 찼고
Squalus 호는 재빨리 15미터 아래로 가라앉았다. Squalus 호는
물속에 자리를 잡았고 Naquin과 그의 승조원들은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자축했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소리가 그를 깜짝 놀라게 했다. 바로 잠시 후에
겁에 질린 수병이 구내 통신을 듣다가 고개를 들어 “기관실이 물에
잠기고 있답니다!”라고 외쳤다. Naquin은 당장 수면으로 부상하라
고 자신의 명령을 내렸다. 압축 공기가 물이 가득 찬 밸러스트 탱크
로 주입되었고 잠수함은 떠오르기 시작했다. 배의 앞부분은 수면 위
로 떠올랐지만 엄청난 양의 물이 이제 배의 뒷부분으로 쏟아져 들
어오고 있었다. 물의 무게가 배의 뒷부분을 급격하게 아래로 끌어당
겼다.

 [ ]는 men을 의미상의 주어로 하는 분사구문이다. { }는
the complex sequence of event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submarine 잠수함
surface 수면; 수면으로 부상하다
undergo (검사 등을) 받다
sea-trial 해상 시험 항해
lieutenant (해군) 대위, (육군·공군 등) 중위
previous 이전의
carry out ∼을 수행하다
procedure 조치, 절차
crew (잠수함의) 승조원, 승무원
vessel 배
crash-dive 급속 잠항
emergency 비상
submerge 잠수하다
radio operator 무선 통신병
order 명령하다
bridge 함교
control room 조종실
hatch 승강구

문제해설

alert 정신을 바짝 차린

26 마지막 단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 후 기관실이 물에 잠기

instrument 계기(計器)

고 있다는 외침이 있었고, 당장 수면으로 부상하라는 명령이
있었으며 배의 앞부분은 수면 위로 나왔지만 배의 뒷부분에 물
이 쏟아져 들어왔다는 내용으로 보아, 글의 마지막 단락의 상
황에 나타난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긴장되고 긴박한’
이 가장 적절하다.
① 시끌벅적하고 흥겨운
③ 신성하고 엄숙한
④ 고요하고 평화로운
⑤ 지루하고 단조로운
27 (b)는 무선 통신병을 가리키고 나머지는 전부 Naquin을
가리킨다.
28 Squalus 호가 밀폐되었을 때 일련의 표시등이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다고 했으므로 ④는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sequence 연속, 연달아 일어남
well-rehearsed 잘 연습된
command 명령
secure (꼭) 닫다
flood 물을 채우다
go like clockwork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다
indicator light 표시등
seal 밀폐하다
startle 깜짝 놀라다
terrified 겁에 질린
intercom 구내 통신
engine room 기관실
compressed air 압축 공기
inject 주입하다
pour into ~로 쏟아져 들어오다

구조분석

12행 Inside the control room, men stood alert by dials
and instruments, [fully involved in the complex
sequence of events {that would take the submarine
smoothly under the water}].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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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 down ∼을 아래로 끌어당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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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어구

Week

9 Mini Test 3

본문 202~227쪽

found 세우다, 설립하다
meet 충족시키다

1③
7④
13 ③
19 ⑤
25 ③

2
8
14
20
26

①
⑤
③
③
⑤

3
9
15
21
27

④
⑤
①
⑤
①

1

4⑤
10 ④
16 ①
22 ②
28 ③

5
11
17
23

④
③
④
②

6
12
18
24

①

need (주로 복수로) 요구

③

modernize 현대화하다

④

strive 노력하다

⑤

remote service 원격 서비스
paperback 문고판의
sustain 유지하다
administrative 관리의, 행정의

정답

③

donate 기부하다
fundraising campaign 모금 캠페인

소 재

도서관을 위한 기부
해 석

도서관 이용자분들께,

력해왔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서비스를 현대화할 참입니다. 저희는

정답

①

소 재

은퇴하는 날
해 석

료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

1985년 7월이었다. Billy는 수많은 창문을 가진 9층짜리 거대한 건
물을 올려다봤다. 그날은 그의 인생에서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날이

는 도서관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문고판 서적을 살 필요가 있습

었고 그는 그것을 실감할 수 없었다. 그는 은퇴했다! 드디어! 그 엄청

니다. 더 많은 관리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기금이 필요합니다. 20년

난 일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기쁨의 전율이 그의 척추를 따라 전해졌

이용자에게 원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자 도서관 자

동안 저희의 꿈은 모든 것을 갖춘 도서관을 만들고 모두가 그것을

다. 그는 떠났다! 실제로 떠났다! 마침내 William Pitt 공과 대학에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부디 Book Tree 도서관을
도와주세요. 모두가 5달러를 기부하면 저희는 이 모금 캠페인을 성

벗어났다. 얼마나 악몽 같은 직장이었나. 이제 그는 자유로웠다. 더

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저희는 꿈을 실현할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그가 하는 일의 필요에 대

수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부디 저희를

해 말로만 칭찬하는 상사들에게 굽실거릴 필요가 없다. 정시에 출근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려고 아침 혼잡 시간에 합류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빽빽

도서관장 Sarah Lamb 드림
문제해설

모두가 5달러씩 기부하면 모금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고 그 모금액으로 책을 더 사고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글의 목적으
로는 ③이 가장 적절하다.
구조분석

5행 We need to buy more paperback books to sustain
a library [you can trust].
 to sustain은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목적을 나타낸
다. [ ]는 a library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이상 비협조적인 동료들에게 자신의 개선 강좌 중 하나를 들으라고

한 시간표의 요구에 휘둘릴 필요가 없고 어떤 상급자가 명령을 내릴
때마다 화들짝 놀랄 필요가 없다. 그 모든 것이여 이젠 안녕! 이제 그
는 죄수가 석방되는 날 자신의 뒤로 마침내 문이 철커덩하고 울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을 느꼈을지 알았다.
문제해설

은퇴하는 날 드디어 악몽 같은 직장을 떠난다는 생각에 기쁨의
전율이 척추를 따라 전해졌다고 했고 석방되는 죄수의 기분을
알겠다고 했으므로, Billy의 심경으로는 ① ‘기쁘고 해방감을
느끼는’이 가장 적절하다.
② 지루하고 무관심한
③ 질투가 나고 우울한
④ 실망하고 짜증이 난
⑤ 깜짝 놀라고 동정적인
Mini Test 3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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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천재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러한 인식은 현실인 만큼 환상이기도

구조분석

11행 Now he knew [how a prisoner felt on the day of
his release {when he heard the gate finally clang
behind him}].
 [ ]는 knew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 }는 when이 이끄는
시간의 부사절이다.

하다. 예를 들어, 수년 동안 내내 리틀 리그 월드 시리즈에서 겨룬 수
천 명의 어린 야구 선수 중에서, 50명이 못되는 선수가 메이저 리그
선수 생활로 넘어갔다. 사실, 천재는 통계적으로 희귀하며 성공할 것
이 틀림없는 그 아이들은 운동 경력 후반에 종종 정말로 실패한다.
대개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바로 좌절, 정체기, 실패를 겪으
며 견디어 내는 선수들이다. 여러분의 스포츠 목표를 위해 애쓸 때

어휘 및 어구

초기부터의 여러분의 노력은 빠르고 즉각적인 성공을 달성하는 데

gaze up at ∼을 올려다보다

가 아니라, 그것이 가장 중요할 때인 미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

enormous 거대한

하는 데 바쳐져야 한다.

big day 중요한 날

문제해설

get one’s head round ∼을 실감[이해]하다

이른 성공이 반드시 미래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어린 운동선수는 당장의 즉각적인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중요한 장래의 선수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장기적
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요지의 글이다. 따라서 필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enormity 엄청남
sink in (충분히) 이해되다
shiver 전율
spine 척추
get away from ∼에서 벗어나다
nightmare 악몽

구조분석

persuade 설득하다

10행 More often than not, it is [the athletes {who keep
at it through setbacks, plateaus, and failures}] who
ultimately “make it.”
 「it is ~ who ...」 강조 구문이 사용되어 [ ]를 강조하고 있
는데 강조되는 내용이 사람(the athletes)이므로 that 대신
who가 쓰였다. { }는 the athlet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uncooperative 비협조적인
colleague 동료
pay lip service to ∼에 대해 말로만 칭찬하다
tight 빽빽한
jump 화들짝 놀라다
superior 상사

어휘 및 어구

command 명령
release 석방

predictive 예측의, 전조가 되는

clang 철커덩하고 울리다

be obsessed with ~에 사로잡혀 있다
dominance 우위, 우세
perception 인식
fantasy 환상
compete 겨루다, 경쟁하다

3

정답

④

소 재

어린 운동선수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
해 석

만약 여러분이 어린 운동선수라면, 여러분과 부모님, 그리고 코치들

statistical 통계상의
rarity 희귀한 것
keep at it 견디어 내다
setback 좌절
ultimately 궁극적으로, 결국에
make it 성공하다
devote 바치다, 전념하다

은 여러분이 지금 성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과
그들이 이른 성공이 여러분이 하는 스포츠에서 이후의 성공을 강력
히 예측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 운동 문화는 ‘천재’와 ‘성공할 것
이 틀림없는 아이’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들은 스포츠에서 일찍 우위
를 보인다. 그러나 비록 그들의 선수 생활 후반에 계속 큰 성공을 거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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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답

⑤

소 재

렘수면 시 근육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해 석

왜 진화는 렘수면 중에 근육 활동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을까? 근육
활동을 제거함으로써 여러분이 여러분의 꿈의 경험을 실연하지 못
하게 되기 때문이다. 렘수면 중에는 뇌에서 소용돌이치는 운동 명령
의 쉴 새 없는 집중 공세가 있고, 그것들은 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
으로 가득 찬 경험의 밑바탕이 된다. 따라서 대자연이 이러한 허구
적 움직임이 현실화되는 것을 금하는 생리적 구속복을 제작한 것은
현명한 일인데, 특히 여러분이 주위 환경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
을 멈춘 것을 고려하면 그러하다. 여러분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 그
리고 주위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릇되게 꿈속의 싸움
이나 다가오는 꿈속의 적으로부터의 미친 듯한 전력 질주를 하는 것
의 처참한 결과를 잘 상상할 수 있다. 오래지 않아서 여러분은 곧 유
전자 풀을 떠나게 될 것이다. 뇌는 정신이 안전하게 꿈을 꿀 수 있도

문제해설

‘오래지 않아서 여러분은 곧 유전자 풀을 떠나게 될 것이다’라
는 것은 꿈속의 싸움이나 필사적인 전력 질주와 같은 행동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다면 곧 죽음에 이를 정도로 처참한 결과
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 ‘만약 여
러분이 꿈과 관련된 운동 충동을 현실 세계의 물리적 행동으
로 전환한다면, 그것은 곧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다.
① 꿈을 꾸는 동안에는 움직임 명령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
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심하게 다치지 않는다.
② 만약 여러분이 렘수면을 박탈당한다면, 여러분의 육체적 건
강은 즉시 실질적인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③ 마비가 즉각적인 보호 기제를 제공하므로, 여러분은 꿈과
현실을 구별할 수 없다.
④ 렘수면 중에 몸이 마비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만약 긴급한
일이 생기고 있어도 움직일 수가 없을 것이다.
구조분석

5행 Wise, then, of Mother Nature [to have tailored a
physiological straitjacket {that forbids these fictional
movements from becoming reality}], especially
considering [that you’ve stopped consciously
perceiving your surroundings].
 이 문장은 it is wise of ~에서 it is가 생략된 것으로 이

어휘 및 어구

evolution 진화
ban 금지하다
muscle 근육
eliminate 제거하다
act out ~을 실연하다
motor 운동의, 운동 신경의
command 명령
swirl 소용돌이치다
underlie (~의) 밑에 있다, 기저가 되다
tailor 제작하다, 맞추다
physiological 생리적인
forbid 금하다
fictional 허구의

Mini Test

록 몸을 마비시킨다.

해할 수 있다. of Mother Nature 는 to 부정사구인 첫 번
째 [ ]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낸다. { }는 a physiological
straitjacket 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 ]는
considering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disastrous 처참한, 끔찍한
enact 하다, 수행하다
frantic 미친 듯한
sprint 전력 질주
foe 적
comprehension 이해
gene pool 유전자 풀, 유전자 공급원
paralyze 마비시키다
Tips
REM sleep(렘수면): 수면 중 급속한 안구운동(rapid eye movement, REM)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근육 긴장은 소실되지만 외안근, 안면근, 수지근의 수축이
돌발적으로 일어난다. 혈압, 심장 박동, 호흡 등의 자율신경성 활동이 불규칙적
이며, 꿈, 가벼운 불수의적 근육경련 등을 수반한다.

5

정답

소 재

자원봉사의 종류
해 석

여러분과 여러분의 딸이 ‘자원봉사’라는 단어를 들을 때 머릿속에 떠
오르는 첫 번째 그림은 무엇인가? 너무 커서 맞지 않게 된 옷을 구
세군에 기부하는 것? 어쩌면 여러분은 자원봉사란 아프리카에 가
서 일요 학교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움막에 살고 벌
Mini Test 3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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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레를 날것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

해 석

다. 실제로, 그런 것이 자원봉사에 ‘정말로’ 해당하는 방법이지만, 자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의 농업 복합 기업이 우

원봉사의 세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적 생각

리의 채소를 심는 토양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가? 충

보다는 훨씬 더 넓다. 자원봉사를 하는 데는 동물 애호 협회를 위

분히 자주는 아니다. 천연자원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는 고의적인 무

해 신문을 수집하는 것부터 요양원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것까지 수

시일 때가 많다. 자동차의 연료통을 채우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줄

백 가지의 방법이 있다. 여러분의 딸에게 꼭 맞는 자원봉사의 기회

을 서서 기다려야 할 때에만 휘발유가 문제가 된다. 사람들이 자신

가 있다. 나에게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녀는 체조를 좋아해서 지

이 숨 쉬는 공기를 눈으로 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으며, 숨을 들

역의 체육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공중제비를 하고

이쉬면 기침이 나올 때에만 공기가 눈에 보이는 자원이 된다. 일반

옆으로 재주넘기를 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것은 아프리카에서 벌

적인 용매인 물은 부족 현상이 발생할 때까지 또는 물이 너무 더러

레를 날것으로 먹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녀는 자기가 하고 싶어

워져서 어떤 것도 그 안에서 살 수 없거나 마실 수 없게 될 때까지는

하는 것을 발견했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에 자신의 시간을 제공

(사람들의 물에 대한) 관심을 (그리고 거의 아무런 생각을) 일으키지

한다.

않는다. 물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나쁠 때만 우리는 물을 ‘걱정해야
할’ 자원으로 생각한다. 토양은 자원인가, 아니면 ‘흙’인가? 여러분이

문제해설

자원봉사에는 맞지 않게 된 옷을 구세군에 기부하는 일이나 아
프리카에 가서 아이들을 돕는 것과 같이 흔하게 생각할 수 있
는 일만이 아니라 훨씬 넓은 범위의 일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
다. 따라서 이 글의 요지로는 ④가 가장 적절하다.

농사를 짓거나 정원에 심지 않으면, 토양은 단지 ‘흙’일 뿐이다. 여러
분이 토양/흙의 논쟁에 조금의 주의라도 기울이는지 아닌지는 여러
분이 토양을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이 배
고픈지에 달려 있다.
문제해설

구조분석

3행 Maybe you think [volunteering means {you have
to go to Africa and live in a mud hut and eat raw bugs
while teaching Sunday School to starving children}].
 [ ]는 think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 }는 means의 목적
어 역할을 한다.
어휘 및 어구

donate 기부하다

우리는 천연자원이 부족해지거나 공해로 오염될 때만 천연자
원에 관심을 가진다는 내용이므로, 이 글의 제목으로는 ① ‘천
연자원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때’가 가장 적절하다.
② 농업 정책이 공해를 조장하는 방식
③ 환경의 건강이 인간의 건강에 중요한 이유
④ 천연자원 개발의 경제적 영향
⑤ 천연자원 관리에 있어서의 부패 문제
구조분석

outgrow (옷 등에 비해 사람의 몸 등이) 너무 커져 맞지 않게 되다

3행 [Only when someone must wait in line for hours
to fill the car gas tank] does gasoline become a
concern.
 only 가 포함된 부사절 [ ]이 맨 앞에 있어서 주어
(gasoline)와 조동사(does)가 도치되었다. 이때 조동사는 주
어가 단수이므로 does를 사용하였다.

Salvation Army 구세군
mud hut 움막
raw 날것의
starving 굶주리는
stereotypical 고정관념의
Humane Society 동물 애호 협회
assisted living center 요양원

어휘 및 어구

be a long way from ~와 거리가 멀다

agribusiness 기업식 농업
deliberate 고의적인
ignorance 무시, 무지
solvent 용매
shortage 부족

6

정답

①

foul 더러운

소 재

천연자원에 대한 관심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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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독해연습

7

정답

④

소 재

정보기술의 패러다임
해 석

20년에서 30년이라는 시간은 정보기술의 역사에 있어서 긴 시간이
며, 어제와 오늘의 전산 도구의 내부 작동 방식 사이의 근본적인 간
극을 우리가 인식하게 해 줄 만큼 충분히 길다. 초창기인 1990년대

workings 작동 방식
computational 전산의
implement 이행하다, 실행하다
carry A over to B A를 B로 옮기다
postscientific 포스트 과학적인(과학의 시대 이후의)
method 방법
in one’s own way 자기 나름대로
metaphorical 은유적인
revolution 혁명

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전의 과학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의 최신식
디지털 기계를 사용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알던 모
든 과학을 그 당시 막 알아가고 있던 새로운 전산 플랫폼으로 옮겼
다. 이제는 반대로, 우리는 컴퓨터가 어떠한 다른,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닌, 포스트 과학적인 방법을 따르도록 할 때 더 잘, 그리고 더 빠르
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고, 우리가 컴퓨터가 무엇을
하는지 또는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그것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더 쉽다고 점점 더 느끼게 된다. 은유
적인 의미에서, 컴퓨터는 이제 그것만의 과학, 즉 새로운 종류의 과

전산 혁명(똑같은 기계,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과학)은 새로운 사고
방식을 낳고 있다.
문제해설

과거에는 이전의 과학을 디지털 기계에 적용하였으나, 오늘날
에는 컴퓨터 자체가 새로운 과학을 만들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다. 그러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오늘날의 전
산 도구: 그것만의 과학을 만들어 냄’이다.
①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포괄적인 해법 찾기
② 신기술을 사용하여 전산 도구 만들기
③ 전산 공학자들: 지배적인 위치로 옮겨감
⑤ 전산 과학과 공학의 통합된 미래

정답

⑤

소 재

10개국의 관광객/지역주민 비율 비교
해 석

10개국의 2017년 관광 여행 밀도 지표
위의 표는 2017년 선정된 10개국의 관광객 수를 지역주민 수와 비
교한다. 10개국 중에서, 프랑스의 지역주민 수가 가장 많았지만, 관
광객/지역주민 비율은 3.03의 비율로 5위를 차지했다. 아이슬란드
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수가 가장 적었지만, 관광객/지역주민 비율
은 10개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10개국 중에서, 크로아티아가 관
광객/지역주민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그 비율이 13.81이었다. 체코
공화국과 싱가포르는 관광객/지역주민 비율이 2.93으로 같았으나,
관광객 수와 지역주민 수 둘 다 체코 공화국이 싱가포르를 능가했
다. 스페인은 관광객/지역주민 비율이 가장 낮았지만, 10개국 중에
서 관광객 수가 가장 많았다.
문제해설

10개국 중에서 관광객 수가 가장 많았던 나라는 프랑스이므로
⑤는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조분석

구조분석

3행 At the beginning, in the 1990s, we used our brandnew digital machines to implement the old science [we
knew]—in a sense, we carried all the science [we had]
over to the new computational platforms [we were
then just discovering].
 세 개의 [ ]는 모두 관계절로, 각각 바로 앞에 있는 the
old science, all the science, the new computational
platforms를 수식한다.

1행 The table above compares the number of tourists
to the number of locals in the selected ten countries in
2017.
 「compare ~ to ...」는 ‘~을 …와 비교하다’라는 뜻이다.

어휘 및 어구

discern 인식하다

어휘 및 어구

tourist 관광객
local 지역주민
table 표
compare 비교하다
ratio 비율
Mini Test 3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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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발전시키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의 디지털 혁명(새로운 기
계, 똑같은 이전의 과학)이 새로운 제작 방식을 낳았듯이, 오늘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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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rank (순위를) 차지하다

social worker 사회복지사, 사회사업가

surpass 능가하다, 뛰어넘다

advocate 지지자, 옹호자
inner-city 도심 지역의
aggressive 공격적인
youngster 젊은이, 청소년
undertake 시작하다, 착수하다

9

정답

⑤

소 재

심리학자 Walter Mischel의 생애와 경력
해 석

assess 평가하다
Peace Corps 평화 봉사단
global 전반적인, 총체적인
trait 특성
predictor 예측 변수

Walter Mischel은 1930년 빈에서, 즉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살
던 곳으로부터 잠깐 걸어갈 만한 거리에 있는 어느 집에서 태어났
다. 그의 가족은 그가 열 살 때 나치를 피하기 위해 뉴욕으로 이주했
다. 그는 심리학을 공부했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을 얻었다. 그는 프
로이트와 어릴 때의 관련으로 자신이 프로이트와 정신분석학 지지
자로서 자신의 경력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정신분석학

10

적인 접근이 도심 지역의 공격적인 젊은이들을 연구하는 데 거의 도
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으로 인해 그는 Ohio 주
립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 과정을 시작했으며, 그곳에서 그는
George Kelly와 Julian Rotter와 함께 공부했다. 졸업 후에 그는
Harvard 대학교에서 그다음 Stanford 대학교에서 일한 후 1984
년에 Columbia 대학교로 옮겼다. Harvard에 있는 동안 그는 평
화 봉사단 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프로젝트에 종사하였고 전반적인
성격의 특성에 대한 척도가 업무 수행의 좋은 예측 변수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머리에 착용하는 램프
해 석

My-light Headlamp
달리기, 캠핑, 하이킹, 자전거 타기, 긴급 사태 혹은 모든 야외 활동
을 위하여!
◈ 이 헤드램프는:
- (건전지를 포함하여) 무게가 고작 4온스이며 쉽게 조절 가능함
- 빛의 유형이 7개임: 투광 조명등 (고 그리고 저)

어휘 및 어구

short walk 잠깐 걸어감
escape 피하다, 탈출하다, 달아나다
qualify 자격[면허]을 얻다

144

스포트라이트 (중, 고, 그리고 저)


✽두 개의 별개의 스위치가 있는 적색등은 야간 시력을 유지하는 데
완벽합니다.
◈ 긴 건전지 수명:
이 헤드램프는 AAA 건전지 3개로 작동되며, 100시간까지 지속됩
니다.
✽수분 분무와 유수에 대비하여 방수 처리가 됨


10행 [While at Harvard] he worked on a project
[assessing performance for the Peace Corps] and found
[that global trait measures of personality were not
good predictors of performance].
 첫 번째 [ ]는 While he was at Harvard의 의미이고, 두
번째 [ ]는 a project를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세 번째 [ ]는
foun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적색등 (고 그리고 위기 신호)

✽무료 방수 플라스틱 상자로 장비를 더 휴대하기 쉽고 편리하게 하


구조분석

④

소 재

문제해설

1984년에 Columbia 대학교로 옮기기 전에 Harvard 대학교
에서 일했다고 했으므로, 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정답

십시오.
◈ 주의:
빛의 강도는 사용하는 건전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섬광을 사람의 눈으로 향하게 하지 마십시오.
문제해설

무료 방수 상자로 장비를 더 휴대하기 쉽고 편리하게 하라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EBS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103~160_수능특강(영어독해)정답(미니).indd 144

2019-12-30 오후 3:58:49

영어독해연습

상금:

17행 Light intensity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battery [being used].
 「depending on ~」은 ‘~에 따라’의 의미이고 [ ]는 the
type of battery를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어휘 및 어구

1등 - 600 달러 / 2등 - 300 달러 / 3등 - 150 달러
4등 - 100 달러 / 5등 - 60 달러
✽ 모든 수상자는 우리 웹사이트에 발표되고 상금을 청구하는 방법


구조분석

에 대한 설명은 이메일로 공식적으로 전송될 것입니다.
정보가 더 필요하시면 우리 웹사이트 www.medsci.org를 방문하
십시오.

emergency 긴급 사태, 응급

문제해설

weigh 무게가 ~이다

심사를 위해 최종 두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안내
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③이다.

adjustable 조절 가능한
floodlight 투광 조명등
spotlight 스포트라이트, 환한 조명

구조분석

separate 별개의, 분리된

15행 All winners will be announced on our website and
[instructions on {how to claim your prize}] will be
officially sent via email.
 [ ]는 주어이고, { }는 「의문사+ to부정사구」 구문으로 전
치사 on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이다.

preserve 유지하다, 보존하다
night vision 야간 시력
last 지속되다
waterproof 방수 처리를 하다; 방수의
water spray 수분 분무
portable 휴대하기 쉬운, 휴대용의

diverse 다양한

intensity 강도

advance 진전시키다, 진보시키다

flashlight 섬광

multiple 다수의, 복식의

Mini Test

어휘 및 어구

gear 장비

submit 제출하다, 복종하다
entry 출품작, 응모작
timeline 일정, 시각표

11

정답

③

claim 청구하다, 신청하다
via ~으로, ~을 통하여

소 재

의학 발전을 위한 대회
해 석

선진 의학 대회
의학 발견을 진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이미지로 세포핵을 발견하십
시오!
대회는 캐나다와 미국의 거주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18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규칙:

정답

③

소 재

지각 작용의 개념
해 석

‘개념’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지각하는 것이 지적인 작용이라고 말하
기 위해 의도된 것이 결코 아니다. 논의되고 있는 과정(지각하는 것)



▶다수의 사람이 팀을 형성해도 되지만, (한 사람은) 단 한 팀에만 참

12

여해야 합니다.
▶팀 규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심사를 위해 두 개의 출품작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정:
▶2020년 5월 11일에 시작하여 2020년 6월 17일에 끝납니다.
▶출품작 마감 기한은 2020년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은 신경계의 시각 영역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념이라는 용어는 감각의 기본 활동과 사고나 추론이라는
더 높은 것(활동) 사이의 현저한 유사성을 말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
다. 이 유사성은 매우 커서 많은 심리학자들은 감각의 성취를 아마
도 지적 능력에 의해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되는 신비스러운 도
움의 결과로 보았다. 그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적인 결론이나 계산에
대해 말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지각 자체가 외부 세계의 영향을
Mini Test 3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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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기계적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없다고 추정했기
때문이다. 이제 동일한 기제가 지각적 수준과 지적 수준에서 모두
작용하여 개념, 판단, 논리, 추상화, 결론, 계산과 같은 용어가 감각의
작업을 묘사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해설

③ 「주어+ be동사+ so + 형용사+ that」 구문에서 ‘so + 형용
사’가 문장의 앞으로 이동하여 「so + 형용사 + be동사 + 주어
+ that」의 어순이 된 것이므로, 관계대명사 which를 접속사
that으로 고쳐야 한다.
① think of의 목적어인 The processes in question이 주어
자리에 있으므로 수동형인 be thought는 어법에 맞다.
② 특정하지 않은 대상(activities)을 나타내므로 부정대명사
one의 복수형 ones는 어법에 맞다.
④ 뒤의 동사 register를 수식하므로 부사 mechanically는 어
법에 맞다.
⑤ so that 절의 주어인 복수명사 terms에 맞추어 쓰인 동사
are는 어법에 맞다.
구조분석

10행 It seems now that the same mechanisms operate
on both the perceptual and the intellectual level, [so
that terms like concept, judgment, logic, abstraction,
conclusion, computation, are needed in describing the
work of the senses].
 「It seems that ~」은 ‘~인 것으로[것처럼] 보이다’의 의미
이고, [ ]는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어휘 및 어구

intend 의도하다
intellectual 지적인
sector 영역, 분야, 부문
striking 현저한, 인상적인
reasoning 추론
attribute ~ to ... ~을 …의 결과로 보다
achievement 성과, 업적
supposedly 아마도, 추정상
render 주다, 제공하다
intellect 지적 능력
computation 계산, 평가
register 인식하다, 기록하다
mechanism 기제, 기계 장치

13

정답

③

소 재

자기 노출의 대안 중 한 방법인 침묵
해 석

자기 노출의 한 가지 대안은 자기 생각과 감정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언제 의견을 표현하고 언제 표현하지 않는지를 기
록함으로써 노출하는 대신에 침묵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짐
작할 수 있다. 여러분은 생각과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
한 보통의 해결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정직한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과 상대방, 그리고 여러
분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려 깊은 의사 전달자
들은 ‘당신은 끔찍해 보인다’나 ‘당신은 말을 너무 많이 한다’ 같은
원치 않는 의견을 주기보다는 침묵을 지킬 것이다. 사회과학자들은
사람들이 흔히 ‘부작위의 거짓말’과 ‘작위의 거짓말’을 구별하며 아
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부작위)은 보통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 것(작
위)보다 덜 호되게 비난받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 연구는 직장에서
정보를 말하지 않는 것이 흔히 거짓말을 하거나 의도적인 속임수를
쓰는 것보다 더 나은 대안으로 생각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문제해설

(A) 자기 노출의 한 가지 대안은 자기 생각과 감정을 혼자만
간직하고 침묵에 의존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생각과 감정을 억
제한다는 문맥이 되어야 하므로 withholding(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exposing은 ‘노출하는 것’의 뜻이다.
(B) 진실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과 상대방, 그리고 여러분의 관
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어서 원치 않는 의견을 주기보다는 침
묵을 지키는 것이 사려 깊다고 해야 하므로, thoughtful(사려
깊은)이 적절하다. inconsiderate는 ‘경솔한, 분별이 없는’의
뜻이다.
(C)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대안
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으로 보아,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덜 호
되게 비난받는다고 해야 하므로 harshly(호되게)가 적절하다.
moderately는 ‘적절하게, 알맞게’의 뜻이다.
구조분석

2행 You can get a sense of [how much you rely on
silence instead of disclosing by keeping a record of
{when you do and don’t express your opinions}].
 [ ]와 { }는 각각 of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어휘 및 어구

alternative 대안
self-disclosure 자기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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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 ~ to oneself ~을 혼자만 간직하다[비밀로 간직하다]

① 갈등
② 변화
④ 협동
⑤ 책임

get a sense 짐작하다
disclose 노출하다, 폭로하다
unwanted 원치 않는
distinction 구별, (구별되는) 특징

구조분석

omission 부작위(不作爲), 생략

1행 Sociologist Erving Goffman notes [“that {when an
individual appears before others} he will have many
motives for trying to control the impression {they
receive of the situation}].”
 [ ]는 notes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 ]에서 첫 번
째 { }는 부사절이며, 두 번째 { }는 the impression을 수식
하는 관계절이다.

commission 작위(作爲), 실행
outright 명백한, 솔직한
hold back ~을 말하지 않다 [억제하다]
deception 속임수, 사기

14

정답

③

소 재

‘인상 관리’ 전략
해 석

어휘 및 어구

sociologist 사회학자
note 말하다, 언급하다, 주목하다
motive 동기
control 조절하다, 통제하다
impression 인상

날 때,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 상황에 대해 받는 인상을 조절하려고

show regard for ~을 존중하다, ~에 관심을 보이다

애쓸 많은 동기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남들이 우리

anchor 정신적 지주, 닻

를 좋아하고, 우리의 생각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우리는 다른 사

spouse 배우자

람들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의 지주 역할을 하는 가치를 존중

strategy 전략

해 주기를 바란다. Goffman은 아이들, 선생님, 부모님, 가까운 친
구, 직원, 고용주, 배우자, 연인, 그리고 동료들 모두가 자신들이 접촉

project 투영하다, 보여주다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관심사를 투영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simultaneously 동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그는 그러한 전략을 ‘인상 관리’

constantly 끊임없이

라고 지칭했다. 우리는 이러한 역할 중 많은 것들을 동시에 수행하

imperative 지상과제, 의무, 책임

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

trail 흔적

게 만들어야 하는 지상과제에 끊임없이 직면하게 된다. 우리가 하는

cue 신호

모든 역할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가능한 전

be meant to ~하도록 의도되다

Mini Test

사회학자인 Erving Goffman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

refer to ~ as ... ~을 …라고 지칭하다

략들이 수반된다. 말, 몸짓, 작은 표시로 우리의 청중들의 반응을 유
도하기 위해 의도된 신호들의 흔적을 남긴다. 하루의 일상적인 일들
중 (남을) 전혀 설득하는 것이 없을 만큼 사소한 순간은 없다.
문제해설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가치를 존중받기
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상을 관리하고 관심사를 투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전략을 가지고 있다
고 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
한 말, 몸짓, 표시 등의 흔적들을 남긴다고 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게 만드는 것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③ ‘설득하는 것’이다.

15

정답

소 재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 개발
해 석

기업가들은 고객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사업과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성공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
지 그리고 그러한 상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한 지식을
Mini Test 3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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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필요로 한다. 그런 지식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소비 패턴의 변화

potential 잠재적인; 가능성, 잠재력

를 관찰하는 사람은, 제품이나 산업에 정통하지 않는 한, 그것(소비

combination 조합, 결합

패턴의 변화)의 중요성을 반드시 깨닫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업가들
은 수요가 있을 것 같은 영역에 대한 더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 경
험으로부터 얻은 자신들의 지식을 활용한다. 이렇게 하는 것의 일부
는 소비자들이 그들의 요구와 관련된 제품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소비자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함한다. 그렇
게 할 때 여러분이 소비자의 생활방식의 변화와 그들의 제품 요구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은 잠재 시장의

16

정답

①

소 재

슬픈 음악에 대한 선호

변화하는 생활방식과 관련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기술의 새로운
조합을 구성하고 구매자의 사고 체계에 딱 들어맞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더 큰 생존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다.
문제해설

기업가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상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요가 있을 것 같은
영역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에도 소비자들의 필요와 제품에 대
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소비자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고 말했다. 결국 생존 가능성이 많은 기업은 소비자들의 마음
을 읽어내어 그것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구매
자의 사고 체계에 딱 들어맞는’이다.
② 낮은 비용으로 제조될 수 있는
③ 직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④ 경쟁사들보다 먼저 시장을 점유하는
⑤ 언제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보증되는

해 석

우리는 왜 슬픈 음악에 끌리는가에 대한 미스터리는 수 세기 동안
철학자들을 곤혹스럽게 했던 특히나 매혹적인 역설인데, 지난 10년
까지만 해도 그 주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감정 모델에 따르면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일반적으로 회
피 행위를 수반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로 인해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상황이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만 하게 하고, 그리
하여 우리를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보
통 행복한 음악을 듣는 것에 대한 선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연구는, 사람들이 보통 행복하다고 인식하는 음악인 빠른 속도의
장조 음악을 듣는 것을 대체로 정말 선호한다는 결과로 이러한 생각
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반(反)직관적으로, 음악이나 다른 미적 경험
의 경우 우리는 기꺼이 슬픔의 경험도 찾고, 심지어 그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증거는 보여준다. David Hume이 말하듯
이, “그들은 괴롭힘을 당하면서 즐거워하고, 자신의 슬픔을 발산하기
위해 눈물, 흐느낌, 울음을 이용할 때만큼 그렇게 행복한 적이 없다.”
문제해설

구조분석

3행 T h e p e r s o n [ w h o o b s e r v e s a c h a n g e i n
consumption patterns] will not necessarily realize its
importance [unless he or she is familiar with the
product or industry].
 첫 번째 [ ]는 The person을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두 번
째 [ ]는 unless가 이끄는 부사절이다.
어휘 및 어구

entrepreneur 기업가
consumption 소비
be familiar with ~에 정통하다, ~에 익숙하다
draw on ~을 활용하다
acquire 얻다, 획득하다
accurate 정확한
assessment 평가
be aware of ~을 알다

148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실제로 슬픈 음악을 선호하고 그것을
즐긴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우리는 왜 슬픈 음악에 끌리는가’이다.
② 뇌가 음악적 감성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③ 왜 사람들이 같은 음악에 대해 다르게 반응하는가
④ 음악이 어떻게 언어보다 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가
⑤ 음악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정서적 인식을
바꾸는가
구조분석

8행 Research supports this idea, with findings [that
people do mostly prefer to listen to up-tempo music
in major keys, {music which is usually perceived as
happy}].
 [ ]는 findings와 동격 관계이며, do는 prefer의 의미
를 강조하기 위한 조동사이다. { }는 up-tempo music in
major keys와 동격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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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그것의 영향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촉발한다
② 창작자의 이루지 못한 꿈을 반영한다
③ 한 사회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를 결정한다
⑤ 대중들의 엄청난 지지에 반응한다

어휘 및 어구

paradox 역설
puzzle 곤혹스럽게 하다
avoidance 회피
impel ~ to ... ~이 …해야만 하게 하다

구조분석

potential 잠재적인

11행 In a competitive system, [once the transition
questions are resolved], [the street art begins to reflect
an array of pressing problems—{political, social,
economic, or cultural in nature}].
 첫 번째 [ ]의 once는 접속사로 쓰여 ‘일단 ~하면, ~할
때’의 의미이다. 두 번째 [ ]는 주절이며, { }는 an array of
pressing problems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finding (연구 등의) 결과
up-tempo 빠른 속도의
major key (음악에서의) 장조
counterintuitively 반(反)직관적으로
aesthetic 미적인, 미학의
willingly 기꺼이
afflict 괴롭히다
sob 흐느낌

어휘 및 어구

collective 집단, 공동체
utilize 이용하다

17

정답

④

정치 체제에 따른 거리 미술의 형태
해 석

dominate 통제하다, 지배하다
Mini Test

소 재

authoritarian 권위주의적인
primary 주된
twilight 말기, 쇠퇴기
regime 정권
cease 중단되다

거리 미술의 형태는 정치 체제의 상황에 맞게 변한다. 개방적이고

leaflet 전단

다원적인 사회에서, 정치적 공간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집단들은 그

supplement 보완하다, 보충하다

들의 역사적 기억을 기록하기 위해 흔히 모든 형태를 이용한다. 하

underground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지만 정부가 공공 공간을 통제하는 비경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체

pressing 긴급한

제에서는 그라피티가 주된 수단이 되고, 포스터, 벽화, 벽장식은 더

take precedence over ~보다 우선하다

위험하다. Augusto Pinochet 정권의 말기까지, 큰 정치적 위험성

opposition 야당

때문에 벽화 그림은 중단되었다. 전단들이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그

push 분투, 노력

라피티를 보완했다. 때때로 그것들은 벽보로 나타났다. 주제 또한 긴

sin 잘못, 죄악

급한 국가적 문제들을 반영하도록 바뀐다. 권위주의적인 체제에서

transition 과도기

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문제들보다 정치적 문제가 우선한다. 야

an array of 다수의

당의 분투는 정치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함이고, 그들의 주제

in nature 본질적으로

는 정권의 잘못을 기록한다. 경쟁적인 체제에서, 일단 과도기적인 문
제가 해결되면, 거리 미술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또
는 문화적인 다수의 긴급한 문제들을 반영하기 시작한다. 이것들은
포스터, 그라피티, 벽화, 그리고 벽장식에 기록된다.
문제해설

권위주의적인 체제에서, Augusto Pinochet 정권에서, 그리
고 경쟁적인 체제에서 긴급한 국가적 문제들이 기록되는 거리
미술의 형태가 그에 걸맞게 바뀐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정치 체제의 상황에
맞게 변한다’이다.

18

정답

소 재

미국 독립 혁명이 세계에 미친 영향
해 석

미국 독립 혁명(1774-83)은 가장 많이 기술된 역사상 사건들 중
Mini Test 3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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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독립을 성취했고 위대한 나라를 만

Atlantic 대서양(의)

들어 냈다. 그러나 역사가들과 독자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단발

predominantly 주로, 대개

적인 미국의 극적인 사건, 즉 국민 국가의 역사에서 결정적이고 형

by and large 대체로

성에 중요한 사건으로서 접근해 왔다. 그것이 민주주의적 근대성의

profoundly 깊이, 몹시

형성에 핵심적인 것으로 드러났던, 나머지 세계(다른 나라들)에 대

affect 영향을 미치다

한 엄청난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영향 또한 행사했

impact on ~에 강한 영향을 주다

다는 것은 19세기 중반부터 매우 최근까지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
다. 1789-99년의 위대한 프랑스 혁명에 앞서는 미국 독립 혁명은,
1775년부터 1848-49년까지의 한 세기의 4분의 3 동안에 대서양
권을 사로잡았던 모든 일련의 혁명적 사건들 중에서, 가장 중대한
대변동들 중의 첫 번째였고 그것들 중 하나였다. (1787년에 나타났
던 미국은 주로 비민주적이었고 대체로 전반적으로 사회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설계되진 않았다.) 프랑스 혁명처럼, 이것들은 모두 폭넓
은 맥락에서 좀처럼 검토되고 논의되지 않은 측면에서 미국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았고 미국에 강한 영향을 주었다.
문제해설

이 글은 미국 독립 혁명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논
하고 있으므로, 1787년 미국은 주로 비민주적이었고 대체로 사
회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설계되진 않았다는 내용인 ④는 글 전
체의 흐름과 관계가 없다.
구조분석

13행 Like the French Revolution, these [were all
profoundly affected by], and [impacted on], America
in ways [rarely examined and discussed in broad
context].
 첫 번째와 두 번째 [ ]는 공통으로 these를 주어로 하고 있
고 America로 이어진다. 세 번째 [ ]는 ways를 수식하는 분
사구이다.
어휘 및 어구

rank 자리하다, 순위[지위]를 차지하다
episode (중요하거나 재미있는) 사건[에피소드]
isolated 단발적인, 단 한 번의, 고립된, 외딴
decisive 결정적인
formative 형성[발달]에 중요한, 모양을 만드는
nation-state (근대의) 국민[민족] 국가

19

정답

⑤

소 재

일부 동물의 초보적 문화와 인간 고유의 언어
해 석

매우 적은 수의 동물 종들이 초보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 어느 지역
의 일본원숭이 무리는 그것들 중의 독창적인 암컷이 제공한 사례로
부터 고구마를 물에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배웠다. (C) 마찬
가지로 인상적인데, 적어도 한 침팬지 무리의 구성원들은, 자기 보금
자리를 침입하는 어떤 것이든 물어뜯고 매달리는 자살을 감수하며
공격하는 곤충 전사인 병정 흰개미를 낚으려고 잎을 뜯어낸 관목 줄
기를 사용한다. 또 하나의 침팬지 무리의 구성원들은 수영하고 잠수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물을 통해 이동하는 방법을 서로로부터 배웠
다. (B) 이것들은 개체와 집단에 의해 창안되고 다른 것들의 사회적
학습에 의해 전수되는 행동인 진정한 문화의 매우 드문 사례에 속한
다. 그러나 어떤 동물 종도, 적어도 알려진 백만이 넘는 것들 중에서
아무것도, 언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언어란 무엇, 정확히 무엇
인가? (A) 언어학자들은 그것을 최고 형태의 의사소통, 즉 기호로 옮
길 수 있으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임의로 선택한 낱말들의 끝없는
결합이라고 정의한다. 그것들은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실체, 과정이든,
또는 실체와 과정을 규정하는 하나 이상의 속성을 묘사하기 위해 사
용된다.
문제해설

exert 행사하다

(C) 에서는 Equally impressive로 시작하고 있는데, 주어

immense 엄청난, 어마어마한

진 글의 뒷부분에 나온 동물의 문화 사례를 다른 동물의 사례
를 들어 이어 간다. (B)의 These는 일본원숭이의 고구마 씻
기, 침팬지의 흰개미 사냥, 침팬지의 수영을 가리킨다. (B)의
뒷부분에서 언급한 언어에 대해 (A)에서 상술하고 있다. 그러
므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C)–(B)–(A)’이다.

fundamental 핵심적인, 필수적인, 근본적인
modernity 근대성, 현대성
precede ~에 앞서다
momentous 중대한
grip 사로잡다, 꽉 붙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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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분석

(A)1행 Linguists define it as [the highest form of
communication], [an endless combination of words
{translatable into symbols}, and {arbitrarily chosen to
confer meaning}].
 두 번째 [ ]가 첫 번째 [ ]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개의 { }가 words를 수식하고 있다.
(C)1행 [Equally impressive], members of at least one
chimpanzee troop use bush stems stripped of leaves to
fish for [termite soldiers], [the suicidally aggressive
insect fighters {that bite and hold on to any invader of
their nest}].
 첫 번째 [ ]는 It is equally impressive that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 ]가 두 번째 [ ]를 설명해주고 있다. { }는
the suicidally aggressive insect fighters를 수식하는 관계
절이다.
어휘 및 어구

20

정답

③

소 재

방사선 노출 공포
해 석

방사선 공포는 방사선 노출 동향을 고려하면 문제가 많다. 1980년
이후 미국인의 배경 방사선 노출 수준은 두 배가 되었는데 계속 올
라갈 것 같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든 나라에서 유사한 패턴이
발생하고 있다. (B) 배경 방사선의 이런 증가는 거의 전적으로 의료
에서 방사선 처치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을 확인하
고 치료 과정을 추적 관찰하는 데에서 진단 방사선학의 이득은 상당
했다. (C) 그러나 방사선은 또한 여러 상황에서 남용되어, 환자들에
게 여전히 증가한 위험을 겪게 하면서도 이득을 거의 혹은 전혀 가
져다주지 못했다. 더구나 의료 방사선은 인구 전체에 고르게 나누어
지지 않는다. 일부 사람들은 의료 방사선에 전혀 노출되지 않고 있
지만, 다른 사람들은 상당한 양을 받고 있다. (A) 그런 상황에서 ‘평
균적인’ 배경 방사선 수준은 개인에게 거의 의미가 없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방사선 노출을 알고 의료 방사선 처치를 받는 데

innovative 독창적인, 혁신적인

동의하기 전에 위험과 이득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in their midst 그것들 중의
linguist 언어학자
translatable 옮길 수 있는, 번역될 수 있는
arbitrarily 임의로
confer 부여하다, 주다
label 묘사하다, 라벨로 나타내다
conceivable 생각할 수 있는
entity 실체
attribute 속성, 특성
rare 드문, 진귀한

문제해설

(B)의 This increase in background radiation은 주어진 문
장에서 언급된 배경 방사선 노출 증가를 가리킨다. (B)의 뒷부
분에서는 진단 방사선학의 이득은 상당했다고 언급되어 있지
만, However로 시작하는 (C)에서는 방사선의 남용이 언급되
고 있다. (C) 뒷부분의 고르지 않는 의료 방사선 노출은 (A)
의 such circumstances가 가리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주어
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B)–
(C)–(A)’이다.

pass on ~을 전수하다 [넘겨주다]

구조분석

impressive 인상적인

(C)1행 However, radiation has also been overused in
many circumstances, [conveying little or no benefits
to patients while still subjecting them to increased
risks.]
 [ ]는 분사구문인데, 주절의 주어인 radiation의 능동적
동작을 나타내므로 현재분사인 conveying으로 시작하고 있
다. 「subject ~ to ...」는 ‘~이 …을 겪게[받게] 하다’는 의미
의 표현이다.

bush 관목
stem 줄기
strip 뜯어내다, 벗기다
suicidally 자살을 감수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aggressive 공격적인
invader 침입자
otherwise 다른 방법으로, 그렇지 않으면

Mini Test

troop 무리, 부대

어휘 및 어구

radiation 방사선 (치료), 복사
exposure 노출, 접함
weigh 따져 보다, 무게를 달다
Mini Test 3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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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procedure (의학적인) 처치, 수술, 절차

팀과 선수들에게 애착을 가진다는 내용이므로, 기업의 마케팅
과는 달리 스포츠 팬들은 경기 결과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스포츠에 흥미를 갖는다는 문장 다음인 ⑤에 들어가야 한다.

identify 확인하다
monitor 추적 관찰하다
significant 상당한, 중요한

구조분석

convey 가져다주다, 전달하다
distribute 나누어 주다, 분배하다
evenly 고르게, 균등하게
substantial 상당한, 꽤 많은
dose 양, 복용량, 투여량
Tips


•background radiation(배경 방사선): 특정한 곳의 환경에 존재하는 방
사선을 배경 방사선이라 하는데, 우주 복사나 광물 등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
과 같은 자연 방사선, 그리고 진단 방사선과 같은 인공 방사선을 포함한다.


•diagnostic radiology(진단 방사선학): 진단 방사선학은 질병의 진단을
위해 인체 내부를 촬영하는 의학의 한 분야인데, 영상 의학이라고도 한다. 엑
스레이 촬영, CT(컴퓨터 단층) 촬영을 포함한다.

5행 [Despite even the most formidable track records of
success], one cannot know for certain [whether past
sport performances will continue] or [whether
expectations will be turned upside down].
 첫 번째 [ ]는 Despite가 이끄는 부사구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 [ ]는 know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12행 [If sports were scripted] then [they would lose
credibility, spontaneity would be lost, and they would
be no different than a conventional company-directed
ad campaign].
 첫 번째 [ ]는 If가 이끄는 부사절이고, 두 번째 [ ]가 주절
에 해당하는데, 「If + 주어+ 과거동사, 주어+ 조동사의 과거
형(would)+ 동사원형」의 구조로 가정법 과거 구문이 쓰였다.
어휘 및 어구

attachment 애착
irrespective of ~와 상관없이

21

정답

⑤

소 재

스포츠 결과의 예측 불가능성과 마케팅
해 석

conventional 전통적인
promotion 홍보
scripted 대본이 있는
inherently 본질적으로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outcome 결과

계획되고 대본이 있는 광고나 홍보와 같은 전통적인 마케팅 활동과

formidable 매우 뛰어난, 굉장한, 무서운

는 달리, 스포츠 경기는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팬, 운동선수,

performance 성과, 실적, 수행

팀, 회사는 결과를 모른다. 심지어 성공한 트랙 경기의 가장 뛰어난

turn ~ upside down ~을 거꾸로 뒤집다 [엉망으로 만들다]

기록일지라도, 과거의 스포츠 성과가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기대가

separate 구분 짓다, 떼어놓다

거꾸로 뒤집힐지 확실히 알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이

corporate 기업의

스포츠를 거의 모든 다른 기업 마케팅 활동과 구분 짓는다. 실제로,

prospect 전망, 예상

많은 업체의 관리자들이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전망을 명백히 불

uncertainty 불확실성

편하다고 느끼고 결과적으로 스포츠를 마케팅 플랫폼으로 사용하기

distinctly 명백히, 뚜렷하게

를 꺼린다. 그러나 스포츠 팬들은 부분적으로 결과가 확실하지 않기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때문에 스포츠에 흥미를 갖는다. 팬들은 (대체로) 최근의 경기 성과

shy away from ~을 피하다

와 상관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팀과 선수들에 대해 감정적인 애착을

follow 흥미를 갖다, 따르다

갖고 있다. 만약 스포츠가 대본을 갖는다면, 그러면 신뢰를 잃을 것

guaranteed 확실한

이고, 자발성은 사라질 것이며, 전통적인 회사 주도의 광고 캠페인과

credibility 신뢰(성), 신뢰도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spontaneity 자발성, 즉흥성

문제해설

주어진 문장은 경기 성과에 상관없이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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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 재

정규 교육에서의 인지 심리학의 역할
해 석

aspiration 열망, 포부
nutrition 영양
boredom 지루함, 권태
interpersonal 대인 관계의, 사람 사이의
disability 장애
subset 부분 (집합)

정규 교육은 사회에 중대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지만 또한 모

cognitive 인지의

든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습 열망을 충족하지는 못하는 것도 사실이

in general 일반적으로

다.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은 배우기 위해 애쓰지만 많은 이들이 뒤

misconception 틀린 생각, 오해

처진다. 성공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을 (그리고 그들을 돕고자 하

proficiency 능숙, 숙달

는 교사들의 노력을) 약화하는 문제는 수많은 원인에서 생겨난다. 짧

be aimed at ~을 목표로 삼다

은 목록에는 열악한 영양,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열악한 건강, 동
기의 결핍, 지루함, 학교나 가정에서의 사교상 및 대인 관계상의 문
제, 효과적이지 못한 학습법, 학습 장애, 교육 자원에 대한 열악한 접
근 기회가 포함된다. 이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많은
해결책들이 필요할 것인데 그것들의 일부분만을 인지 심리학자들이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일부분의 문제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핵심적인데,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새로운 아이디
수학과 읽기가 능숙해지는 데에서, 그리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데

정답

②

소 재

미국에서의 요리 노동
해 석

들은 여전히 고전할 것인데, 인지 심리학자들과 교육 심리학자들의

19세기 음식 개량가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빵을 굽는 것을 중지
해 버렸다고 걱정했지만, 오늘날의 음식 전도사들은 우리가 요리를

노력들 중 다수는 학생들이 더 효과적으로 배우고 교사들이 더 효과

완전히 중지해 버렸다고 걱정한다. 가족이 과거보다 더 많이 외식한

적으로 가르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여성은 몇 세대 전에 그랬던 것보다 더

에서 겪는 어려움을 포함한다. 여건이 가장 좋을 때조차 많은 학생

문제해설

② 다음 문장의 A short list는 정규 교육에서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약화하는 수많은 원인(numerous sources)의 ‘짧은 목
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
한 곳은 ②이다.
구조분석

10행 T h i s s u b s e t o f p r o b l e m s i s n e v e r t h e l e s s
fundamental to education and, in general, includes the
difficulties [that many students have in effectively
learning and understanding new ideas and concepts,
correcting misconceptions, achieving proficiency in
math and reading, and thinking critically].
 [ ]는 the difficulti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인데, that은
hav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이다.
어휘 및 어구

undermine 약화하다, 손상하다
instructor 교사, 강사
formal education 정규[학교] 교육

적은 시간을 요리하면서 보낸다. 그러나 오늘날의 가족을 이전 세대
의 가족과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비교하는 것은 미국인들이 식사를
식탁에 올리기 위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노동에 의지해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가난한 백인 여성과 유색 인종 여
성은, 마치 오늘날 그들이 그러하듯이, 한 세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했다. 차이는 이 여성들이 전에는 식당에서보다는 가사
노동자로서 집 안에서 일했다는 것이다. 절정에 이르렀을 때 거의
2백만 명의 가사 근로자가 미국 가정에 고용되었다. 인류학자인
Amy Trubek은 가정 요리에 대해 이상적으로 보는 시각은 ‘이런
식사가 가능하게 하도록 처음에 가정에서, 그러고 나서 상업적 환경
에서 일했던 여러 세대의 유급 요리사들’을 지속적으로 무시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 미국에서 가정에서 하는 요리는 감소했지만, 고용된 요리사들이
노동 제공 장소와 상관없이 여러 세대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왔다는 점이 간과되어 왔다.
문제해설

미국의 가정에서 요리를 덜 하고 외식을 많이 하게 되었지만,
예전에는 가사 노동자로서 그리고 요즈음에는 식당에서, 예
나 지금이나 많은 유급 요리사들이 식사를 준비해 왔다는 내
Mini Test 3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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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53

2019-12-30 오후 3:58:51

정답과 해설
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요약문의 빈칸 (A)에는 ‘가정에서 하는
(domestic)’이, (B)에는 ‘고용된(hired)’이 적절하다.
① 가정에서 하는–외국의
③ 정성 들인–헌신적인
④ 정성 들인–숙련된
⑤ 소박한–제대로 보수를 못 받는

성들은 상당히 달랐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피실험자들은 속았
다. 단지 25퍼센트 미만의 실험에서만 참가자들이 자신의 원래 선
택이 존중되지 않았고, 그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 대부분의 경
우, 그들은 원래의 의식적인 결정과 자신이 결정했다고 들은 바 사
이의 일치(→ 불일치)를 무시했다. 그리고 훨씬 더 놀랍게도, 이어서

구조분석

11행 Anthropologist Amy Trubek notes [that idealized
visions of home cooking persistently neglect “the
many generations of paid cooks {who first worked in
homes and then in commercial settings to make these
meals possible}.”]
 [ ]는 notes의 목적어이다. { }는 the many generations
of paid cook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그들은 그것이 몇 초 전에 자신들이 실제로 했던 것과 모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을 정당화했다. 원래 선택했던 여성이 엄숙해 보이
고 귀걸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빛이 나네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그녀에게 다가갔을 거예요. 그녀의 귀걸이가 마음
에 들어요.”라고 말했다. 선택맹이 드러내는 것은 사람들은 흔히 왜
자신이 선택하는 방식대로 선택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
신의 행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들의 충동은 너무나 커서 그들이 알
지도 못한 채 얘기를 만들어 내면서 즉석에서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
을 막지 못한다.

dietary 음식의, 규정식의

문제해설

reformer 개량가, 개혁가
altogether 완전히, 전부 합해
previous 이전의
domestic 가사의, 가정의, 국내의
household 가정, 가족
anthropologist 인류학자
note 주목하다, 언급하다
persistently 지속적으로, 고집스럽게
neglect 무시하다, 등한시하다



24~25

정답

24 ⑤ 25 ③

소 재

선택에 관한 실험
해 석

한 실험에서, 100명이 넘는 지원자들에게 두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
는데, 각각에 여성의 얼굴이 있었다. 두 사진을 몇 초 동안 본 후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인 사진 하나를 선택해야 했
다. 세 번의 그러한 선택 직후, 피실험자들에게 그들이 방금 선택했
던 얼굴을 다시 보여주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설명해보라고 요청했
다. 그들은 기꺼이 응했다. 세 번의 다른 실험에서, 실험자는 날랜 손
재주를 써서 선택된 여성의 사진을 반대의 이미지로 바꿨다. 즉, 여
성 A가 더 매력적이라고 결정한 직후에, 두 개의 카드 작전을 사용

154

해서 피실험자들에게 여성 B의 사진을 들이대었고, 피실험자들은
자신이 왜 그녀를 선택했는지 설명해야 했다 (사진에 묘사된 두 여

24 피실험자들이 실제로 선택하지 않은 사진을 선택했다고 속
인 실험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임수를 눈치채지 못하였고,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을 실제로 선택한 것처럼 생각하고 선
택을 합리화했다는 내용의 실험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신이 무엇을 왜 선택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⑤ ‘여러분은 자신이 하는 선
택의 이유를 아는가?’가 가장 적절하다.
①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의한다
② 무엇이 합리적 선택을 구성하는가?
③ 사소한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④ 의사 결정: 최선인 것 대 최선으로 보이는 것
25 피실험자들에게 원래 선택한 것과 다른 사진을 제시했
을 때 그 사진이 다른 사진이란 것을 무시했으므로 (c) 의
agreement(일치)를 discrepancy(불일치)와 같은 단어로 고쳐
야 한다.
구조분석

3행 Immediately after three such choices, subjects
[were shown again the face {they had just chosen}]
and [were asked to explain their choice].
 동사구인 두 개의 [ ]가 and로 연결되어 있다. 첫 번째 [ ]
안에서 { }는 the fac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12행 And even more remarkably, they proceeded to
justify this choice [even though it contradicted {what
they actually did a few seconds earlier}]: [“She’s
radiant. I would rather have approached her tha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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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one. I like her earrings,”] even though the
original choice looked solemn and had no earrings.
 첫 번째 [ ]는 even though가 이끄는 부사절이고 그 안의
{ }는 contradicted의 목적어인 명사절이다. it은 to justify
this choice를 가리킨다. 두 번째 [ ]는 앞의 내용을 부연하

경력을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그런데 그렇게 감정이 격앙된 자랑스

기 위해 참가자들이 실제로 한 말을 인용한 구절이다.

— 바로 그것 때문에 1982년에 그녀는 주로 휠체어 신세를 졌다.
그러나 이번 행사에서는 아니다! 아니지, Raelene에게 그녀의 메달

어휘 및 어구

럽고 국가적인 순간에 누가 그 메달을 수여하기로 준비되어 있느냐
고? 자, 다름 아닌 바로 Betty Cuthbert다!
(D) 그녀 자신의 시대에 전설적 인물이었던 Betty는 사반세기 전에
세 개의 올림픽 금메달을 따냈는데, 나중에 다발성 경화증에 걸렸고

을 수여하기 위해 Betty는 자기 자신의 두 발로 서서 그 일을 할 결

readily 기꺼이

심이 섰고, 이제는 고통스럽게 천천히 도움을 받지 않은 채 앞쪽으

comply 응하다, 따르다

로 바로 경기장 중앙의 단상까지 나아간다. 관중이 훨씬 더 크게 함

trial 실험, 시험
experimentalist 실험자, (집합) 실험을 수행하는 사람들
opposite 반대의

성을 지를 때 그녀는 관중의 영웅의 목에 걸어주기 위해 그 금메달
을 들고 팔을 뻗는데, 한편 커다란 화면에는 아나운서가 경기장에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말인 ‘RAELENE — 우리의

ploy 작전, 책략

골든 걸’이 휙 나타난다.

confront (~의 눈앞에) 들이대다

(C) 그러나 이제 Raelene이 더 앞쪽으로 몸을 숙이면서 그녀의 입
은 Betty의 귀에 가까워져서, 그녀는 ‘그 말을 믿지 마세요. 단 한 명

depict 묘사하다
distinct 다른, 구별되는

의 골든 걸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당신, Betty Cuthbert랍

remarkably 놀랍게도
aware 알고 있는

고 손을 뻗지만, 그녀는 그들을 손을 저어 물러나게 하고는 국가가

conscious 의식적인

연주되는 동안 당당하게 서 있고, 그러고는 여전히 꼿꼿하고 도움을

proceed to 이어서[계속해서] ~을 하다

Mini Test

니다.’라고 속삭일 수 있게 된다. 감정이 북받쳐 Betty의 무릎이 떨
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그녀를 부축하려

fool 속이다

받지 않은 채 100m 이상을 나아가 경기장의 내부로 다시 들어가는

contradict ~와 모순되다

데 — 그녀가 그렇게 여러 해 전에 굉장한 챔피언이 되게 했던 긍지,

radiant 빛나는

회복력, 그리고 활력의 그 모든 자질을 사용해서이다.

solemn 엄숙한, 진지한


choice blindness 선택맹(사람들의 인지 능력이 혼동을 겪으며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는 현상)

(B) 하지만 터널(경기장 구조물의 기다란 실내)로 단 한 발짝 들어
가서 그녀가 대중의 시야를 벗어나자마자, 그녀는 털썩 주저앉아
경기 임원들의 팔에 안긴다. 다발성 경화증에서 오는 고통의, 그리

reveal 드러내다

고 순전한 감정의 눈물이 마구 밀려온다. 시간이 걸리지만, 그녀가

urge 충동

Raelene이 단상에서 자신에게 말했던 것에 관한 이야기를 흐느끼
며 말한 뒤에, 소리가 들리는 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또한 눈물을 흘

on the spot 즉석에서

리고 있다.



26~28

문제해설
정답

26 ⑤ 27 ① 28 ③

소 재

Raelene Boyle과 Betty Cuthbert
해 석

(A) 그것은 호주 스포츠에서 위대한 순간들 중 하나였다. 그러니까,
Raelene Boyle이 1982년 Brisbane 영연방 경기 대회에서의 자
신의 마지막 경주에서 — 400m에서 포효하며 들어와 — 금메달을
땄을 때, 나라가 정지한 바로 그 순간에 경기장은 떠나갈 듯 울렸다.
이전의 두 번의 올림픽 경기에서 동독인들 때문에 금메달을 받지 못
했던 사랑받는 인물인 Raelene은 적어도,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26 (A)에서는 Raelene Boyle이 4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는데, Betty Cuthbert가 메달을 수여하기로 되어 있
었다고 언급되어 있다. (D)에서는 Betty가 단상으로 나아가고
Raelene에게 메달을 수여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
다. (C)에서는 단상에서 Raelene이 Betty에게 속삭이는 내용
과 Betty가 꼿꼿한 자세를 유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B)
에서는 관중의 시야를 벗어나서, Raelene이 단상에서 했던 말
과 관련하여 Betty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내용
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므로 (A)에 이어질 순서로 ⑤ ‘(D)–
(C)–(B)’가 가장 적절하다.
27 (a)는 Raelene Boyle을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Betty
Mini Test 3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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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Cuthbert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①이다.
28 (C)의 though hands reach out to support her, she
waves them away, stands tall for the national anthem,
then makes her way, still upright and unaided로 보아,
Betty는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을 손을 저어 물러나게 하고는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러므로 ③이 글
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resilience 회복력
legend 전설(적 인물)
have ~ to one’s credit ~을 달성하다[이루어 내다]
contract (병에) 걸리다, 계약하다
occasion 행사, 경우
heroine (여자) 영웅, 여자 주인공
flash (화면에) 휙 나타나게 하다, 내보내다

구조분석

(A)3행 Raelene, [a beloved figure, {who had been
denied gold in the previous two Olympics at the hands
of East Germans}], had at least and at last the perfect
finish to her career.
 [ ]는 바로 앞의 명사인 Raelene을 설명하는 동격의 명사
구이다. { }는 a beloved figure를 설명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Commonwealth Games 영연방 경기 대회
roar 포효하다, 떠나갈 듯 울리다, 함성을 지르다
even as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는 바로 그 방식으로
come to a standstill 정지하다, 멈추다
figure 인물, 모습, 그림, 숫자
deny (줄 것을) 주지 않다, 부정하다, 허락하지 않다
at the hands of ~ 때문에, ~의 작용으로
organise 준비하다, 조직하다
charged (감정이) 격앙된, 차 있는
none other than 다름 아닌 바로 ~인
the instant (that) ~하자마자
collapse 털썩 주저앉다, 무너지다
official 경기 임원, 공무원
sheer 순전한
within earshot 소리가 들리는 거리에 (있는)
lean (몸을) 숙이다, 굽히다. 기대다
whisper 속삭이다
golden girl 골든 걸(성공적이고 칭송받는 젊은 여성)
knee 무릎
with emotion 감정이 북받쳐, 감격하여
reach out 손을 뻗다
stand tall 당당하게 [똑바로] 서 있다, 자신만만하게 행동하다
national anthem 국가(國歌)
make one’s way 나아가다
upright 꼿꼿한
unaided 도움을 받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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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답

틀리기 쉬운 유형편
Exercise
강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01

② ④ ② ④ ③ ② ⑤ ③ ② ① ③ ①

02

② ③ ② ④ ① ④ ② ③ ① ④ ③ ③

03

⑤ ④ ⑤ ④ ② ⑤ ③ ① ④ ③ ② ⑤

04

② ① ② ⑤ ④ ④ ④ ④ ② ④ ⑤ ④

05

① ④ ② ② ⑤ ③ ① ③ ③ ④ ④ ④

06

③ ③ ④ ③ ① ③ ③ ② ③ ⑤ ① ④

07

① ④ ⑤ ⑤ ③ ⑤ ⑤ ③ ⑤ ④ ③ ④

08

④ ③ ⑤ ③ ③ ② ③ ④ ② ③ ③ ④

09

⑤ ⑤ ⑤ ② ④ ⑤ ③ ③ ④ ① ④ ④ ③ ⑤

10

② ⑤ ① ② ① ③ ⑤ ④ ② ④ ① ② ⑤ ③

11

② ⑤ ③ ⑤ ⑤ ③ ② ④ ⑤ ③ ④ ④ ④ ③

12

② ② ④ ③ ② ③ ③ ④ ⑤ ④ ③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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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고교 교재 로드맵
고교 교재 선택,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EBS 과목별 고교 교재 시리즈로 선택만 하면 됩니다.
이제 수준과 목표만 정하고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2 ~ 예비 고3
단기/특화 · 수능 입문

고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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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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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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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FINAL
실전모의고사
수능연계완성
3/4주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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