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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Wee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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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hypothes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강

본문 6~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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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②

어휘 및 어구

critical 결정적인, 중요한
distinction 구별, 차이
standing 입지, 입장
put forward ~을 제시하다[제안하다]

Exercise 1

정답

②

inferior to ~보다 열등한
provisional 잠정적인

소 재

자연과학과 다른 역사적 설명의 입지
해 석

역사학과 자연과학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결정적인 구별은 역사가
들이 제시하는 설명의 입지가 과학에서의 설명의 입지보다 훨씬 더
열등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 과학의 설명은 잠정적인 가설에 지
나지 않지만, 대체로 판단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가설이
기 때문일 것이다. 과학의 설명은 언젠가는 대체될 수도 있지만, 당
분간은 진실에 가능한 가장 가까운 근사치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된다. 반면에 역사학이 하는 설명의 문제에서는 학문적
합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알려진 사실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지만, 영국 내전의 사례가 예증했듯이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
하거나 설명할지는 끝없는 논쟁의 문제이다. ‘당쟁 가설’은 ‘계급 투

hypothesis 가설 (pl . hypotheses)
qualified 자격이 있는, 적임의
for the time being 당분간
approximation 근사치
scholarly 학문적인, 학자다운
scarcely 거의 ~ 아니다
debate 논쟁, 토론
illustrate 예증하다, 삽화를 넣다
class-conflict 계급 투쟁(의)
ideology 이데올로기, 이념
emphasis 강조, 중요성( pl . emphases)
Word Search
| 정답 |

1. distinction 2. provisional 3. approximation

쟁 가설’이나 ‘이데올로기 가설’을 대체하지 않았다. 모든 가설이 매
우 활발하게 살아 있고, 각기 다른 역사가들에 의해 다르게 강조된다.
문제 해설

과학적 설명은 잠정적인 가설에 지나지 않지만 판단 자격이 있
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가설일 수 있는데 반해, 역사적 사건
은 어떻게 해석하거나 설명할지 끝없는 논쟁이 있고 모든 가설
이 여러 역사가들에 의해 다르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 글의
핵심이다. 따라서 역사적 설명은 역사가들이 동의하는 하나의
가설이 거의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② ‘합의’이다.
① 편견
③ 상상
④ 모순
⑤ 독립
구조 분석

Exercise 2

정답

②

소 재

새끼 물고기의 서식지 정착
해 석

늘어나는 많은 지식은 새끼 물고기의 삶과 행동에 대한 우리의 인
식을 변화시켰다. 고전적인 견해는 수동적인 물고기가 해류에 의해
휩쓸리다가 능력의 어떤 결정적 단계에 도달했을 때 정착한다는 것
이었다. 만약 새끼 물고기가 그 단계에서 우연히 적절한 서식지 위
에 있게 되었다면, 그것의 (정착할) 가능성은 아주 많았다. 만약 그것
이 대양의 아주 깊은 곳과 같이 덜 알맞은 곳에 있게 되었다면, 그것
으로 끝이었다. 우리는 이제 새끼 물고기가 정착 활동에서 이것보다

■ It may be that [scientific explanations are no more

훨씬 더 능동적이라는 것을 안다. 새끼 물고기는 산호초에 의해 발

than provisional hypotheses, but they are for the
most part hypotheses {on which all people qualified
to judge are in agreement}] ~.
It may be that ~은 ‘그것은 ~ 때문일지도 모른다’라는 뜻
인데, that절 안에 두 개의 등위절이 but으로 연결되어 있다.

산되는 소리와 냄새 둘 다에 의해 산호초 지역에 끌리고, 적절한 자

2

극 쪽으로 활발하게 움직인다. 일단 산호초 위에 이르면, 새끼 물고
기들은 종마다 다른 서식지에 대한 강한 선호를 보이는데, 어떤 새
끼 물고기들은 정착을 하고 나서 상황이 적절하지 않으면 물기둥 속
으로 다시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새끼 물고기의 정착은 낙하산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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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가 아니라 오히려 번지 점프에 더 가깝다. 산호초에서 높은 다양

Tips

성을 유지하려면 성체 물고기 서식지뿐만 아니라 (새끼 물고기의)

water column(물기둥): 바다의 바닥에서 표면까지 수직 방향으로 해류의

정착 서식지 보호도 요구되는데, 그것은 흔히 성체 서식지와 다르고

상승과 하강이 일어나는 가상적인 기둥 형태의 물

성체 서식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문제 해설

구조 분석

정답

③

소 재

지적 용기를 가질 필요성
해 석

일단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감정적인 몰입을 통해 우리가 누구
인지를 정의하면,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의심받을 때 내면의 두려움
을 경험하기 쉽다. 이것이 지적인 비겁함의 첫 번째 형태이다. 우리
의 믿음을 의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의심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우리가 느끼는 극심한 개
인적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상반되는 믿음에 대하여 공정할 수 없



■ Larvae [are attracted to coral reef areas by both

Exercise 3

틀리기 쉬운 유형편

새끼 물고기의 수동적인 정착에 관한 견해와는 달리, 새끼 물
고기는 산호초에 의해 발산되는 소리와 냄새에 의해 산호초 지
역에 끌리고, 적절한 자극 쪽으로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하였
다. 정착하고 나서 상황이 적절하지 않으면 물기둥 속으로 다
시 올라가는 것에서 새끼 물고기가 자신의 서식지를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서식지에 대한 강한 선호를 보이는데’이다.
① 수중의 먹이사슬을 변화시키는데
③ 다른 것들을 유인하여 군체를 형성하는데
④ 산호초가 보상을 주기를 기다리는데
⑤ 생태계의 변화에 순응하는데

sounds and smells {emitted by reefs}], and [move
actively toward appropriate stimuli].
주어 다음에 술부인 두 개의 [ ]가 and로 연결되었다. 첫 번
째 [ ] 속의 { }는 both sounds and smells를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어휘 및 어구

a body of 다량[다수]의
perception 인식
passive 수동적인
ocean current 해류
critical 결정적인, 중요한
competency 능력, 유능함
habitat 서식지
favorable 알맞은, 유리한, 호의적인
coral reef 산호초
emit 발산하다, 방출하다
stimulus 자극 (pl . stimuli)
ascend 올라가다, 기어오르다
parachute 낙하산
maintenance 유지, 지속, 보수
diversity 다양성
preference 선호(도)
Word Search
| 정답 |

1. perception 2. habitat 3. maintenance

다. 상반되는 생각을 ‘고려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거부할 수 있도록
가장 약한 형태로 제시하면서 그것들을 잠재의식적으로 약화시킨
다. 스스로 만들어 낸 내면의 두려움, 즉 우리의 정체성을 특정한 일
련의 믿음과 연결하여 우리 자신이 만들어 낸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우리에게는 지적 용기가 필요하다. 지적 용기를 습득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에 의해 거부당하는 두려움을 극복하
기 위해서인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특정한 믿음을 갖고 있고 우
리가 그러한 믿음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거부할 가능
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협
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따
라 스스로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스스
로를 인정하지 못한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념이나 신념 체계에 이
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것이 지적 비겁함의 두 번째 형
태이다. 두 가지 형태 모두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타인의 생각을 공
정하게 고려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문제 해설

다른 사람에게 거부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상반되는 견해를 표
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견해에 따라 판단하는 것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신념 체계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지적
비겁함을 보이는 것이고, 서로 상반되는 믿음에 대하여 공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타인의 생각을 공정하게 고려하는’이다.
① 다른 사람을 험담할 유혹을 참아내는
② 우리의 열망과 기대 둘 다를 감추는
④ 비슷한 견해를 가진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01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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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⑤ 다수에 순응할 정신적 근력을 강화하는

이는 방식을 언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에어컨 소리보다 동
전과 박수 소리를 더 잘 알아차리는 경향이 있는데, 앞의 둘은 주의

구조 분석

를 끌기 위한 한계점을 충족하는 반면에 에어컨이 지속적으로 윙윙

	

■ Many people judge themselves according to the

views of others and cannot approve of themselves
[unless others approve of them].
두 개의 themselves와 them은 모두 Many people을 가리
킨다. [ ]는 ‘~하지 않으면’을 뜻하는 unless가 이끄는 조건
의 부사절이다.

거리는 소리는 습관화의 영향으로 인해 신경 세포의 민감도 감소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감각 이
미지는 주목되지 않은 채 지나가고, 반면에 다른 감각 이미지는 주
의를 끄는 ‘지뢰선’을 작동시킨 다음, 추가적인 신경 자원을 할당받
아서 의식적인 주의의 표면을 깨뜨린다.
문제 해설

어휘 및 어구

습관화의 영향에 의해 에어컨이 지속적으로 윙윙거리는 소리
는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타일 바닥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
와 갑자기 터지는 박수 소리는 알아차리는 경향이 있다고 했
다. 주의를 끄는 ‘지뢰선’을 작동시키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끄
는 것과 관계가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은 ③ ‘의식적인 주의의 표면을 깨뜨린다’이다.
① 우리가 어떤 다중 작업을 할 수 있게 한다
② 배경 이미지와 조화를 이룬다
④ 우리의 과거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활성화된다
⑤ 우리가 그것의 위험을 알아차리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commitment 몰입, 전념, 헌신, 약속
question 의심하다, 질문하다
intellectual 지적인
cowardice 비겁함, 소심함
intensely 극심하게, 강렬하게
keep ~ from -ing ~이 …하지 못하게 하다
opposing 상반된, 서로 대립되는
subconsciously 잠재의식적으로
undermine 약화시키다, 훼손하다
reject 거부하다, 거절하다
overcome 극복하다

구조 분석

acquire 습득하다, 얻다, 배우다

	

■ We tend to notice the coins and clapping more than

invest ~ with ... ~에게 …을 주다[부여하다]

the air conditioner [because the first two meet the
threshold for attracting attention {while the constant
hum of the air conditioner would likely result in
decreased neuronal sensitivity due to the effects of
habituation}].
[ ]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고, 그 안의 { }는 ‘~하는

intimidate 위협하다, 겁주다
approve of ~을 인정하다
Word Search
| 정답 |

1. reject 2. intimidate 3. cowardice

반면에’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부사절이다.
어휘 및 어구

Exercise 4

정답

③

소 재

자극에 대한 반응의 상대성
해 석

activation 활성화
attain 도달하다, 획득하다
critical mass 임계량(바라는 결과를 효과적으로 얻는 데 필요한 양)
correspond to ~과 일치하다
cite 인용하다
mention 언급하다

인간이 기울이는 주의는 항상 상대적이다. 자극의 활성화가 임계량

tune out ~을 듣지 않다[무시하다]

에 도달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상당한 수

static 잡음

준의 변화가 발생하거나 감각 경험이 기억 속 이전 경험의 흔적과

pronounced 확연한, 두드러진

밀접하게 일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린다. 아주 간단한 예를

acoustic spike 음향의 급격한 상승

들자면, 뇌가 에어컨의 윙윙거림과 같은 배경의 잡음은 듣지 않으면

clapping 박수 (소리)

서, 반면에 타일 바닥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나 갑자기 터지는 박

neuronal 신경 세포의

수 소리 같은 확연한 음향의 급격한 상승에는 활발하게 주의를 기울

sensitivity 민감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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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bituation 습관화

구조 분석

set off ~을 작동시키다

	

■ If, in contrast, the fly is not in control of the heat,

allocate 할당하다

it learns [that its behavior has no effect] and quits
responding.
[ ]는 learns의 목적어인 명사절이고, quits는 learns와 병

Word Search
| 정답 |

1. attain 2. pronounced 3. allocate

렬 구조를 이룬다.
어휘 및 어구

uncontrollable 통제할 수 없는

Exercise 5

정답

④

소 재

학습된 무력감
해 석

넓은 범위에 걸친 동물에게서,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주는 사
건은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불리는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 포유류
에서 그것은 일반 활동 저하, 학습 저조, 수면과 먹이 섭취 장애, 그
리고 면역 상태 저하와 관련이 있다. 그것은 인간에게 있는 우울증
이 동물에게서 보이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연구원들은 ‘초파리’에서
학습된 무력감을 조사하여 이 행동 상태가 인지적인 요소와 조절적
인 요소, 어쩌면 기분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준
다. 초파리가 걸음을 멈추자마자 열을 받게 되면, 열기를 피하기 위
해 확실히 걷기를 재개한다. 대조적으로, 열기를 통제하지 못하면,
초파리는 자신의 행동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반응하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 초파리는 마치 ‘우울한’ 것처럼 천천
히 걷고, 더 오래 그리고 더 자주 휴식을 취한다. 이러한 걷기 행동의

틀리기 쉬운 유형편

induce 유발하다, 유도하다, 설득하다
helplessness 무력감
mammal 포유동물
disorder 장애, 질환, 무질서
feeding 먹이 (섭취)
immune 면역의
investigate 조사하다, 연구하다
consist of ~로 구성되다
cognitive 인지적인
component 요소, 성분, 부품
reliably 확실하게, 믿음직하게
resume 재개하다
quit 중단하다, 그만두다
downregulation 하향 조정
pronounced 두드러진, 현저한
consequence 결과
Word Search
| 정답 |

1. induce 2. investigate 3. resume

하향 조정은 수컷보다 암컷에게서 더 두드러진다. ‘초파리’에서의 학
습된 무력감은 특정 상황에서 예상되는 결과에 따라 행동이 구조화
되는 방식의 한 예이다.
문제 해설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학습된 무력감을 유발
할 수 있다는 것을 초파리 연구를 예시로 설명하고 있다. 초파
리가 열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우울한’ 것처럼 천천히 걷고 더
오래 그리고 더 자주 휴식을 취하는 걷기 행동의 하향 조정은
결과를 예상하고 행동을 조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빈칸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예상되는 결과에 따라 행
동이 구조화되는’이다.
① 환경을 통제함으로써 우울증이 치료될 수 있는
② 불규칙한 일상의 활동이 장애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③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인간과 동물 둘 다에 필수적인
⑤ 다양한 유기체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
하는

Exercise 6

정답

②

소 재

숫자에 의한 척도로 개인적인 느낌 나타내기
해 석

내가 통증이나 심지어 막연한 형태의 으스스함을 느낀다면, 나는 그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전달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 나는 내
가 느끼는 감각 밖의 표현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
러분은 나에게 ‘0에서 10까지의 척도에서 통증이 얼마나 심한가
요?’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그 순간, 나는 개인적인 경험을 사회적
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 즉 나와 여러분 둘 다의 밖에 있는 어
떤 것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전환을 할 때, 나는 원래의 감각들을 수정할 수도 있
01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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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다. 나는 ‘약 5 정도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음,
그러면 안심이 되네요, 지난주에 당신은 그것이 8이라고 생각하셨으
니까요.’라고 말한다. 그러면 나는 이 새로운 묘사와 관련하여 나의
상태를 다시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내 밖의 어떤 것이 내 안의

isolate 고립시키다
Word Search
| 정답 |

1. vague 2. depiction 3. distress

어떤 것에 형태와 정의를 부여했다. 반면에, 나의 감각을 묘사할 수
없다면, 즉 그 감각에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형식을 부여할 수
없다면, 그것이 나를 고립시키기 때문에, 나는 추가적인 형태의 괴로

Exercise 7

정답

④

움을 수반하는 일종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 빠지게
소 재

된다. 나는 어느 누구도 나의 고통을 이해하게 만들 수가 없다.

내가 느끼는 통증이 어떤 느낌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
해 숫자적인 척도를 사용한 것은 개인적인 경험을 사회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나와 다른 사람 밖에 있는 어떤
것으로 전환한 것이다. 따라서 ‘내 밖의 어떤 것이 내 안의 어떤
것에 형태와 정의를 부여했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② ‘숫자로 된 척도가 내 감각의 정도를 표현할 수 있
다’이다.
① 고통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③ 나의 감각과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④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나의 고통을 전달하는 것은 거의 불
가능하다
⑤ 나의 환경은 내가 고통을 느끼는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조 분석
	

■ If, on the other hand, I am unable [to describe my

sensation], [to give it socially sharable form], I am
left in a kind of incommunicable limbo [which brings
with it additional forms of distress] because it isolates
me.
첫 번째와 두 번째 [ ]는 unable에 연결되며, 두 번째 [ ]
가 첫 번째를 부가적으로 설명한다. 세 번째 [ ]는 a kind of
incommunicable limbo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vague 막연한
mode 방식, 형식
sensation 감각
scale 척도, 규모
translate 전환하다, 옮기다, 번역하다
modify 수정하다
reassuring 안심이 되는, 기운을 돋우는
depiction 묘사, 그리기
definition 정의
distress 괴로움, 고통

6

행동과 결과를 특성과 기질 탓으로 돌리는 이유
해 석

우리가 행동을 사람들의 특성과 기질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는 한
가지 이유는 기질적 추론이 마음을 편하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우여곡절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제대로 된 연줄
이 있는 평범한 지원자를 선호하여 아주 훌륭하게 자격을 갖춘 구
직 지원자가 제외될 수도 있다. 사심 없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암에
걸려 고통스러운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런 사건들은 불안감
을 유발하고, 우리는 그런 일들이 도저히 우리에게 일어날 리 없다
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인식된 위협을 여
러 가지 방법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사람들의 행동
이나 삶의 경험을 운명이나 우연보다는 그들에 대한 어떤 것의 탓으
로 돌리는 것이다. 더 넓게는, 사람들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받는
다’라거나 ‘주는 대로 받는다’라거나 ‘좋은 일은 좋은 사람에게 일어
나고 나쁜 일은 나쁜 사람에게 일어난다’라고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올바른 부류의 삶을 사는 올바른 부류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나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킬 수 있다. 이
와 같이, 우리는 행동과 결과를 기질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
데, 부분적으로 그 이유는 그렇게 할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 해설

우리가 기질적 추론을 하는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삶의 경험을 그들에 대한 어떤 것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인식된
위협을 최소화하여 스스로를 안심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내
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마음을 편하게 해 줄’이다.
① 교육적일
② 검사할
③ 혁신적일
⑤ 도전적일
구조 분석

■ [One reason we’re likely to attribute behavior to
	

문제 해설

people’s traits and dispositions] is [that dispositional
inferences can be comf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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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 ]는 문장의 주어이고, is가 술어 동사이다. 두 번
째 [ ]는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유사하게 그 지역 전체 안에 있는 장소들의 상호 관계에 달려 있으
며, 전체의 풍경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어떤 장소나 지역의 구조를
묘사하고자 한다면, 그럴 경우 필요한 것은 그 지역 전체의 구조를

어휘 및 어구

보여 주는 것인데, 그 이유는 그 지역이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

attribute ~ to ... ~을 …의 탓으로 돌리다

의 상호 작용을 통해 구성되기 때문이다.

trait 특성, 특징

문제 해설

inference 추론, 추정
unsettling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superbly 아주 훌륭하게
qualified 자격을 갖춘
candidate 지원자
pass over (특히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제외시키다
in favor of ~을 선호하여
be stricken with ~에 걸리다
tempt 유혹하다
possibly [부정문에서 can과 함께] 도저히
minimize 최소화하다

틀리기 쉬운 유형편

장소 안에서는 사물이 존재하고 사물 간의 관계가 성립되며,
그것의 성격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체적으로 장소는 그 지역 내의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 관계를
통해 구성된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 작용’
이다.
① 그것의 공동체 구성원들의 독립성
② 그 지역 외부의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
④ 다양한 지질학적 특성들의 상호 작용
⑤ 문화 경관을 변모시키는 지역들의 상호 관계

twists and turns 우여곡절

구조 분석

fate 운명

	

■ The town square thus provides a bounded, oriented

reassure 안심시키다

space [within which the affairs of the town are
brought into focus], [in which particular buildings
and activities take on a certain character and identity],
[in which individual persons are able to take on the
role of citizens]; ~.
세 개의 [ ]는 a bounded, oriented space를 수식하는 관

outcome 결과, 성과
motive 동기
Word Search
| 정답 |

1. trait 2. inference 3. minimize

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characteristically 특징상, 특징적으로

Exercise 8

정답

③

reside 존재하다, 살다
establish 성립하다, 확립하다

소 재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 작용으로 구성되는 장소
해 석

장소라는 개념은 그 특징상 사물이 존재하고, 사물 간의 관계가 성
립될 수 있는 열린 영역의 개념이다. 한 도시 안의 어떤 장소나 광장
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작동하는 장소에 대한 생각이 이것의 훌륭한
예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러한 장소는 그 자체로 그 안에 있는 요소
들의 상호 관계를 통해 구성된다. 따라서 도시의 광장은 그 도시의
일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특정한 건물과 활동이 특정한 성격과 정체
성을 띠며, 개개인이 시민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한정되고 방향성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 장소의 성격은 그 자체로 그 안에
서 무엇에 초점이 맞추어지느냐에 좌우된다. 도시의 더 큰 지역 전
체를 생각해 보면, 그 도시 내의 많은 특정한 장소들의 성격도 이와

square 광장, 정사각형
neat 훌륭한, 단정한
constitute 구성하다, 이루다
interrelation 상호 관계
element 요소
bounded 한정된
oriented 방향성이 있는
affair 일, 용건
take on (성격 등을) 띠다, (역할 등을) 맡다
entire 전체의
exhibit 보여 주다, 나타내다
Word Search
| 정답 |

1. constitute 2. interrelation 3. exhibit
01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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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Exercise 9

정답

④

소 재

법학의 탄력성
해 석

미국 상황에서, Jack Balkin은 해석과 관련된 다른 학문 분야의
주장에 직면할 때 법학의 탄력성을 설명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는
(Posner와 같은) 초기 저술가들에게 동조하면서, 법학은 본질적으
로 학문 분야로서 취약하다고 주장한다. 법학은 다른 학문 분야의

academic 학문의, 학문적인
be susceptible to ~에 영향을 받기 쉽다, ~에 민감하다
invasion 침범, 침입
sociology 사회학
literary 문학의
professional 직업적인, 직업의, 전문적인
methodology 방법론
demand 요구, 수요
entirely 완전히
absorb 흡수하다

침범에 매우 영향받기 쉽다. 사회학이 그러한 침략자 중 하나이기
는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법학을 침범하는 데 가장 성공한 학문 분
야는 경제학, 역사학, 철학, 정치 이론 및 문학 이론이었다. Balkin이

Word Search
| 정답 |

1. echo 2. methodology 3. absorb

주장하기를, 법학이 매우 쉽게 침범되는 이유는 그것이 ‘학문적인 분
야라기보다는 직업적인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술 중심의 전
문직이며, 법률 교육은 직업 교육의 한 형태이다.’ 법학은 ‘그 자체만
의 방법론’이 없다. 그것은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학문 분야
로부터도 그것을 차용한다. 다른 한편으로, 법학은 법률 실무의 직업
적인 요구로부터 결코 멀지 않은 환경에서 연구되고 교육되기 때문
에, 어떤 다른 학문 분야에도 완전히 흡수될 수는 없다. 법학의 직업
적인 초점이 순수하게 지적인 초점의 결핍을 보완한다.
문제 해설

법학은 학문 분야로서 취약하고 다른 학문 분야의 침범에 매우
영향받기 쉽지만, 그것의 직업적인 초점으로 인해 다른 학문 분
야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순수하게 지적인 초점이 결핍된 것
을 보완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순수하게 지적인 초점의 결핍을 보완한다’이다.
① 법률 교육의 필요성을 약화시킨다
② 다른 학문 분야의 성공을 위한 길을 닦는다
③ 다른 학문 분야의 결점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⑤ 더 학문적인 접근법으로 다른 학문 분야를 침범한다
구조 분석

Exercise 10

정답

①

소 재

새로운 팬 만들기
해 석

여러분이 스포츠 경기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게 되더라도, 그것
이 여러분이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 가끔 팬이 아닌 사람을 초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앉아 경기를 보
도록 하라. 어쩌면 여러분은 팬이 아닌 사람에게 그 스포츠 경기의
배경지식이나 그것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 가르치려고 노력할 수
있다.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들이 아주 싫어
하는 것 중 하나를 막 건드리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팬이
아닌 사람이 스포츠 경기에 대해 배우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만두
라. 하지만 여러분은 그 사람의 반응에 놀랄지도 모른다. 만약 이것
이 여러분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면, 상황을 반전시키고
여러분의 중요한 상대에게 여러분이 정말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
어 한다는 것을 보여 줄 기회가 여기에 있다.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
면 그 사람을 설득하여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며,

[that law is inherently weak as an academic field].
첫 번째 [ ]는 He가 의미상의 주어인 분사구문이고, 두 번
째 [ ]는 argue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그리고 오후나 저녁에 얼마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큰 성과

	

■ He argues, [echoing earlier writers (such as Posner)],

어휘 및 어구

interpretive 해석과 관련된, 해석상의
claim 주장, 요구
discipline 학문 분야, 규율
echo 동조하다, 공감하다, 반향하다
inherently 본질적으로

8

가 아니겠는가(그 경기 결과 자체와 상관없이!). 만약 여러분이 그녀
에게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보여 줄 수 있고, 경기의 더 기본적인 몇
개의 규칙, 그리고 그 경기 이면에 있는 이야기를 설명해 줄 수 있다
면, 팬이 아닌 사람은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새로운 팬은 항상 생긴
다. 그래서 항상 희망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문제와 계속 싸운다
면, 부디 그것을 강요하지 않길 바란다.
문제 해설

팬이 아닌 사람과 스포츠 경기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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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경기를 보며 그 경
기의 기본적인 규칙과 이면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면, 그 사람이
새로운 팬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
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새로운 팬은 항상 생긴다’이다.
② 여러분의 팬이 아닌 사람은 항상 경기에서 승리한다
③ 여러분의 팀은 경기를 더 잘하기 시작할 것이다
④ 모든 팬은 자신의 팀이 승리를 거두기를 바란다
⑤ 여러분은 스포츠 경기 규칙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 [If you can show her {what to look for}, explain {some

of the more basic rules of the game and the story
behind it}], your non-fan may come around.
[ ]는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첫 번째 { }는
show의 직접목적어이고, 두 번째 { }는 explain의 목적어
이다.
어휘 및 어구

각을 약화시킨다. 문제를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즉, (정치적) 사회는 법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만약 사회의 통일성이
해체된다면, 사회 현상으로서 법의 그것[통일성]도 역시 그렇게 된다.
문제 해설

사회는 법 체제의 관할권 범위에 의해 경계가 크게 정해지지만,
이것은 법이 사회의 산물이라는 생각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반
대의 생각(사회가 법의 산물)도 있겠으나 법은 사회 현상으로서
사회의 영향을 받으므로, 결국 법과 사회는 서로를 규정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법과 사회는 거의 상호 규정적이다’이다.
① 법의 사회적 가치는 끊임없이 변한다
③ 법을 통한 사회 통합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④ 법과 사회 사이의 격차는 점차 확대된다
⑤ 법과 사회는 근본적으로 사회 규범을 규정한다
구조 분석

work through ~을 해결하다

■ This, however, undermines the idea [that law is in

conflict 갈등, 마찰

some sense a product or expression of society].
[ ]는 the idea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절이다.

every once in a while 가끔
background 배경지식
back off 그만두다

어휘 및 어구

patience 인내심

composite 복합적인, 혼합의

win over ~을 설득하다

nation state 민족 국가

outcome 성과, 결과

in the shadow of ~의 영향 아래

come around 마음[생각]을 바꾸다

territorially 영토로, 지역적으로

triumph 승리를 거두다, 이기다

arena 무대, 경기장
regulate 통제[규제]하다

Word Search
| 정답 |

러나 이것은 법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의 산물이나 표출이라는 생

틀리기 쉬운 유형편

구조 분석

로 사회는 법 체제의 관할권 범위에 의해 경계가 크게 정해진다. 그

1. conflict 2. patience 3. outcome

significantly 크게, 상당히
undermine 약화시키다
the other way around 반대로, 거꾸로
unity 통일성

Exercise 11

정답

②

소 재

법과 사회의 상호 규정적 관계

fragment 해체하다
mutually 상호(적으로)
Word Search
| 정답 |

1. arena 2. undermine 3. unity

해 석

법에 관한 현대적인 개념과 사회에 관한 현대적인 사회학적 개념은
18세기 후반의 혁명기에 완전히 실현된 민족 국가의 복합적인 개념
에 공통된 기원을 두고 있다. 이런 개념의 영향 아래, 법과 사회는 거

Exercise 12

정답

②

의 상호 규정적이다. 사회는 여러 가지 정의적인 목적상 ‘정치적’ 사
회이다. 즉, 특정한 정치 체제(예를 들어, 영국 사회, 프랑스 사회)에
의해 통제되는, 영토로 규정된 사회적 상호 작용의 무대이다. 그러므

소 재

공간이 의미 있는 장소가 되는 과정
01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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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accommodation 숙소

해 석

여러분이 특정한 공간으로 이사한 첫 번째 순간을 상기해 보라. 대

be confronted with ~을 마주하다

학 숙소에 있는 방이 좋은 예이다. 여러분은 바닥 공간과 일정량의

common 공통된, 흔한

공기가 있는 특정한 장소를 마주하게 된다. 그 방에는 침대, 책상, 일

complex (건물) 단지

련의 서랍장과 옷장 같은 몇 가지 가장 기본적인 가구들이 있을지도

unique 특별한, 유일한

모른다. 이런 것들은 그 (숙소) 단지 내 모든 방에 공통된 것이다. 그

provision 제공

것들은 특별한 것이 아니며 학생 생활의 특정 필수품 제공이라는 것

bare essentials 기본 필수품

외에는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기본 필수품에도 역사가

inspection 살펴봄, 조사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전 주인이 수업 시간 사이 한가한 순간에

inscribe 새기다

책상 위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는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다. 저기

idle 한가한, 태만한

카펫에는 누군가가 커피를 조금 쏟아 놓은 얼룩이 보인다. 벽에는

stain 얼룩, 오점

페인트 일부가 벗겨져 있다. 아마도 누군가가 포스터를 붙이기 위해

spill 쏟다 (-spilt - spilt)

퍼티를 사용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과거에 거주한 흔적이 나타난

haunting 나타남, 출몰

것이다. 이 익명의 공간에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inhabitation 거주

어떤 의미가 있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가? 흔한 전략은 그

possession 소유물, 소지품

공간이 여러분에 관한 어떤 말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은 자

rearrange 재배치하다

신의 소유물을 추가하고, 공간의 한도 내에서 가구를 재배치하고, 벽
에 자신이 가진 포스터를 붙이고, 책상에 몇 권의 책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배치한다. 이렇게 해서 공간은 장소로 바뀐다. 여러분의 장

Word Search
| 정답 |

1. accommodation 2. inscribe 3. stain

소로.
문제 해설

처음에는 의미가 없던 어떤 공간이 자신의 소유물을 배치함으
로써 점차 자신에 대해 말해주는 장소로 바뀐다는 내용의 글이
다. 그러므로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던 공간이 여러분에 대한 것을 말해
주는 장소로 바뀐다.’이다.
① 여러분만 소유했던 공간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 바뀐다.
③ 여러분의 역사가 담긴 공간이 다른 사람들의 역사로 가득한
장소로 바뀐다.
④ 모든 기본 필수품이 구비된 공간이 여러분을 방해하는 장소
로 바뀐다.
⑤ 여러분에 의해 잘 정리된 공간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엉망
이 될 수 있는 장소로 바뀐다.
구조 분석
	

■ They [are not unique] and [mean nothing to you

beyond {the provision of certain necessities of
student life}].
두 개의 [ ]가 and로 연결되어 They에 이어진다. { }는 전
치사 beyon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이다.
어휘 및 어구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수능특강을 공부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지문·자료·문항 분석력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cast one’s mind back to (이전의 일을) 상기하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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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1

1②
7③

02
2④
8①

강

본문 18~29쪽

3②
9②

4②
10 ①

5③
11 ⑤

6④
12 ①

{the monetary benefit <transferred to the distant
producer> is converted into immediate benefits for the
consumer}].
[ ]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며 두 개의 { }가 and로 연
결되어 있다. < >는 the monetary benefit을 수식하는 분
사구이다.

Exercise 1

정답

②

어휘 및 어구

assume 가정하다

윤리적 소비의 동기가 되는 위신
해 석

전통적인 경제 모델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
을 목표로 하며 선택을 한다고 흔히 가정한다.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반드시 최소한의 돈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
려 그것은 그 소비를 지켜보는 다른 이들의 감탄을 통해 얻어지는
위신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한 견해의 한 예는
Miller의 ‘쇼핑의 변증법’에서 찾을 수 있다. Miller는 쇼핑이 흔히
돈을 절약하는 것과 윤리적인 결정 사이에서 본질적인 모순을 초래
한다고 주장한다. 돈을 절약하는 것은 쇼핑객이나 가까운 가족에게
이득이 된다. 반대로, 더 비싸지만, 윤리적으로 생산된 물품을 사는
것과 같은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동안, 그 이득은 멀리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양된다. 이 모순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은 사회적
으로 책임 있는 과시적 소비를 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maximise 극대화하다, 최대화하다

틀리기 쉬운 유형편

소 재

prestige 위신, 명성
admiration 감탄, 존경
innate 본질적인, 타고난
contradiction 모순
ethical 윤리적인
immediate 가까운, 직접적인
conversely 반대로
transfer 이양하다, 넘겨주다
motive 동기
compensate for ~을 보상하다
monetary 금전(상)의
convert 전환하다
Word Search
| 정답 |

1. conversely 2. contradiction 3. admiration

과시적 소비를 할 때, 위신, 더 나은 건강에 대한 전망, 또는 취향과
같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동기가 지불된 더 높은 가격을
보상한다. 따라서, 더 높은 가격은 소비자가 가격 이외의 측면에서의
이익을 얻고, 멀리 있는 생산자에게 이양된 금전적 이득이 소비자를
위한 직접적인 이득으로 전환되므로 정당화된다.
문제 해설

사람들은 위신을 통한 자기만족의 극대화를 위해 경제적 선택
을 할 수 있고 이는 윤리적 소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과시할 수 있는 윤리적 소비를 함으로써 위신, 건강, 또는 취향
과 같은 자신을 위한 이득을 얻게 되므로 더 높은 가격을 지불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② ‘정당
한’이 가장 적절하다.
① 변동을 거듭하는
③ 부적절한
④ 방지할 수 있는
⑤ 무익한
구조 분석

Exercise 2

정답

④

소 재

다른 감각들을 관여시키는 그림
해 석

그림은 인지를 생리 기능에 연결하고 다른 감각들을 관여시킴으로
써 가치를 더할 수 있다. 좋은 그림은 초기의 ‘눈맞춤’ 단계부터 계속
그림을 보는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서 이후 함께 작용하기 시작
하여 그림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다른 감각들을 끌어들인다. 좋
은 지도는 여러분이 그 이미지를 만지고, 상호 관계를 찾고, 옆에 있
는 사람에게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게 만든다. 런던에 가 본 적이 있
다면, 여러분은 지하철 지도가 정말로 얼마나 촉각적인지 기억할 수
도 있을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끌어 손가락으로 여러분의
경로를 따라가고,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여행 동료들과 공유
하고, 추가적인 표시, 메모, 그리고 낙서로 그것에 주석을 달도록 한

price advantages are gained by the consumer}, and

다. 최근의 연구는 낙서조차도 어떻게 회상과 관여를 도울 수 있는

	

■ Thus, the higher price becomes justifiable [as {non-

02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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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지를 보여 주었다. 전 G.M. 부회장 Bob Lutz가 말한 것처럼, ‘나는
40년 전의 여러 회의에서 했던 오래된 스케치를 보고 방, 테이블, 목

perspective 시각, 관점

소리들이 갑작스럽게 생각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일단 여러분이

addition 추가문, 덧붙인 것

지도, 그림 또는 심지어 빈 종이에 물리적으로 추가를 하고 나면, 여

reminder (생각나게 하는) 메모, 신호

러분은 그것과 더 강력한 정신적, 육체적 관계를 맺게 된다. 그리고

involvement 관여, 참여

이것이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쇼핑 리스트

blank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백지의

를 작성하지만 그것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릴 때처럼, 메모장에 물

in turn 결과적으로

건의 이름을 휘갈겨 쓴 것에 대한 ‘근육 기억’이 여러분이 필요로 했
던 것을 생각해 내도록 도와준다.

companion 동료, 동행

Word Search
| 정답 |

1. blank 2. route 3. physiology

문제 해설

지도, 그림, 혹은 빈 종이에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추가하게 되
면 그것과 더 강력한 정신적, 육체적 관계를 맺게 되고, 이것이
기억을 돕는다고 했으므로, 쇼핑 리스트를 잊어버리고 가져가
지 않아도 그것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근육 기억이 필요
로 했던 것을 생각해 내도록 도와줄 것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④ ‘메모장에 물건의 이름을 휘갈겨 쓴 것에 대한 ‘근육 기억’’이
가장 적절하다.
① 그림으로 제시된 전략적 기밀 기록
② 쇼핑 동료들과의 ‘의사소통’
③ ‘그림’ 대 ‘텍스트’의 회상 차이
⑤ 시장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Exercise 3

정답

②

소 재

미루기의 필수 요소인 지연의 조건
해 석

지연은 미루기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것은 미루는 사람은 자신이
이전에 하려고 했던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그 일을 완료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을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의미한다. 어떤 일을 ‘결코’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이 결정이

구조 분석

아무리 비이성적이거나 자멸적이라 하더라도, 미루기가 아니다. 또
한 어떤 일을 지연시키는 것은 예정된 시간에서 벗어나는 것과 구별

how tactile the Tube map is]: it invites you [to
trace your route with your finger], [to share your
perspective on it with your travelling companions], [to
annotate it with additions, reminders and doodles].
첫 번째 [ ]는 recall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인데, 그
안에는 「how +형용사+주어+동사」의 감탄문의 형식이 사
용되었다. 나머지 세 개의 [ ]는 「invite +목적어+ to부정사
(~의 마음을 끌어 …하게 하다)」 구문을 이루는 to부정사구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 일정과 마감 시간은 우리의 시간

이다.

로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면 미루고 있다고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 If you’ve ever been in London, you may recall [just

어휘 및 어구

cognition 인지
physiology 생리 (기능)
engage 관여시키다
onwards (특정 시간부터) 계속
draw in ~을 끌어들이다
interrelationship 상호 관계, 연관성
the Tube 런던의 지하철
trace (무엇의 형체·윤곽을) 따라가다
route 경로, 길

12

적 계획을 명백하게 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우리의 계획
이 다소 모호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
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행동이 지연으로 간주되려면, 그것은 계획에
서 크게 벗어나야 하며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무언가를 실제로 하려
는 계획을 개인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에베레스
트산을 오르고 싶은 강한 욕망이 있지만, 그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공상하는 것에서 계획하는 것으
문제 해설

어떤 행동이 지연으로 간주되려면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무언
가를 실제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에베레스트산을 오르려는 생각만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어
떠한 계획도 없다면 미루기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빈칸
에는 ② ‘공상하는 것에서 계획하는 것으로 결코 움직이지 않는
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안전보다 위험을 진정으로 선호하지 않는다
③ 다른 일들을 먼저 하기 위해 등반을 연기한다
④ 그 일을 한 결과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다

EBS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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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환경이 바뀔 때조차도 자신의 계획을 고수한다

어들면서, 행동의 미묘한 차이와 미세한 몸짓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지게 되었다. 이제는 궁정의 신하인 이전의 기사들은 하위 계급의

구조 분석

사람들, 특히 부르주아에 대한 경멸을 유지했다. 전자가 점차 빈곤해

	

■ Someone [who {had a strong desire to climb Mt.

Everest} but {never did anything to advance that
goal}] would not count as procrastinating, if she
never moved from fantasizing to planning.
주절과 조건절에 각각 「조동사의 과거형(would)+동사원형
(count)」과 동사의 과거형(moved)이 사용된 가정법 과거 문

부터의 경쟁에 직면한 궁정의 신하들은 과거처럼 공공연한 폭력에
의지할 수 없었다. 대신에, 그들의 두려움은 무엇이든 상스러움을 연
상시키는 ‘부르주아 냄새가 나는’ 것에 대한 혐오와 더불어 일반적인
반감으로 나타났다. 궁정의 신하들은 대신에 아래에서 오는 불쾌한
압력으로부터 뚜렷이 구별되는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말,
몸짓, 그리고 사회적 여흥들을 수정하며 예절을 가지고 경쟁했다.
문제 해설

어휘 및 어구

귀족 계급과 부르주아 계급의 현저한 차이가 줄어든 대신 행동
의 미묘한 차이와 미세한 몸짓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게 되었
고, 그에 따라 이제는 폭력에 의존할 수 없게 된 귀족 계급이
부르주아 계급과의 차별성을 위해 자신들의 예절을 수정함으
로써 경쟁했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② ‘예절 세련화의 점진
적 강화’가 가장 적절하다.
① 물질적 부의 적극적인 추구
③ 사회 계급 통합의 증가
④ 예절의 다양성에 대한 공공연한 찬양
⑤ 좋은 행동을 위한 구식 규칙에의 의존

delay (결정·행동 등의) 지연; 지연시키다
component (구성) 요소
procrastination (해야 하는 것의) 미루기, 꾸물거림
give up on ~을 포기하다
complete 완료하다, 끝내다
irrational 비이성적인
self-defeating 자멸적인
distinguish ~ from ... ~을 …과 구별하다
depart from ~에서 벗어나다
explicit 명백한, 분명한
specific 구체적인, 명확한

구조 분석

temporal 시간의, 시간의 제약을 받는

■ Courtiers competed instead by means of manners,
	

vague 모호한, 애매한

[modifying their speech, gestures and social
amusements {to maintain a distinctive distance from
the unpleasant pressure from below}].
[ ]는 주어의 부수적인 동작을 표현하는 분사구문이며 { }
는 목적(~하기 위해서)의 의미를 나타내는 to부정사구이다.

count 간주되다, 여겨지다
advance 추진하다
Word Search
| 정답 |

궁정의 신하들과 부르주아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부르주아로

틀리기 쉬운 유형편

장으로 가능성이 적은 일에 대한 조건과 결과를 표현하고 있
다. [ ]는 관계절로 Someone을 수식하며, 그 안에서 두 개
의 술부 { }가 but으로 연결되어 있다.

지고 부상하고 있는 부르주아가 더 부유해지고 더 강력해짐에 따라

1. advance 2. explicit 3. count

어휘 및 어구

overt 공공연한

Exercise 4

정답

②

소 재

계급 구별의 수단이 된 예절
해 석

court 궁정, 궁중
interdependency 상호 의존(성)
differentiate 분화하다
integration 통합
contrast 현저한 차이
noble 귀족의

공공연한 폭력이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집단 간 경쟁은 다른 경로

bourgeois 부르주아의, 중산 계급의

를 통해 진행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절 세련화의 점진적 강화

diminish 줄어들다

로 이루어져 있었다. 궁정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상호 의존의 사

sensitivity 민감도

슬이 더 분화됨에 따라 자제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다. 통합이 증

nuance 미묘한 차이, 뉘앙스

가함에 따라, 귀족 계급과 부르주아 계급 사이의 현저한 차이가 줄

minute 미세한
02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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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former 이전의

문제 해설

knight (중세의) 기사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독창성을 발견하게 되고, 아이들은 새
로운 놀거리를 만들어 내는 내면의 능력이 자극받게 되며, 더
잘 생각하고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므로, 빈칸
에는 ③ ‘마음이 창의적인 천재성을 발달시킨다’가 가장 적절
하다.
① 우리가 약점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②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에 집중한다
④ 뇌가 자신의 감각 감시를 늦춘다
⑤ 우리 자신을 알게 될 기회가 더 많아진다

contempt 경멸
rank 계급, 계층
tension 긴장
impoverished 빈곤한
resort to ~에 의지하다
manifest 나타내다, 드러내 보이다
disgust 혐오(감)
amusement 여흥, 오락
distinctive 뚜렷이 구별되는

구조 분석

Word Search
| 정답 |

	

■ One interesting phenomenon [that takes place in

1. contrast 2. rank 3. contempt

때문에 자연히 예절의 산실이 되었다. 독일 출신의 사회학자 엘리아스는 프랑스

connection with the practice of silence] is [that the
mind evolves creative genius].
첫 번째 [ ]는 One interesting phenomenon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며, 두 번째 [ ]는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루이 14세 절대 왕정 아래의 궁정 사회, 곧 당시 베르사유 궁정에 모여들던 각

이다.

Tips
court(궁정): 궁정은 군주를 중심으로 까다로운 예법들이 퍼져나갔던 곳이기

지역 귀족들 간의 예절 관계가 지니는 정치적인 의미에 주목했다. 그는 궁정 귀
족 사회의 예절과 문물이 귀족들이 궁정에 끌어들인 신흥 부르주아를 통해 사회

어휘 및 어구

phenomenon 현상 (pl . phenomena)

전반으로 퍼져 결국엔 대중들에게 파급되는 과정을 문명화 과정이라 불렀다.

in connection with ~과 관련하여
intense 격렬한
diversion 오락, 머리를 식히기 위해 하는 활동
pastime 취미, 기분 전환
be thrown on one’s own resources 자기 힘으로 타개하지 않으

Exercise 5

정답

③

소 재

고요의 실천으로 발달하는 창의성
해 석

면 안 될 처지가 되다

peculiar 특별한, 독특한
inherent 내재하는
reserve 비축된 힘, 비축물
originality 독창성, 창의
occupied with ~에 몰두하고 있는

고요의 실천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은 마음이

artificial 인공의, 인위적인

창의적인 천재성을 발달시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취미와

quicken 자극하다, 활기차게 하다

즐거움을 위해 격렬한 활동과 외부의 오락에 익숙한 사람이 갑자기

faculty 능력

자신의 내면의 힘으로 타개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될 때, 만약 그

be weighted down 내리눌리다

가 그것에 의해 좌절되지 않는다면, 그의 마음은 특별한 반응을 보

objective 목표, 목적

일 것이고 그는 자신의 내재하는 비축된 힘과 독창성을 발견할 것이
다. 이것은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해서도 사실이다. 만약 우리가 계속
그들의 마음을 인공 장난감과 시끄러운 게임에 완전히 몰두하게 하

Word Search
| 정답 |

1. artificial 2. faculty 3. pastime

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노력하여 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낼
것이고, 내면의 능력에 대한 이러한 자극이 진정한 교육의 골자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물질로 내리눌리지 않을 때 더 잘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의 눈이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될 때 더 분명하게 보는
데, 이 목적을 위해 고요의 실천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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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6

정답

④

어휘 및 어구

take advantage of ~을 활용하다
소 재

디지털 콘텐츠의 무분별한 소비를 유도하는 업계의 관행
해 석

오늘날 세계에 있는 데이터의 90퍼센트는 오로지 지난 2년간 생
성되었지만, 이러한 혁명이 제시하는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는 대신
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콘텐츠를 거의 무분별하

실을 지적했다. 오늘날의 앱과 웹사이트는 우리가 화면 앞에서 보내
는 시간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주의
를 붙잡는 회사들이 이윤을 잔뜩 얻는다. Harris는 ‘관심 경제’에 대
한 우리의 본능적 반응을 ‘뇌간 맨 아래로의 경주’라고 불렀다. 그는
The Atlantic에 “디지털 사용에 있어서 자기 통제를 발휘하는 것
은 나의 책임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책
임이 무엇이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는 일인 수많은 사람이 스

former 전직의, 전자의
practice 관행, 관례
glue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다, (접착제로) 붙이다
engineer 설계하다, (일을) 꾀하다
maximise 극대화하다, 최대한 활용하다
seize 붙잡다, 장악하다
shower ~ with ... ~에게 …을 잔뜩 주다
exert 발휘하다, 행사하다
acknowledge 인정하다
maintain 유지하다
Word Search
| 정답 |

1. engineer 2. exert 3. maintain

Tips
•attention economy(관심 경제): 인간의 주의력을 희소한 상품이자 자


크린 반대편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consume 소비하다, 소모하다

틀리기 쉬운 유형편

게 소비한다. 전직 Google 디자인 윤리학자 Tristan Harris는 앱
설계 관행이 우리가 전화기에 붙어서 떨어지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

mindlessly 무분별하게, 부주의하게

자신이 전화기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실제로는

원으로 보고 주목과 관심을 받는 것을 기업의 생존이나 수익 창출, 나아가서
사회생활 전반에서 핵심적인 변수로 보는 경제학적 접근법이다.

•brainstem(뇌간): 줄기 모양의 뇌 구조로 대뇌, 소뇌와 기타 신체 부위를


그것에 의해 통제당하고 있다.
문제 해설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이윤을 늘리기 위해 긴
시간 동안 콘텐츠를 소비하도록 우리의 주의를 붙잡는 앱이
나 웹사이트를 설계하고, 그것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기 통
제를 발휘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콘텐츠를 소비하도록 유발
한다는 내용이므로, 밑줄 친 a ‘race to the bottom of the
brainstem’이 의미하는 바로는 ④ ‘사람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도록 조종하는 노력’이 가장 적절하다.
① 사용자 자율성이 향상된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개발
② 디지털 자기 통제 발휘 방법에 관한 대중 교육
③ 소비자 요구 이해에 뇌 과학 적용
⑤ 온라인 소비자들의 인지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도
구조 분석

연결하므로 많은 정보가 지나가는 부위이며, 주요 감각 및 운동 신경의 회로,
소뇌와 연결된 회로, 뇌 신경 회로가 뇌간을 통과한다.

Exercise 7

정답

③

소 재

동물과 대비되는 인간 언어의 분리적 속성
해 석

언어는 하나의 종으로서 우리의 본질적인 의미를 규정하는 특성 중
하나이지만, 아마도 우리는 다른 장소에서, 심지어 바로 옆집에서 골

self-control when it comes to digital usage] but that’s
not acknowledging [that there’s a thousand people
on the other side of the screen {whose job is to break
down whatever responsibility I can maintain}]’.
첫 번째 [ ]는 say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두 번
째 [ ]는 acknowledging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며, 그 안에 있는 { }는 a thousand people을 수식하는 관
계절인데,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쓰였다.

로 의사소통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유일한 동물이다. 때로는 심지어



라낸 두 개체가 거의 마치 그들이 두 개의 다른 생물 종인 것처럼 서

	

■ ‘You could say [that it’s my responsibility to exert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서로를 혼동할 수 있다. 내가 아는
한 어린 영국 소년은 미국을 여행하고 있을 때 그가 말하고 있는 것
을 우연히 듣게 된 어떤 사람으로부터 “너의 억양으로 미루어 보니
너는 유럽 어딘가에서 왔구나.”라는 말을 들었다. 우리의 언어적 분
리에 비해, 여러분이 무리로부터 고릴라 한 마리를 데려와, 고릴라가
발견되는 곳 어디든지 그곳에 있는 다른 어느 무리에 두면, 그 고릴
라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이다. 아마도 영역을 두고 싸움이 있거
02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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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나, 누가 다른 누구에 비해 우위를 차지할지를 확고히 하는 시도들

Exercise 8

정답

①

이 있겠지만, 대개 삶은 일상적일 것이다. 새로 온 고릴라는 모든 고
소 재

릴라가 소통하는 것처럼 소통할 것이며, 고릴라들이 싸우는 것처럼
싸울 것이며, 같은 종류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같은 종류의 먹이를

침팬지의 생활사 및 행동 연구

먹을 것이다.
문제 해설

비록 언어가 인간의 본질적인 의미를 규정하는 특성 중 하나이
지만, 심지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억양의 차이 때
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도 있는 데 반해, 고릴라와 같
은 동물은 다른 장소에서 데려왔다 할지라도 서로 간 의사소통
의 어려움이 없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③ ‘분리’이다.
① 편견
② 격식
④ 창의성
⑤ 동화
구조 분석

해 석

침팬지의 복잡한 생활사와 사회적 행동을 실제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시간이 필요하다. 침팬지는 다른 대형 유인원(보노보, 고
릴라, 오랑우탄, 그리고 인간)처럼 매우 천천히 성체가 되는데, 어린
새끼는 보통 다음 새끼가 태어나는 약 다섯 살까지 계속 어미의 보
금자리를 함께 쓰고 등을 타고 다니며 (덜 빈번할지라도) 젖을 먹는
데, 그런 다음에도 계속 어미와 정서적으로 결속되어, 몇 년 동안 어
미와 함께 돌아다니고, 평생에 걸쳐 지속될지도 모르는 가족 유대를
강화한다. 암컷은 10에서 13세가 될 때까지는 자기의 첫 새끼를 낳
지 않으며, 인간 및 다른 대형 유인원처럼 임신 기간이 길다(침팬지
의 경우 약 8개월). 그리고 출산 사이에 평균 5년의 간격이 있다. 침
팬지는 야생에서 50살 넘게 (그리고 감금[우리에서의 사육] 상태에
서는 70살까지) 살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긴 수명 및 각 개체가 자
기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의 결과로, 침팬지에 관

confuse one another: a young English boy I know,
[travelling in America], was told by someone [who
overheard him speaking], “I can tell from your
accent that you’re from somewhere in Europe.”
첫 번째 [ ]는 a young English boy I know의 부수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두 번째 [ ]는 someone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며, overheard가 지각동사이므로 목적격
보어로 현재분사 speaking이 사용되었다.

한 어떤 가치 있는 행동 연구이든 장기적이어야 하며 개체의 생활사

	

■ Sometimes, even speakers of the same language can

defining 본질적인 의미를 규정하는
trait 특성, 특색
confuse 혼동하다
overhear (남의 대화 등을) 우연히 듣다
accent 억양
linguistic 언어의
troop 무리, 부대
territory 영역
establish 확고히 하다, 설정하다
dominant 우위를 차지하는, 지배적인
routine 일상적인
nest 보금자리, 둥지
Word Search
| 정답 |

1. troop 2. territory 3. dominant

문제 해설

침팬지는 성장 기간, 수명 등이 길고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으
므로 침팬지 행동 연구는 장기적이어야 하고 개체의 생활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빈칸에는 ① ‘시간’이 가
장 적절하다.
② 감정 이입
③ 네트워크 형성
④ 단순화
⑤ 범주화
구조 분석

■ Chimpanzees, like the other great apes (bonobos,
	

어휘 및 어구

에 집중해야 한다.

gorillas, orangutans, and humans), mature very
slowly — infants continue to share their mother’s nest,
ride her back, and suckle (though less frequently)
until about five years old when the next offspring is
often born, and even then they remain emotionally
connected to their mother, [traveling with her for
several years], [strengthening family bonds {that may
persist throughout life}].
첫 번째와 두 번째 [ ]는 주어 they의 부수적인 상황을 나타
내는 분사구문이고, { }는 family bonds를 수식하는 관계
절이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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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어구

문제 해설

life cycle 생활사(생물이 개체 발육 초기 단계에서 성체를 거쳐 자연사
하기까지 연속되는 일련의 변화), 생활 주기

great ape 대형 유인원
mature 성체가 되다, 성숙하다
infant 어린 새끼, 유아
offspring (동식물의) 새끼, 자식
emotionally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strengthen 강화하다

구조 분석

persist 지속되다, 끈질기게 계속하다

■ [Children {who have been neglected and not allowed
	

female 암컷, 여성

social contact}] don’t just grow up [ignorant of the
world]; their brain development is often delayed or
impaired.
세미콜론(;) 앞의 절에서 첫 번째 [ ]는 주어이다. { }는
Children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 ]는 주어의 상

interval 간격, 차이
average 평균이 ~이다
captivity 감금 (상태)
Word Search
| 정답 |

1. infant 2. interval 3. captivity

틀리기 쉬운 유형편

bond 유대

컴퓨터가 네트워크화되어 역량이 훨씬 좋아졌듯이, 인간의 두
뇌도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대로 발달하고 역량이 크
게 강화되고 건강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빈칸에는
② ‘인간의 두뇌’가 가장 적절하다.
① 사회 계층
③ 인공 지능
④ 정보 처리
⑤ 전 세계 기반 시설

태를 설명하는 형용사구이다.
어휘 및 어구

explosive 폭발적인, 폭발의
metaphor 비유
mobile computer 모바일 컴퓨터(무선 인터넷 기능 등을 갖춘 휴대형

Exercise 9

정답

②

소 재

네트워크 속 인간 두뇌의 역량
해 석

지난 25년 동안 컴퓨터는 많이 바뀌었다. 컴퓨터 네트워크는 1990
년대에는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다. 인터넷의 폭발적 성장 및 연결
기기의 확산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인간의
두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훨씬 더 좋은 비유를 제공했다. 네트

컴퓨터)

processing power (자료) 처리 능력
think over ~을 심사숙고하다
vital 필수적인, 지극히 중요한
neglect (돌보지 않고) 방치하다, 등한시하다
delay 지연하다, 미루다
impair 손상하다, 악화시키다
Word Search
| 정답 |

1. delay 2. impair 3. vital

워크로 연결된 모바일 컴퓨터는 1990년대의 탁상용 컴퓨터보다 훨
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그것이 데이터를 더 잘 저장하
고 다루기 때문만이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데이터, 프로그램,
그리고 처리 능력을 공유하는 그것의 역량이다. 오늘날 컴퓨터의 연
결성은 인간 두개골 안의 컴퓨터도 자체 능력의 대부분이 네트워크
에 속해 있는, 즉 하나의 ‘우리’의 일부인, 그것의 역량 덕택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깨닫는 데 도움이 되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
들에게 배운다. 우리는 머리를 함께 맞대고 일을 심사숙고한다. 우리

Exercise 10

정답

①

소 재

추상적 사고
해 석

는 우리의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의 고통을 느낀다. 연결성은 우리의

의미 탐구가 만들어 내는 한 가지 장점은 ‘추상적으로 사고하기’이

정신 건강에 필수적이다. (이제까지) 방치되고 사회적 접촉이 허락

다. 사람들은 흔히 추상 작용을 의미를 벗겨 내는 것으로 생각한다.

되지 않은 아이들은 단지 세상에 관해 무지한 채로 성장하는 것만이

그러나 사실 추상 작용은 정반대의 일을 하는데, 그것은 의미를 풍

아니라, 흔히 그들의 두뇌 발달이 지연되거나 손상된다.

부하게 한다. 두 사물이 유사한 구조나 행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02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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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아는 경우, 그때는 그 유사성이 여러분에게 전에는 거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의미인 연관성을 만들어 낸다. Henri Poincaré가 “수

Exercise 11

⑤

소 재

학은 서로 다른 것들에 같은 이름을 부여하는 예술이다.”라고 말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 말에 한 시인이 “시는 같은 것에게 서로 다

정답

핵심 메시지 우선의 구두 발표법

른 이름들을 부여하는 예술이다.”라고 재치 있게 말했다.) 여러분이

해 석

여태까지 개를 한 마리만 보았다면, 개란 독일산 셰퍼드인 것이 틀
림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여러분이 여러 마리를 보고 나면, ‘개’

여러분이 구두 발표를 할 때, 핵심 메시지 우선 접근법은 시간상의

의 의미가 여러분이 인식했던 것보다 더 풍부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이점을 주는데, 핵심 메시지로 시작하면, 시간이 다 되어 갈 때도 청

시작한다. 추상 작용은 여러분이 한 무리의 사례를 들어 가령 ‘개의

중은 여러분이 그들이 가지고 가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갈 가

속성’에 관해 바로 본질적인 것을 아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의미를

능성이 커진다. 시간을 적절하게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

풍부하게 한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여러 서로 다른 것들과 관련

서는 안 되지만, 정반대로의[그러지 않으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

하여 같은 것을 알게 된다.

고 발표 시간의 끝에 가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유

수학의 장점으로서 추상 작용은 대상들 간의 유사점을 밝혀 연
관성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밝혀주어 의미를 더 풍부하게 한다
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빈칸에는 ① ‘여러 서로 다른 것들과 관
련하여 같은 것을 알게 된다’가 가장 적절하다.
② 추상 활동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지 의아해한다
③ 몇 가지 의미 있는 요소들을 배제하는 위험을 감수한다
④ 추상적 개념도 문화의 반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⑤ 수학의 본질은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구조 분석
	

■ Abstraction enriches meaning by [helping you {to
take a collection of examples} and {to see <just what
is essential about, for instance, “dogness.”>}]
[ ]는 by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이다. 두 개의 { }
가 and로 이어져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 < >는 see의 목
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어휘 및 어구

virtue 장점, 덕목
quest 탐구, 추구
abstractly 추상적으로
abstraction 추상 작용, 추상, 추출
strip away ~을 벗겨 내다
opposite 정반대(의 일·것·사람)
collection 무리, 수집품
essential 본질적인, 필수적인, 극히 중요한
Word Search
| 정답 |

18

1. virtue 2. abstraction 3. opposite

는 늘 있을 수도 있다. 어쩌면 여러분은, 단지 일반적으로, 자신이 하
는 모든 일에서 시간을 다 써 버리는 성향이 있거나, 혹은 어쩌면 제
대로 작동하지 않는 장비부터 분명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에 이르
는 예기치 않은 몇 가지 방해에 직면했을 수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
든 우리는 모두 그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는데, 가령 ‘잔여 시간 1분’
이라는 신호가 번쩍이는데, 여러분은 겨우 발표의 중간쯤에 있다. 발
표의 일부를 잘라내고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여러
분이 마지막에 전하고자 계획했던 핵심 메시지를 희생시키면서 진
행된다. 여러분은 핵심 메시지로 발표를 끝내기보다는 시작함으로
써 상당한 양의 스트레스를 자신에게서 덜 수 있다.
문제 해설

구두 발표를 핵심 메시지로 시작하면 시간이 문제가 될 때도
청중에게 메시지가 전달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내용이다. 그러
므로 빈칸에는 ⑤ ‘핵심 메시지로 발표를 끝내기보다는 시작함’
이 가장 적절하다.
① 염두에 둔 것을 전달할 충분한 시간을 자신에게 허용함
② 발표를 잘 조직하고 시간을 적절히 지킴
③ 청중이 질문을 도중에가 아니라 끝에 하도록 함
④ 그림이나 슬라이드와 같은 시각적 자료를 갖고서 구두 발표
를함
구조 분석

■ When you give an oral presentation, [a core-messagefirst approach provides you with a time advantage]:
	

문제 해설

[starting with your core message increases the
likelihood {that your audience walks away with the
message <that you want them to walk away with>,
even when you are running out of time}].
첫 번째 [ ]에서는 ‘A에게 B를 주다[제공하다]’라는 뜻의
「provide A with B」의 표현이 쓰이고 있다. 첫 번째 [ ]의
내용을 콜론(:)에 뒤이은 두 번째 [ ]에서 설명하고 있다.
{ }는 the likelihood를 설명하는 동격절이다. < >는 the

EBS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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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를 수식하는 관계절인데, that은 with의 목적어 역
할을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다.
core 핵심적인; (사물의) 중심부
likelihood 가능성
run out of ~이 다 되다, ~을 다 써버리다
underestimate 과소평가하다
the contrary 정반대, 반대
interruption 방해, 중단
range from ~ to ... (범위가) ~부터 …에 이르다[걸치다]
faulty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있는
equipment 장비
clarification (명확한) 설명

구조 분석

flash 번쩍이다, (불빛으로) 신호가 나타나다

틀리기 쉬운 유형편

관행이나 과정의 지속 가능성을 논할 때, 어떤 것도 영원히 지
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지속 가능성이 논리적으로 불
가능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며, 약 육천오백만 년 전에 지구
에 유성이 충돌해서 대량 멸종이 발생했는데, 그때 소멸한 종
이 지속 가능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에는 포인트가 분
명하지 않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
로는 ① ‘극단적 사건에 대한 무의미한 상정’이 가장 적절하다.
② 일어나서는 안 될 것에 관한 정신적 모의실험
③ 제어할 수 없는 힘에 직면할 때 유의미한 이론
④ 우리를 재난으로부터 구하는 데에서의 우리 상상력의 행사
⑤ 그렇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주안점을 끌어내기 위한 과장

어휘 및 어구

	

■ There are waggish types [who move from that

barely 겨우, 간신히, 가까스로

thought to the conclusion {that sustainability is a
logical impossibility}].
[ ]는 waggish typ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는 the
conclusion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절이다.

at the expense of ~을 희생시켜, ~의 대가로
deliver (메시지를) 전하다, (편지 등을) 배달하다
Word Search
| 정답 |

문제 해설

1. deliver 2. faulty 3. equipment

어휘 및 어구

as the saying goes 속담에서 말하듯이, 격언에 있는 바와 같이
type (특정한 특징을 지닌) 사람, 종류, 유형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Exercise 12

정답

①

소 재

지속 가능성의 여건
해 석

eternity 영원
endure 지속되다, 견디다, 참다
given ~을 고려할 때
comet 혜성
extinction 멸종, 소멸
planet 행성, 지구

속담에서 말하듯이,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 생각

disruption 혼란, 붕괴

으로부터 지속 가능성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

estimate 어림잡다, 추산하다, 추정하다

르는 익살스러운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하나의 관행이나 과정이 지

impact 충격, 영향

속 가능하다고 간주되기 위해서는 영원토록 계속되어야 한다고 누
가 말했는가? 하나의 관행이 그것의 배경 여건을 고려할 때 얼마나
오래, 또는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여러 방법이

Word Search
| 정답 |

1. endure 2. extinction 3. sustainability

있다. 그 여건에 어떤 극적인 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지
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것은 “지구에 혜
성이 충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사고(思考) 실험이다. 현재
의 생각은 약 육천오백만 년 전에 어떤 커다란 천체가 우리의 행성
을 가격했을 때 대량 멸종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기후 혼란은
그때 존재하던 종들 중 어림잡아 50퍼센트 종들의 소멸을 초래했다.
어떤 사람이, 이 소멸한 종들이 유성의 충격에서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02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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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Week 2

1⑤
7②

03
2②
8⑤

강

본문 30~41쪽

3④
9①

4③
10 ④

5②
11 ③

6③
12 ①

argument generally understates the production costs
[required to make a feature-length film or ongoing
televised or web series].
첫 번째 [ ]는 접속사 Even though로 시작하는 부사절이
다. 두 번째 [ ]는 the production costs를 수식하는 분사구
이다.

Exercise 1

정답

⑤

어휘 및 어구

circulate 유통되다
소 재

디지털 미디어의 이용 가능성
해 석

디지털 미디어는 미디어 텍스트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빨리, 더 싸
게,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유통된다고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될 가능
성을 상상하는 이상적인 이야기로 이어진다. 이것은 Chris Anderson
같은 디지털 이상주의자들이 분명히 표명했던 약속인데, 그는 The
Long Tail에서 미디어 제공 웹사이트가 오로지 블록버스터급 히트
작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틈새 콘텐츠 판매를 토대로 번창할 것이
라고 주장했다. 비록 다른 유통 방법에 비해 디지털 저장 비용이 상
대적으로 아주 적어서 소매업자들이 한 달에 겨우 몇 번밖에 구매되
지 않는 출판물을 저장할 수 있게 해 주기는 하지만, Anderson의 주
장은 장편 영화나 진행 중인 TV 방영 시리즈물이나 웹 시리즈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제작 비용을 대체로 (실제보다) 축소하여 말한다.
그리고 비록 많은 틈새 영화들이 온라인에서 시청자를 찾았지만, 여
러 VOD(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통한 영화의 지속적인 이용 가능
성은 그것의 가치를 바꾸어 놓았고, 흔히 소비자들이 개별 영화의
사본을 소유하는 것을 덜 시급하게 느끼는 결과를 가져와서, 영화
제작자들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를 빼앗았는데, 이런 상황은 특히
독립 제작자들에게 손해를 끼쳐 왔다.

account 이야기, 설명
potential 가능성, 잠재력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articulate 분명히 표명하다
thrive 번창하다
solely 오로지
relatively 상대적으로
minimal 아주 적은
distribution 유통
retailer 소매업자
title 출판물
understate (실제보다) 축소하여 말하다
feature-length 장편의
ongoing 진행 중인
televised TV에 방영되는
alter 바꾸다
urgency 시급성, 긴급성
copy 사본
take away ~을 빼앗다
primary 주요한
income 수입
damaging 손해를 끼치는

문제 해설

디지털 미디어는 어디에서나 쉽게 콘텐츠가 이용될 수 있다는
특징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⑤ ‘지속적
인 이용 가능성’이 가장 적절하다.
① 제한된 판매
② 불법 유통
③ 표적 마케팅
④ 감정 체계

Word Search
| 정답 |

1. circulate 2. solely 3. urgency

Tips
VOD(video on demand, 주문형 비디오) service: 사용자가 원하는 영상을
원하는 시간에 제공해 주는 맞춤 영상 정보 서비스를 말한다.

구조 분석
	

■ [Even though digital storage costs are relatively

minimal compared with other methods of
distribution, allowing retailers to store titles that are
purchased only a few times a month], Anderson’s

20

Exercise 2

정답

②

소 재

번아웃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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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ineffectiveness 무력, 무능
functioning 기능

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점점 더 흔해지는 경험을 포착하는 직접성과

cost 손실, 비용

이해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bare minimum 최소한의 것

사람들은 긍정적인 기대, 열정, 그리고 성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

emerge 분명해지다, 부각되다

고 직장에 들어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뀌었고, 이제 사람

centrality 중심적 역할

들은 깊은 피로감, 좌절과 분노와 냉소의 감정, 그리고 무력감과 패

dedication 헌신

배감을 갖게 된다. 초기의 열정이 식어버린 것이다. 그 경험은 직장

take pride in ~에 자부심을 갖다

에서의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기능을 모두 손상시키고, 따라서 개별

accomplishment 성과, 업적

근로자들, 그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조직 전체에

erosion 쇠퇴, 부식, 침식

상당한 실질적 손실을 수반한다. 비록 몇몇 사람들은 번아웃의 결과

noble 고귀한

로 일을 그만둘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남아 있긴 하겠지만 자

represent 의미하다, 상징하다

신의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최소한의 것만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
해 분명해지는 것은 사람들의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의 중심적 역할
이다. 그들은 자신의 일에 헌신, 노력 및 책임을 다하고, 잘 해내어 자

틀리기 쉬운 유형편

‘번아웃’의 근본적인 이미지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과의 관계에서 무

Word Search
| 정답 |

1. narrative 2. exhaustion 3. noble

신의 성과에 자부심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한 고귀한 속성의 쇠퇴가
바로 번아웃이 의미하는 것이다.
문제 해설

번아웃은 초반에 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일에 대해 갖는 기
대, 열정, 목표 의식이 변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빈칸에
는 ②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가 가장 적절하다.
① 문화적 인식
③ 대인 관계
④ 교육적 배경
⑤ 실직 경험
구조 분석


	

■ Over time, things changed — and now people have

[a deep sense of exhaustion]; [feelings of frustration,
anger, and cynicism]; and [a sense of ineffectiveness
and failure].
세 개의 [ ]는 모두 have의 목적어이며, 병렬 구조를 이
룬다.
어휘 및 어구

underlying 근본적인, 기본적인
immediacy 직접성
accessibility 이해하기 쉬움, 가까이하기 쉬움
go wrong ~이 잘못되다
narrative 이야기, 설명, 기술
enthusiasm 열정
sense 감각
exhaustion 피로
cynicism 냉소

Exercise 3

정답

소 재

부족주의
해 석

오랫동안 아프리카 문화는 진보적이고 계몽적인 세력이 아니라, 부
정적인 ‘현상’을 유지하고 때로는 확립하는 비발전적인 세력으로 이
용되고 간주되어 왔다. 문화의 부정적인 면이나 그늘진 면이 긍정적
인 면보다 더 많이 이용되고 대중화되어 왔다. 내가 부족 집단을 강
하게 비판하는 이유를 한 가지 들자면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인
데, 부족 집단은 내 생각으로는 대개 부족주의를 조장한다. 내가 보
기에, 그 집단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문화
부흥의 원동력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 정체성을 되찾는다는 미명
으로 춤을 추고, 전통 예복을 입으며, 그 이후로 무의미한 것이 되었
을지도 모르는 문화적 의식과 관행을 되살리는 것은 현대 세계를 직
면하고 있는 문제들 속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부족 연
합은 문화의 부정적인 면이 나타난 모습 중 하나이다. 그것에 내재
된 ‘피는 장점보다 더 진하다는 사고방식’이 부족주의의 본질이고,
이는 발전과 진보에 큰 장애물이다.
문제 해설

부족주의는 문화적 정체성을 부활시키기 위함인데, 긍정적인
문화 부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문화의 부정적인 면이나 그늘
진 면을 부각하면서 잘못된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글이다. 그러므로 빈칸에는 ④ ‘발전과 진보에 큰 장애물’이 가
장 적절하다.
① 문화적 조화의 표명
03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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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② 독특한 전통을 탐험할 때 꼭 필요한 것
③ 불안정한 문화 정체성의 확실한 상징
⑤ 무지와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

해 석

과목으로서의 철학이 가진 특징 중 하나로 그 과목 교사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학문으로서의 철학보다 훨씬 더 넓
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도서관과 서점에서 철학 섹션에 들러보

구조 분석

는 것은 재미있는데,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많은 책들이 학문으로서

the positive cultural revival as they claim].
첫 번째 as는 [ ]를 목적어로 취하는 전치사로, ‘~로(서)’의
의미이다. 두 번째 as는 접속사로 쓰였으며, ‘~처럼, ~듯이’

의 철학과 거의 또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북미와 유
럽의 대부분 서점에서 철학에 관한 섹션이 보통 그 옆에 있는 ‘마음

의 의미로 해석된다.

에 관심이 많다. 그런데, 이것이 철학과 관련이 없고, 단지 그것은 한

	

■ To me, most of them are not being used as [wheels of

과 영성’에 관한 섹션보다 더 작다. ‘세기말’ 세상에서는 영성의 문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존재의 의

어휘 및 어구

미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관한 일련의 모호하고 두서없는 생각일

non-developmental 비발전적인

뿐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모두 매우 주관적이고, 논거

maintain 유지하다

나 분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많은 철학이 전통적으로 반대했던 그

as opposed to ~이 아니라, ~과는 대조적으로

런 종류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중들의 머릿속에서는 이것이 바

progressive 진보적인

로 철학이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며, 이 점에서 대중이 전적으로 틀

enlightening 계몽적인

린 것만은 아니다.

popularize 대중화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다

문제 해설

critic 비판가

도서관이나 서점의 철학 섹션에서 발견되는 책 중에 학문으로
서의 철학과 관련이 없는 책이 많으며, 대중이 이해하는 철학은
영성에 관한 주관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
므로 빈칸에는 ③ ‘학문으로서의 철학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지닌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옳고 그름을 확실히 구별한다
② 끊임없는 불화의 원인으로 기능한다
④ 인간의 문제에 대해 어떠한 최종적인 결론도 제공하지 못
한다
⑤ 과거에 이미 답을 찾은 질문을 제기한다

tribal grouping 부족 집단
promote 조장하다
wheels 원동력, 추진력
revival 부흥, 부활
claim 주장하다
revive 되살리다, 부활시키다
ritual 의식, 예식
irrelevant 무의미한, 관련 없는
in the name of ~이라는 미명으로
manifestation 나타난 모습, 징후
inherent 내재된

구조 분석

merit 장점, 가치 있는 요소

	

■ It is fun [to look in the philosophy section in libraries

mentality 사고방식, 심리
essence 본질
Word Search
| 정답 |

1. enlightening 2. revival 3. irrelevant

Tips
tribalism(부족주의): 특정 지역, 혈연, 또는 같은 문화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 중심의 집단 형성을 추구하는 이념이다.

and bookshops], since a large number of books [which
one finds there] have little or nothing to do with
academic philosophy at all.
It은 형식상의 주어이며, 첫 번째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두 번째 [ ]는 a large number of books를 수식하는 관계
절이며, 술어 동사 have는 books의 수에 맞추어 복수형으
로 쓰였다.
어휘 및 어구

feature 특징

Exercise 4
소 재

과목으로서의 철학

22

정답

③

horrify 반감을 불러일으키다
have nothing to do with ~과 관련이 없다
academic 학문의, 학문적인
spirituality 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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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gue 모호한

[ ]는 regarded의 목적어이며, { }는 a firm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regard ~ as ...」는 ‘~을 …으로 간주하다’라는

Word Search
| 정답 |

뜻이다.

1. academic 2. subjective 3. oppose

어휘 및 어구

fairness 공정성
phenomenon 현상 (pl . phenomena)
shovel 삽

Exercise 5

정답

②

소비자 공정성
해 석

소비자 공정성은 많은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Daniel Kahneman, Jack Knetsch, 그리고 Richard Thaler
는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회사들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효과적
으로 막았다고 주장했다.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다수는 눈보라 이
후 삽 가격을 인상하려는 회사를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
했다. 또 다른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임대료 인상 때문에 세입자가
이사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비용 상승으로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세
입자의 임대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임대주에 관해 들었다. 응답자
의 75퍼센트가 이 행위를 불공정한 것으로 생각했다. 소비자는 회
사가 이익 동기를 갖는 것을 못마땅해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희생하
여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응답자들은 고군분투하
는 회사가 단행하는 급여 삭감은 공정하다고 보았지만, 수익성이 좋

engage in ~을 하다, ~에 참여하다

틀리기 쉬운 유형편

소 재

snowstorm 눈보라
landlord 임대주
tenant 세입자
motive 동기
at the expense of ~을 희생하여
salary 급여, 봉급
struggling 고군분투하는
impose 시행하다, 부과하다
bind 구속하다, 결속시키다
entitled to ~에 대한 권리가 있는
comparable to ~과 비슷한
reference 준거, 참고
transaction 거래, 매매
frame 틀, 프레임
Word Search
| 정답 |

1. tenant 2. motive 3. struggling

은 회사가 시행할 때는 불공정하다고 보았다. 궁극적으로, 소비자 공
정성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를 구속하는 ‘쌍방 권리 원칙’에서 비
롯된다. 구매자들은 자신들이 ‘준거 거래’, 다시 말해 기업과 고객 양
측의 공동체 또는 준거틀 내에서 최근에 있었던 거래와 대략 비슷한
구매 가격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한편, 판매자는 ‘준거 거래
의 범위 내에서’ 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다.
문제 해설

회사가 공정하지 못한 이유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소비
자는 반감을 갖는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② ‘회사들이 이익
을 극대화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았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경제학의 경계 훨씬 너머까지 뻗어나갔다
③ 소비자의 소비 습관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④ 회사가 미래 세대에 비용을 부과했을 때 발생했다
⑤ 기업 측의 이익 창출 거래를 촉진했다
구조 분석

Exercise 6

정답

③

소 재

반성을 통한 자기 조절
해 석

성찰과 반성은 심리학자가 가장 즐겨 쓰는 말이고, 그럴 만한 이유
가 있는데, 성찰하는 사람은 자기 내면의 동기, 감정, 그리고 생각에
접근할 수 있고, 그것과 자신의 행동 사이의 (심리적) 논리적 연관성
을 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것을 더 잘 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의 직장 동료에 대
해 느끼는 반감이 사실은 그녀가 불친절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라
서가 아니라 그녀의 성공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기 안에 있는 이런 마음을 알게 됨으로써, 그

regarded [a firm {that would raise shovel prices after
a snowstorm}] as engaging in unfair behavior.

는 이 사람을 (비난의) 표적으로 삼는다면 정말 공정하지 않을 거라

	

■ In one survey, the vast majority of respondents

고 아마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우호적으로 행동
03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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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하고 어떻게든 자신의 초록 눈을 한 괴물[시기심]을 내면에서 그럭
저럭 통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는 시기심과 열등감이라는 자
신의 감정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또한 이러한 감정을 더 긍
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만약 그가 자
신의 직장 동료의 성공이 자신의 자아를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는 심지어 다른 사람 앞에서 그녀를 깎아내

Word Search
| 정답 |

1. reflective 2. inferiority 3. verbal

Tips
the green-eyed monster(초록 눈을 한 괴물, 시기심): 셰익스피어 작
품 ‘오셀로(Othello)’에 최초로 등장한 표현으로, “오, 나의 주인이시여, 질투심을
경계하소서. 그것은 초록 눈을 하고 남을 조롱하는 괴물입니다.(O, beware, my

리는 몇 마디의 말을 날려서라도 그녀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

lord, of jealousy; It is the green-eyed monster which doth mock.)”라는 문장에

었을 수도 있다.

서 비롯되었다.

문제 해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내면의 감정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예로 든 사례에서 직장 동료
의 성공에 대해 시기심과 열등감을 느낀다는 내용이 언급되었
으므로, 밑줄 친 ‘자신의 자아를 불쾌하게 만들었다’가 의미하
는 바로는 ③ ‘자신이 질투의 감정을 경험하게 만들었다’가 가
장 적절하다.
① 그에게서 자기 직업에 대한 사랑을 앗아갔다
② 그에게서 기본적인 인권을 빼앗았다
④ 그의 직장 동료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망쳤다
⑤ 그로 하여금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기르도록 했다
구조 분석


	

■ For instance, he’ll recognize [that the aversion he

feels toward his coworker isn’t actually because she’s
supposedly unfriendly — it’s because of the envy he
feels at her success].
[ ]는 recogniz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절이다. 대명사 it은
the aversion he feels toward his coworker를 가리킨다.
어휘 및 어구

reflective 성찰하는, 반성하는
keep an eye on ~을 주시하다[감시하다]
keep ~ in check ~을 억제하다
supposedly ~이라고 생각되는
conclude 결론을 내리다
regulate 통제하다
internally 내면에서, 내면적으로
inferiority 열등감
sway 움직이다, 흔들다
ego 자아, 자존심
feel tempted (~할) 마음이 생기다
attack 공격하다
verbal 말의, 언어의
jab 잽싸게 날리기, (푹) 찌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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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7

정답

②

소 재

웃음과 유머의 주관성
해 석

웃음과 유머는 오랫동안 사상가와 이론가를 어리둥절하게 했는데,
이는 대체로 그것들이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Thomas Hobbes는
웃음이 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성을 주장하는, 잔인성의 한 가
지 형태라는 이론을 세웠다. Twain은 그것이 인간의 조건이 가지는
절망적인 상태에 맞서는 인류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라고 믿
었다. Freud는 유머와 웃음이 인간 정신에 쌓이는 불안감을 버리
는 방출 밸브의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유머에 심리적 외상을 치유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준다고 믿었다. 다른 이들은 유머가 부조
화에 의해서, 곧 상황이 전개되어 있는 방식과 비교하여 그 상황이
마땅히 전개되어야 하는 방식을 확인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상
정했다. 따라서 상황적 맥락은 유머에서 중요해지는데, 한 문화에서
부조화인 것이 다른 문화에서는 정상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머
의 사용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들은 그 주제에 관해 글을 쓰는 것의
복잡성을 실증하는데, 그것은 곧 각각의 서로 다른 견해의 정확성에
의해 증폭되는 복잡성이다.
문제 해설

사상가와 이론가마다 웃음과 유머를 잔인성의 한 가지 형태,
절망적인 상태에 맞서는 무기, 불안감을 버리는 방출 밸브, 또
는 부조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바라본다고 했으므로,
웃음과 유머의 사용에 대해 서로 견해가 다르다는 내용의 글이
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주관적이
기’이다.
① 방어적이기
③ 전염성이 있기
④ 뒤얽히기
⑤ 터무니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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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싸우거나 혹은 더 가능성 있게는, 울기 시작한다. 스토아학파는

구조 분석

격한 감정을 우리의 궁극적인 약점이라고 인정하는데, 우리가 그 격

incongruity}, {by identifying the way that things
should be against the way things are}].
[ ]는 have posit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그
안에 있는 두 번째 { }는 첫 번째 { }를 구체적으로 설명하

한 감정이 우리 행동을 지배하도록 허용할 때 특히 그렇다. 격한 감

는 부분이다.

우리 중 참으로 많은 사람이 비참해지고, 우리가 결코 남이 의지할

	

■ Others have posited [humor is produced {by

정은 행복에 독이 되고 모든 인간 고통의 근원이다. 불행하게도 스
토아학파에 따르면, 우리 대부분은 격정, 즉 비이성적인 두려움, 슬
픔, 또는 분노와 같은 격한 부정적인 감정의 노예가 된다. 이 때문에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며, 우리의 이상적 자아와 결코 잘 지내지

어휘 및 어구

못한다. 우리의 격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훨씬
못 미치도록 행동하게 한다.

theorist 이론가
theorize 이론을 세우다

문제 해설

cruelty 잔인성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그것
에 가능한 한 잘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감정적으로 격해
지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
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훨씬 못 미치도록 행동하게 한다’이다.
① 우리의 마음이 원치 않는 생각을 없앨 수 있도록 돕는다
②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도록 유
도한다
③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도록
한다
④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

assert 주장하다
superiority 우월(성), 우세
mankind 인류
potent 강력한
despair 절망(적인 상태), 자포자기
release 방출, 배출; 풀어 주다
psyche 정신
grant 부여하다
trauma 외상
divergent (서로) 다른, 일치하지 않는, 갈라지는
illustrate 실증하다, 분명히 보여 주다

틀리기 쉬운 유형편

puzzle 어리둥절하게 하다

구조 분석

amplify 증폭시키다, 증대[확대]하다

	

■ The Stoics identified strong emotions as our ultimate

Word Search
| 정답 |

weakness; especially when we let them [dictate our
behavior].
them은 strong emotions를 가리키고, [ ]는 「let +목적어

1. puzzle 2. illustrate 3. amplify

+목적격 보어」의 구조에서 목적격 보어에 해당하며, 원형부
정사 dictate가 쓰였다.

Exercise 8

정답

⑤

소 재

스토아학파가 바라본 인간의 궁극적인 약점으로서의 격정
해 석

어휘 및 어구

humanly possible 인간으로서 가능한, 인간이 할 수 있는
hook 훅(권투에서 팔꿈치를 구부리고 옆으로 치는 공격 기술)
make the best of ~을 어떻게든 극복하다
promise 약속

스토아주의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능한 한 효과적

philosophy 철학

으로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킥과 펀치도 다룰 수 있는 도구를

identify ~ as ... ~을 …이라고 인정하다[확인하다]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ultimate 궁극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훅과 사이드킥을 받

dictate 지배하다, 영향을 주다

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며,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할 각오가 되어

toxic 독이 되는, 독성의

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약속한 내용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여

suffering 고통

러분이 얼굴에 정통으로 한 대 맞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

enslave 노예로 만들다, 사로잡다

분은 감정적으로 된다. 다른 모든 사람처럼, 여러분은 화가 나서 맞

passion 격정, 열정
03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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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irrational 비이성적인

는 마음 지도의 역할을 한다고 했으므로, 결국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내재화된 개인의 인식이
라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세상에 대한 사람의 인식’이다.
② 사람의 도덕적 책임
③ 사람의 특정한 유전적 특징
④ 성공하려는 사람의 동기
⑤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람의 태도

grief 슬픔
miserable 비참한
a tower of strength 남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
on good terms with ~과 잘 지내는
ideal 이상적인
Word Search
| 정답 |

1. identify 2. dictate 3. suffering

구조 분석

■ In general, social psychological theory proposes
	

Tips


•Stoicism(스토아주의): 스토아학파의 철학 사상을 가리킨다. 스토아주의의
금욕적 윤리 사상은 인생의 궁극적 목적인 최고선과 행복은 모든 욕망을 끊어
버리고 어떤 것에 의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부동심의 경지에 있다고 보
았다.


•eudaimonia(행복):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개념으로서 이성의 지배를 받
는 능동적 삶의 결과로 얻어지는 행복한 상태(happiness as the result of an
active life governed by reason)를 가리킨다.

[ t h a t { a l t h o u g h b e h av i o r c e r t a i n l y l e a d s t o
objective consequences}, the interpretation of
these consequences by the individual has enormous
influence on the person’s intention to perform the
behavior in the future (i.e., reinforce the behavior)].
[ ]는 propose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그 안에
있는 { }는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어휘 및 어구

in general 일반적으로

Exercise 9

정답

①

소 재

세상에 대한 인식과 그것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해 석

일반적으로 사회 심리학 이론이 제시하는 것은, 행동이 분명히 객관
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개인에 의한 이 결과의 ‘해석’은 미래에 그
행동을 수행하려는 (즉, 그 행동을 강화하려는) 개인의 의도에 엄청
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동료와 가족의 의견 또한 중요한데, 이
것이 ‘사회적 규범’의 개념을 이룬다. 다른 사회 환경적 그리고 문화
적 작용력도 존재한다. 그러나 심리학자인 Harry Triandis는 그 어
느 특정 개인의 경우든 문화와 사회적 상황 같은 ‘외부’ 요인들이 각
개인에 의해 내재화되기 때문에 그것들조차도 행동에 영향을 미친
다고 말한다. 따라서 문화와 사회적 상황은 ‘외부의 저기’뿐만 아니
라, 개인의 가치관, 규범, 역할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의 행동
을 안내하는 마음 지도의 역할을 하는 주관적인 문화와 주관적인 사

propose 제시하다, 제안하다
lead to (~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다, (~한 결과에) 이르다
objective 객관적인
consequence 결과
interpretation 해석
enormous 엄청난
intention 의도
reinforce 강화하다
constitute 이루다, 구성하다
construct 구성 (개념), (심리적) 구인
norm 규범
external 외부의
internalize 내재화하다
all in all 대체로
Word Search
| 정답 |

1. general 2. enormous 3. external

회적 상황으로서, ‘내부의 여기’에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대체로 세상
에 대한 사람의 인식은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 해설

행동의 결과에 대한 해석은 개인이 미래에 그 행동을 수행하려
는 의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이때 외부 요인으로 동료와
가족의 의견 외에도 다른 사회 환경적 그리고 문화적 작용력이
있는데, 이와 같은 요인들은 내재화되어 개인의 행동을 안내하

26

Exercise 10

정답

④

소 재

성공의 이면에 있는 숨은 노력의 중요성

EBS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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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해 석

stand-up comedian(스탠드업 코미디언): 스탠드업 코미디는 홀로 무대에

누군가를 모델로 삼는 것은 효과가 있지만, 성공은 마음의 방식임을

서서 마이크에 의지해 말로 관객을 웃기는 코미디 형식이다. 스탠드업 코미디언

기억하라. 다른 누군가를 모델로 삼을 때, 여러분은 여전히 희생하고

은 입담으로 관중을 휘어잡아야 하고 관객의 반응도 즉각적인 탓에 이들 코미디

그 모든 힘든 일을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다른 사람

언에게는 농담, 전달력, 순발력 등이 상당히 요구된다.

을 모델로 삼고 있다는 이유로 여유를 부리면서 어떤 일이 쉬울 것
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볼 때, 마치 목
표를 이루는 것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무대에서 촌극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때때
로 우리는 ‘그들은 그다지 웃기지 않아.’ ‘내가 저것보다 더 잘할 수

Exercise 11

무대에 올라 그 일[촌극]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는, 이렇게 간주하기 쉽다. 여러분은 농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③

소 재

악한 우두머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
해 석

될 뿐만 아니라, 촌극을 작성해야 하고, 기획자가 되어야 하는 것 등
을 깨달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일단 이 모든 것을 알고 나면 그만

역사적으로 일부 우두머리들은 그 시대의 많은 악의 설계자로 비난

둘 것이다. 성공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늘 상기하라.

받았는데, 그들은 정말로 그랬다. 그러나 그런 우두머리들은 결코 혼

문제 해설

성공한 누군가를 모델로 삼는 것은 효과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공에는 숨은 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내용
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성
공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이라는’이다.
① 기회는 좀처럼 두 번 오지 않는다는
② 패배 없이는 승리도 없다는
③ 적성은 태도만큼이나 중요하다는
⑤ 유머는 가장 고차원적인 인간 사고 형태라는
구조 분석

자 행동하지 않는데, 악이 사회의 아주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없다
면,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회에서 어떤 대규모의 악도 자행될 수 없
다. 다수는 틀림없이 그 악행을 용서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 악행이 자신들의 양심에 필요하게 되었
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러한 우두머리들이 소수와 함께 행동하고 있
을지는 모르나, 소수가 다수 위에 군림하는 경우, 그때는 소수가 실
질적인 다수가 된다. Martin Luther King Jr.는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
다.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그것에 맞서는 결과를 감내
하기보다는 그것을 감수하는 사회에 의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
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므로 어떤 성격의 사람이든 그가 속한 사회의
집단적인 정서가 그것[그 성격]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한 우두머리

	

■ When modeling after someone else, you must realize

틀리기 쉬운 유형편

있을 거야.’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그것을 조사해 보고 여러분이

정답

어휘 및 어구

model after ~을 모델로 삼다
formula 방식, 공식
sacrifice 희생
relaxed 여유 있는
achieve 이루다, 성취하다
assume 간주하다, 가정하다
promoter 기획자
remind 상기시키다
Word Search
| 정답 |

1. achieve 2. assume 3. remind

가 될 수 있다.
문제 해설

우두머리가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그가 속한 사회가 그 악행
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그가
속한 사회의 집단적인 정서가 그것[그 성격]이 적합하다고 생각
하는’이다.
① 그의 결정이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② 그의 추종자들이 자신들이 우두머리가 필요하다고 믿는
④ 다수가 소수에 대해 판단하는
⑤ 그의 낙관적인 태도가 그를 고난에 대처하도록 돕는
구조 분석

■ In history, some bosses were vilified as the architects
	

[that you still have to {make sacrifices} and {do all
the hard work yourself}].
[ ]는 realiz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그 안에 있
는 두 개의 { }는 and로 연결되어 have to에 이어진다.

of much evil of their time, and truly they were.
were는 were the architects of much evil of their time
으로 풀어 쓸 수 있다.
03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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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어휘 및 어구

문제 해설

architect 설계자, 건축가

‘하늘이 한계인 곳’이라는 말은 ‘한계가 없다’, 즉 ‘많고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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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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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l 악(행)
large-scale 대규모의
the many 다수
pardonable 용서될 수 있는
conscience 양심
minority 소수
lord it over ~ 위에 군림하다
majority 다수
effective 실질적인, 효과적인
consciously 의식적으로
live with ~을 감수하다

구조 분석

bear 감내하다, 참다

■ It is important [to include an equitable balance of
	

confront 맞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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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acter 성격
deem 생각하다, 여기다
Word Search
| 정답 |

1. pardonable 2. conscience 3. bear

어휘 및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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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rcise 12

정답

①

소 재

다문화 자료를 도입하는 총체적 음악 교실 수업
해 석

depict 표현하다, 묘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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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 자료는 아이들에게 문화의 청

engage 끌어들이다, 종사시키다

각적 그리고 시각적 표현을 제공한다. 반드시 각 아이의 문화유산이

passion 열정

표현되고 모든 아이들이 다른 문화의 유산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analysis 분해, 분석

교실에 공평한 균형 있는 다문화 자료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총체적 교실 기법은 아이가 열정과 상호 작용이 작용하고 있
을 때 가장 잘 배우기 때문에 그 아이를 끌어들이고 또한 전인적인

Word Search
| 정답 |

1. passion 2. avenue 3. depict

아이의 요구 사항을 다루면서 그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용
하고 발전시킨다. 학습은 ‘전체’로 시작하여 부분을 분해하는 데까지
계속 진행되어 한 바퀴 완전히 돌아 ‘전체’ 그림으로 끝난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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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2

1④
7①

04
2①
8③

하는 관계절이다.
강

본문 42~53쪽

3③
9②

4⑤
10 ①

5①
11 ①

6④
12 ②

어휘 및 어구

dynamic 역동적인
blindly 맹목적으로
defend 옹호하다, 방어하다
legitimate 정당한, 타당한

Exercise 1

정답

④

principle 원칙
hold ~ dear ~을 소중히 여기다

윤리의 가변적인 속성
해 석

만약 윤리가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유형의 활동이라면, 윤리는 맹목
적으로 따르거나 교조적으로 옹호되어야 할 일단의 규칙이 아니다.
여러 경우에, 규칙을 적용할지의 ‘여부’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관한 정당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원칙조차
도 새롭게 진전된 국면을 고려하여 재해석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예
를 들면, 생명 존중의 원칙을 죽어 가는 사람을 얼마나 오랫동안 새
로운 기술로 살아 있도록 해야 하느냐는 사안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

reinterpret 재해석하다

틀리기 쉬운 유형편

소 재

development 새롭게 진전된 국면[사건]
boundary 범위, 경계
adhere to ~을 충실히 지키다
critique 비판하다, 비평하다
simply 단순히
convention 관습
examine 고찰하다, 검토하다
Word Search
| 정답 |

1. legitimate 2. principle 3. convention

는지와 같은 것이다. 게다가, 윤리의 범위도 바뀐다. 우리가 사는 시
대에서 윤리는 동물 복지와 환경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사안도 포함
하게 되었다. 윤리는 규칙을 충실히 지키려는 성향뿐만이 아니라 규
칙을 비판하고 개선하려는 성향이다. 어떤 하나의 활동으로서 윤리
를 실천하는 것과 단순히 일단의 규칙을 따르는 것 사이에는 중요한

Exercise 2

정답

①

차이가 있다. 전자는 규칙과 관습에 대한 절대적인 수용을 거부한다.
윤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비판적으로 고찰한 규칙을 따를 것을 요구
한다.
문제 해설

윤리는 역동적이고 가변적인 속성이 있기에 맹목적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 대상이 아니며, 재해석을 통한 비판과 개선의 여
지가 항상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우리가 비판적으로 고찰한 규칙을 따
를 것’이다.
① 오랜 세월에 걸쳐 유효성이 증명된 관습에 순응할 것
② 우리 삶의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할 것
③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 데 일관성을 보일 것
⑤ 우리의 기본적인 공통성을 토대로 규칙을 만들 것
구조 분석


	

■ Ethics requires [that we follow rules {that we have

examined critically}].
[ ]는 requires의 목적어로 사용된 명사절이다. 당위성의 뜻
을 가진 동사가 목적어로 that절을 취할 때, 이 절의 술어 동
사로 「(should +)동사원형」이 쓰인다. { }는 rules를 수식

소 재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의 정보 편식 현상
해 석

최근 연구들이 보여 주듯이,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소셜 미디어로부터 뉴스와 정보를 얻으려는 사람들은 생각이 비
슷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내에서 뉴스가 공유되는 ‘집단적인
사회적 버블’ 안에 갇히게 될 위험이 더 크다. 이런 여과된 정보의 버
블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 사고방식을 강화하는 자료를 소비
하는 것을 선택한다. 비록 서로 다른 관점이 함께 등장할 때도 사람
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이미 동의하는 의견을 옹호하는 콘텐츠에서
선택한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그 자체의 내부 논리가 더 좁은 범위
의 (정보의) 원천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안전한’ 선택을 강화
한다. 이런 방식으로, 온라인상의 협력은 에코 체임버를 확대하고 필
터 버블을 더욱더 고립시킨다. 좋든 나쁘든, (뉴스와 정보를) 발견하
는 과정은 개인적인 노력에서 사회적인 노력으로의 변동을 겪는다.
문제 해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보와 뉴스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흔히 온
라인 플랫폼 내의 ‘사회적 버블’ 안에 갇히는데, 여기에서 기존
04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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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사고방식을 강화하는 제한된 범위의 정보만 편식하게 된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빈칸에는 ① ‘더 좁은 범위의 (정보의)
원천’이 가장 적절하다.
② 집단 압력으로부터 보호
③ 그들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게 하는 도구
④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정보의 원천
⑤ 의견을 표현하는 민주적인 플랫폼

해 석

실험실 연구는 일반적으로 현장 연구보다 선호된다. 그 이유는 간단
하고 실험실이 무엇인지와 관련이 있다. 우리는 실험실을 회색이나
검은색 가구, 창문에 커튼이 없고, 타일이 깔린 바닥, 그리고 하얀 코
트를 입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분
명히 우리는 한 종류의 실험실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설명은 연구
의 본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기본적으로, 과학 실험실은 특정한
연구에서 관심 있는 변인에 대한 가장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설

구조 분석

치된 장소이다. 그러므로 사회 심리학 실험실에는 여느 거실처럼 바

themselves] reinforces their users’ “safe” choices [by
offering them a narrower spectrum of sources].
첫 번째 [ ]는 문장의 주어이며, The internal logic에 맞
춰 단수형 동사인 reinforces가 쓰였다. 두 번째 [ ]의 「by
-ing」는 ‘~함으로써’라는 의미이다.

닥에 깔개, 창문에 커튼, 벽에 그림, 그리고 안락의자가 있을 수 있

	

■ [The internal logic of social media platforms

용의 시작과 끝, 그리고 집중을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와 같은 요소들에 대한 통제를 필요로 한다. 만약 누군가의 집이나
상점 건물이 이러한 필요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그러한 환경은 더 나
은 준비가 될 수도 있고 살균한 것처럼 보이는 방만큼 또는 그보다

어휘 및 어구

더 나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실험실 연구의 결과는 전적으로 가능

search engine 검색 엔진

한 통제의 정도와 유형에 달려 있다.

trap 가두다, 빠뜨리다

문제 해설

collective 집단적인, 공동의

실험실이라고 하면 흔히 살균한 것처럼 보이는 방을 떠올리지
만, 과학 실험실은 특정한 연구에서 관심 있는 변인에 대한 가
장 적절한 통제가 가능한 장소로, 사회 심리학에서는 평범한
거실 같은 공간 역시 참가자의 선택, 사회적 상호 작용의 시작
과 끝, 그리고 집중을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와
같은 요소들을 통제할 수 있다면 실험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실험실 연구의 본질적인 필요조건을 묻는 빈칸에
는 ③ ‘가능한 통제의 정도와 유형’이 가장 적절하다.
① 연구 기금 사용에 대한 통제
② 연구팀이 하는 헌신
④ 견본 추출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구실 장비
⑤ 통제 집단에서 참가자의 구성

filtered 여과된, 걸러진
opposing 서로 다른
uphold 옹호하다, 지탱하다
internal 내부의, 내적인
collaboration 협력, 협동
amplify 확대하다, 증폭하다
undergo 겪다, 경험하다
endeavor 노력, 시도; 시도하다
Word Search

1. collective 2. uphold 3. endeavor

Tips


•echo chamber(에코 체임버): 소셜 미디어와 같은 곳에서 비슷한 성향의
사람과 소통한 결과 다른 사람의 정보와 견해는 불신하고 본인의 생각만을 진
실이라고 느끼는 정보 환경을 말한다.


•filter bubble(필터 버블): 구글과 같은 인터넷 검색 엔진과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 정보 편식을 하는 이용자들이
갇히는 자신만의 정보 울타리를 말한다.

구조 분석

■ If someone’s home or a storefront building meets
	

like-minded 생각이 비슷한

| 정답 |

다. 사회 심리학에서 실험실 작업은 참가자의 선택, 사회적 상호 작

these requirements, such a setting might [be a better
preparation] and [serve just as well or better than a
sterile-looking room].
and로 연결된 두 개의 [ ]는 조동사 might에 이어진다.
어휘 및 어구

laboratory 실험실

Exercise 3
소 재

실험실 연구에서 본질적인 것

30

정답

③

field research 현장 연구
tend to do ~하는 경향이 있다
describe 설명하다
essential 본질(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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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priate 적절한

③ 변화하는 상황에 계속적인 적응의 과정일 뿐이지
④ 의미 있는 삶을 위해 항상 긍정적이고 필요한 것으로 경험
되지

variable 변인, 변수
rug 깔개
interaction 상호 작용

구조 분석

distraction 집중을 방해하는 것

■ [Huge amounts of evidence] support the view [that
	

storefront 상점, 가게 앞에 딸린 공간

Word Search
| 정답 |

1. laboratory 2. essential 3. variable

어휘 및 어구

evidence 증거

Exercise 4

정답

⑤

소 재

정신의 기초를 이루는 무의식적인 과정
해 석

엄청난 양의 증거가 ‘의식적인 자아’는 사실 정신 활동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관점을 뒷받침한다. 지각, 추상적 인지, 정서적 과정, 기
억, 그리고 사회적 상호 작용은 모두, 대개 의식의 개입 없이 진행되
는 것처럼 보인다. 정신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이다. 이러한 ‘인식 밖
의’ 과정들은 의식이나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대립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그것들은 사회적 상호 작용, 내면적인 처리, 그리
고 심지어 의식적 인식 그 자체에서 정신을 위한 기초를 만든다. 무
의식적인 처리는 우리의 행동, 감정, 그리고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무의식적인 과정들은 우리의 의식적인 정신에 영향을 준다. 예컨대
우리는 (‘아하!’를 경험할 때처럼) 정교한 사고 과정의 갑작스러운 개
입을 경험하거나 (우리가 슬픔이라는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 전에 울 때처럼) 감정적인 반응들을 경험한다. 그래서 우리
는 대개, 자아는 의식적인 자아와 무의식적인 자아 사이의 어떤 선

portion 부분

틀리기 쉬운 유형편

the “conscious self” is, in fact, a very small portion of
the mind’s activity].
주어인 첫 번째 [ ]에서 amounts가 복수형이므로, 술어 동
사도 이에 일치시켜 복수형인 support를 사용했다. 두 번째
[ ]는 the view와 동격 관계이다.

setting 환경

perception 지각
abstract 추상적인
cognition 인지, 인식
proceed 진행되다
to a great extent 대개, 주로
involvement 개입, 연루
in opposition to ~과 대조[반대]되는
foundation 기초, 기반
internal 내면적인
influence 영향을 미치다
intrusion 개입, 침입
elaborated 정교한
reaction 반응
selective association 선택적 연합
to put it another way 달리 말하면
Word Search
| 정답 |

1. abstract 2. involvement 3. internal

에 의해 나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오히려, 자아는 이런[무의
식적인] 과정과 이른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의 선택적 연합에 의해
서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과정에 의해서도 창조된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식적인 과정보다 정말 훨씬 더 큰 존재이다.
문제 해설

의식적인 자아는 정신 활동의 아주 작은 부분이고 무의식적인
정신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사실 무의식적인 과정이 정
신의 기초를 이룬다는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는 ⑤ ‘의식적인
자아와 무의식적인 자아 사이의 어떤 선에 의해 나뉘어 있지’가
가장 적절하다.
① 고정되고 미리 결정된 가치관과 관심의 집합으로 보이지
② 의식과 감정 사이의 갈등에서 발견되지

Exercise 5

정답

소 재

동기를 지닌 추론의 문제점
해 석

동기를 지닌 추론은 과학에 대한 불신의 강력한 요소이다. 규제되지
않는 시장 경제가 옳다는 믿음과 기후 연구 및 인간의 활동에서 비
롯된 기후 변화의 현실에 대한 회의론 사이에 통계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연구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실제적이고 커
04강 - 정답과 해설

001~086_수능특강(영어독해연습)_정답(1~10강)-8.indd 31

①

31

2022-01-06 오후 6:18:15

정답과 해설
다란 위협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가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는 시

resist 저항하다

장 경제에 위협이라는 설명을 내놓는다. 그 원리는 기후 연구의 신

impair 손상하다

뢰성을 불신하는 것이 시장에 관한 관점을 수정하는 것보다 더 낫다

go deep 심각하다, 중요하다

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에 저항하는 경향이 매우 분명하므로 결과가

affect 영향을 미치다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수학 문제를 푸는 능력이 손

capacity 능력

상된다. 동기를 지닌 추론이 심지어 계산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calculate 계산하다

한다면 그것은 심각함에 틀림없다. 사실과 계산 규칙까지 치워 버리

get ~ out of the way (더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치우다, 제거하다

는 것이,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어 사실이 여러분의 확신, 정치적 정

disturb 방해하다

체성, 그리고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도록 허용하는 것보다 더

conviction 확신

나을 것이다. 만약 자기가 옳다는 것을 그토록 확신한다면 왜 그것

identity 정체성

을 허용하고 싶겠는가?
문제 해설

동기를 지닌 추론에서는 자신이 이미 지닌 확신, 정치적 정체
성, 현실에 대한 인식을 사실에 비추어 수정하기보다는 사실에
저항하고 계산 규칙을 무시하며 과학적 조사 및 연구 결과를
불신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① ‘결과가 그
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가 가장 적절하다.
② 상상력을 이용하는 것은 즐겁지 않다
③ 집단 활동이 권장되지 않는다
④ 내적인 동기가 제로로 줄어든다
⑤ 수학의 기본 개념이 숙달되어 있지 않다
구조 분석
	

■ The principle seems to be [that it is better {to distrust

the reliability of the climate research} than to revise
views of the market].
[ ]는 be의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it은 형식상의 주
어이고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어휘 및 어구

Word Search
| 정답 |

1. distrust 2. threat 3. revise

Exercise 6

정답

④

소 재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의 이점
해 석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를 상대적으로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통
치하는 동반자 관계로 생각했다. 고대의 접근법은 정치 영역을 위
한 하나의 다목적적인 인식론적 장점을 찾는 것이었다. 우리의 어휘
에는 특유한 정치적인 전문 지식, 즉 현대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을
가려내는 단어가 부족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대리 관계 모형
은 인지 노동을 나눌 수 있는 능력, 즉 정치 행위자에 의한 지식 전
문화를 허용하는 능력에서 그것의 강점을 얻는다. 여러분은 현대 관
료주의 국가의 어떤 주어진 하위 영역에 대해 알아내느라 평생을 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과부하를 피하기 위해 민주주의 체제의

motivated reasoning 동기를 지닌 추론

시민들은 주기적으로 대출을 받는다. 그들은 그들의 의무 중 일부를

distrust 불신; 불신하다

도급함으로써 자신의 의사 결정 권한을 그들의 의사 결정 경비를 부

statistical 통계적인

담하는 대리인에게 양도한다. 이것은 그들이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correlation 상관관계

정치적 추론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이런 형태의 대리가 제공하는 자

unregulated 규제되지 않는

유는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skepticism 회의론
emission 배출
threat 위협
massively 크게
fossil fuel 화석 연료
principle 원리
reliability 신뢰성
revise 수정하다
tendency 경향

32

문제 해설

민주주의의 시민들이 자신의 의사 결정 권한을 대리인에게
도함으로써 인지 노동의 부담을 줄이고, 자신이 모든 것을
악하고 결정하는 경비를 줄인다는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분이 이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는 ④ ‘선출된 대표에게 의사
정을 위임한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개혁을 위한 정치적 지지를 얻고자 애쓴다
② 정부가 경제 불안을 줄일 것을 요구한다
③ 정책과 절차에 관한 상세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양
파
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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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부가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것을 기
대한다
구조 분석

정답

①

소 재

음악 교육을 통한 문화적 다양성 이해 증진

	

■ You could spend all your life informing yourself

Exercise 7

a b o u t a ny g ive n s u b d o m a i n o f t h e m o d e r n
bureaucratic state.
「spend +시간+ -ing」 표현은 ‘~하느라 (시간)을 보내다’라는

교사와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아이에게 적합한 언어와 사례를 이용

의미이다.

들이면서, 공정성과 차이에 관한 토론으로 쉽게 이끌릴 수 있다. 세

ruling 통치하는, 지배하는
partnership 동반자[협력] 관계
equal 동등한 사람; 동등한
all-purpose 다목적적인
virtue 장점, 유리한 점, 미덕
domain 영역
pick out ~을 가려내다
distinctive 특유한
expertise 전문 지식
accident 우연
agency 대리 (행위)
purchase 강점, 유리한 점
cognitive 인지의
specialization 전문화
subdomain 하위 영역
bureaucratic 관료주의적인
state 국가
overload 과부하
periodic 주기적인
loan 대출
transfer 양도하다
authority 권한, 권위
agent 대리인
bear 부담하다
contract out ~을 도급하다, 계약하여 ~을 맡기다
obligation 의무
drastically 획기적으로
engage in ~을 하다
on a daily basis 일상적으로
downplay 경시하다
Word Search
| 정답 |

1. domain 2. expertise 3. loan

계의 음악 문화를 포함시키는 것보다 공정성과 차이의 문제를 관련
시키기에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음악 활동을 맥락화하고
인간화하는 음악 교육을 통해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그들을 특별하게 (또는 심지어 비슷하게) 만드는지도 알게 된다. 한
사례는 전통적인 안데스산맥 주민의 음악 문화에서 음악적 성 역할
에 대한 토론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남자들은 전통적으로 악
기(예를 들면, 다양한 피리)를 연주하는 반면, 여자들은 가수와 작사
가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것을 알게 된 데 대한 반응으로 많은 아
이가 “그건 불공평해요!”라고 외친다. 능숙한 음악 교사는 그 문화는
여자 목소리의 더 높게 내는 소리를 즐기고 남자는 그런 식으로 노
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음역을 흉내 내는 악기들을 연주한다는 것
을 그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언뜻 보기에 공정해 보이지 않
을 수도 있는 것이 약간의 맥락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문제 해설

전통적인 안데스 산맥 주민의 음악 문화에서 남자는 악기를 연
주하고 여자는 가수와 작사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것이 불공평하다는 반응을 보인 아이들에게 그 문화에서는
여자 목소리의 높게 내는 소리를 즐기고 남자는 그런 식으로
노래를 못 하니, 그 음역을 흉내 내는 악기를 연주한다는 맥락
을 설명해 주어 이해시킨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① ‘약간의
맥락에 의해 설명될’이 가장 적절하다.
② 아이들의 작곡 능력을 손상시킬
③ 성 역할에 관한 아이들의 생각을 강화할
④ 각 아이의 입장을 바꿈으로써 극복될
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음으로써 정정될
구조 분석

■ The skillful music teacher must help them understand
	

conceive of ~ as ... ~을 …이라고 생각하다

할 때, 어린아이들은 마음을 여는 것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

[that the culture enjoys the higher pitched sound of
the women’s voices, and, {as the men cannot sing
in that way}, they play instruments {that mimic that
register}].
[ ]는 understan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첫 번
째 { }는 이유의 부사절이고, 두 번째 { }는 instruments
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04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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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어휘 및 어구

문제 해설

fairness 공정성

재갈매기 새끼의 쪼기는 부모의 부리와 거의 닮지 않은 모형에
붉은 반점이 있을 경우 쪼기가 일어나지만, 모형이 부모의 부
리와 매우 닮았다 하더라도, 반점이 없으면 쪼는 행동이 일어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으므로 붉은 반점이 쪼는 반응을 일
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③ ‘쪼는
반응을 촉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먹이가 안전하다는 신호
② 어미가 근처에 있다는 표시
④ 색맹을 확인하는 장치
⑤ 새끼의 부모를 나타내는 특징

open-minded (편견 없이) 마음을 여는
engage 관련시키다
incorporation 포함, 통합
instruction 교육
contextualize 맥락화하다, 전후 사정과 관련시키다
humanize 인간화하다, 인간 중심으로 다루다
come to ~하게 되다
gender role 성 역할
instrument 악기
lyricist 작사가

구조 분석

exclaim 외치다

■ [The chick normally pecks at the parent’s bill], but [it
	

acquire 배우다, 습득하다

may also be induced to peck at models constructed
to resemble, {in different degrees}, the bill of the
parent].
두 개의 [ ] 가 but 으로 연결되었으며, 대명사 it 은 The
chick을 가리킨다. { }는 부사어구로서 resemble과 그 목

pitch 음의 높이를 조정하다
mimic 흉내 내다
at first glance 언뜻 보기에
illuminate 설명하다

적어 사이에 삽입되어 있다.

Word Search
| 정답 |

1. fairness 2. open-minded 3. exclaim

어휘 및 어구

stimulus 자극
releaser 해발인(解發因) (동물에 특정 행동을 유발시키는 소리·냄새·
몸짓·색채 등의 자극)

Exercise 8

정답

③

소 재

재갈매기 부리에 있는 붉은 반점의 역할
해 석

herring gull 재갈매기
chick 새끼 새
noted for ~로 유명한
bill 부리
peck 쪼다
in the direction of ~의 방향으로

자극 해발인(解發因)의 한 예는 재갈매기 새끼의 행동에서 찾을 수

coordinate 조정하다

있다. 부모 갈매기들은, 죽은 고기를 먹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induce 유도하다

데, 둥지로 돌아와 새끼를 위해 먹이를 토해 낸다. 재갈매기의 부리

construct 설치하다

는 색이 누르스름하지만, 그것은 또한 아래쪽 부리에 밝은색의 붉은

barely 거의 ~ 아니게

반점이 있다. 부모의 부리가 열리면 새끼는 붉은 반점 방향으로 쪼

appearance 생김새

아 먹이를 받는다. 부모와 새끼의 행동은 이런 식으로 먹이 주기에

situate 놓다

맞게 조정되어 있다. 새끼는 보통 부모의 부리를 쪼지만, 그것은 또

in the absence of ~이 없을 때에

한 서로 다른 정도로, 부모의 부리를 닮도록 설치된 모형들을 쪼도
록 유도될 수도 있다. 새끼들은 비록 그 모형들이 물리적 생김새에
서 부모의 부리와 거의 닮지 않았지만, 그 모형이 쪼기에 편리한 위

Word Search
| 정답 |

1. bill 2. coordinate 3. situate

치에 붉은 반점이 놓여 있다면, 모형을 향해 쪼아 댄다. 그 반점이 없
을 때는, 그 모형이 다른 면에서 부모의 부리와 매우 닮았다고 하더
라도, 쪼기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분명히, 그 붉은 반점은 쪼는
반응을 촉발하는 것으로서 역할을 한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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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9

정답

②

소 재

AI의 발달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
해 석

결정적으로, AI와 관련해, 우리의 장래 운명은 사악한 터미네이터 로
봇 군대의 위협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AI가 인간의 목표
를 공유할 내재된 이유가 없다는 사실과 관련된 것이다. 지금은 그
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징
후가 있다. 그것은 필시 우리보다 더 똑똑해질 것이고, 곧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최고의 열망의 대상에 맞추어

concern 관심
compassion 연민
manage to do 어렵사리 ~하다
precious 소중한
install 설치하다
algorithmic 알고리즘의, 알고리즘에 의한
virtue 미덕
guarantee 보장
틀리기 쉬운 유형편

것이 우리를 사랑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지만, 스마트 기술이 곧 우리

logic 논리

abandon 버리다
Word Search
| 정답 |

1. prospective 2. design 3. compassion

설계하지 않는다면, 생각하는 기계가 정하는 우선순위는 우리에게
완전히 이질적일 수도 있다. AI는 사랑에서 연민, 평화에 이르기까
지의 인간적인 관심보다는 그 자체의 논리에 의해 동기가 부여될 것
이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공유하는 AI를 어렵
사리 설계해서 그 안에 미덕에 대한 알고리즘의 감각을 설치한다 해
도, 그것이 더 독립적이 됨에 따라, 그러한 이상을 버리지 않을 것이
라는 보장은 없다.
문제 해설

AI와 관련한 장래의 문제는 그것이 사랑, 연민, 평화 등의 인
간적인 관심보다는 그 자체의 논리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는 것
이라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빈칸에는 ② ‘인간의 목표를
공유할’이 가장 적절하다.
① 미래를 예측할
③ 위험한 일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④ 우리의 데이터가 공격받는 것을 보호할
⑤ 인간이 더 창의적으로 일하도록 도울
구조 분석

Exercise 10

정답

①

소 재

극단적인 긍정적 사고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
해 석

아마도 자신의 부정적인 프로그램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자신을 불쾌하게 할 것들을 옳은 것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길러 왔
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불쾌한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고, 겉으
로 보기에만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실제 트렌드로 자
리 잡은 이른바 긍정적 사고는 다음의 원칙, 즉 과도한 즐거움을 창
출하는 것이 행복한 삶으로 가는 열쇠라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 전략은 종종 환상의 세계에 사는 결과를 낳는다. 극
단으로 치닫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를 불쾌하게 할 어떤 것도
거부하거나, 재해석하거나, 혹은 억압하게 만들게 된다. ‘어떤 대가
를 치르더라도 미소를 지으며 사물의 그늘진 면을 보지 않는 것’은

are signs {that our smart tech may soon understand
us better than we understand ourselves}].
두 개의 [ ]가 but으로 연결되었으며, { }는 signs와 동격

단기적으로는 기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전략이지만, 장기적으로

관계의 명사절이다.

된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이중성과 삶 자체의 본질을 부정하는

	

■ For now, [it neither loves us nor hates us], but [there

어휘 및 어구

prospective 장래의
inherent 내재된
design 설계하다, 도안하다
in alignment with ~에 맞추어
aspiration 열망(의 대상)
priority 우선순위
alien 이질적인

는 불만의 병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이것이 아
름답다”, “이것이 옳다” 외에 다른 해석을 요구하는 것들에 직면하게
것을 의미한다.
문제 해설

긍정적 사고가 종종 환상의 세계에 사는 결과를 낳고, 극단적
으로 치닫게 되면,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빈칸에는 ① ‘과도한 즐거움을 창출하는 것’
이 가장 적절하다.
②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
③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
04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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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④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⑤ 문제에 관하여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

다. 우리가 영화 속에서 시사 문제들과의 쉬운 유사점을 찾기 시작
하면, 우리는 영화가 말하는 것을 놓친다. 영화를 제작하는 것은 많
은 시간이 걸리며, 오늘날 뜨거운 관심을 받는 주제가 영화의 대본

구조 분석
	

■ Perhaps [owing to their negative program], many

people have developed the habit of interpreting things
as right [that should naturally displease them].
첫 번째 [ ]는 전치사구이며, 두 번째 [ ]는 things를 수식
하는 관계절이다.
	

■ This enables them [to avoid the unpleasant negative

feelings], and [to seemingly only experience joy].
두 개의 [ ]가 and로 연결되어 enables them에 병렬 구조
로 이어지고 있다.
어휘 및 어구

이 쓰이고, 그 자금이 공급되며, 촬영되던 그 시기에 뜨거운 관심
을 받던 주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에 Pixar의
WALL·E가 극장에서 개봉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환경
운동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결국, WALL·E
의 이야기는 작업화 속에서 자라는 작은 식물을 통해 과도한 오염으
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An Inconvenient
Truth가 최근 2007년 최우수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오스카상을 수
상했으며,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환경이 일관된 쟁점이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작가 겸 감독 Andrew Stanton이, 지구가 쓰레기
로 덮여 있고 우리의 로봇 영웅이 단 하나의 살아 있는 식물을 발견

owing to ~ 때문에

한다는 점을 포함하여 이 영화를 처음 구상했던 것은, 1999년, 즉
당시의 환경 운동이 오스카상을 수상하고 대선 후보들에 의해 토론

interpret 해석하다

되고 있기 훨씬 전이었다.

displease 불쾌하게 하다

문제 해설

enable ~ to ... ~이 …하게 하다

영화 WALL·E의 경우 환경 문제나 대통령 선거 이슈가 논의되
기 훨씬 전에 계획이 되었다는 사례를 제시하며, 영화가 시사
문제를 염두에 두고 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영
화가 말하는 바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
므로 빈칸에는 ① ‘영화가 항상 시사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이 가장 적절하다.
② 사회 문제에 관한 영화가 대중적일 수 있다는
③ 로봇이 등장하는 영화를 아이들이 더 좋아한다는
④ 영화 속에 묘사된 미래는 대개 부정적으로 제시된다는
⑤ 환경을 주제로 한 영화는 많은 외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필
요로 한다는

seemingly 겉으로 보기에
of late 최근에
strategy 전략
result in ~한 결과를 낳다
illusory 환상의
extreme 극단
denial 거부
repression 억압
at any price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shadowy 그늘진
discontent 불만
be confronted with ~에 직면하다

구조 분석

other than ~ 외에, ~과 다른

■ [Making a movie takes a lot of time], and [the hot
	

duality 이중성

topics of today likely weren’t the hot topics of the
day {when the movie was written, financed, and
filmed}].
두 개의 [ ]가 and로 연결되어 있으며, { }는 the day를 수

Word Search
| 정답 |

1. displease 2. illusory 3. discontent

식하는 관계절이다.

Exercise 11

정답

①

소 재

영화의 시사성에 대한 오해
해 석

영화가 항상 시사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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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ogy 유사점
current 현재의
finance 자금을 공급하다
release (영화를) 개봉하다
center around ~에 초점을 맞추다
via ~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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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boot 작업화

③ 반복적인 훈련은 성취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④ 인위적으로 감정을 만들어내려 하는 것은 다양한 부정적 영
향을 미친다.
⑤ 슬픔과 행복은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inconvenient 불편한
consistent 일관된
conceive of ~을 구상하다, 상상하다
garbage 쓰레기

구조 분석

debate 토론[논의]하다

■ One example is found in a simple experiment [carried
	

candidate 후보

Word Search
| 정답 |

1. center 2. win 3. debate

어휘 및 어구

Exercise 12

정답

②

소 재

행위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
해 석

특정 감정의 ‘인공물’ 상태는 대략 1세기 전에 William James와
Carl Lange가 제기한 것으로 유명하다. 자주 인용되는 구절에서
James는 떠는 행동은 두려움을 일깨우고, 우는 행동은 슬픔을 일
깨운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 ‘James-Lange’ 감정 이론은 변화
가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어느 중요한 연구가 그 이론을 뒷받침
한다. 한 예는 Fritz Strack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실시된 간단한
실험에서 발견되는데, 그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연필을 입에 물고 있
으라고 요청을 받았다. 한 조건에서, 참가자들은 그들의 입술이 연필

틀리기 쉬운 유형편

out by Fritz Strack and his colleagues] [where
participants were asked to hold a pencil in their
mouth].
첫 번째 [ ]는 a simple experiment를 수식하는 분사구이
고, 두 번째 [ ]는 a simple experiment carried out by
Fritz Strack and his colleagu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depict 묘사하다

artifact 인공물, 작위적인 결과
roughly 대략
quote 인용하다
evoke 일깨우다
trembling 떨림
colleague 동료
contrasting 대조적인
have an effect on ~에 영향을 끼치다
grasp 잡다, 쥐다
trace ~의 원인[유래]을 알아보다
flexing 휨, 굽힘
Word Search
| 정답 |

1. quote 2. evoke 3. grasp

에 닿지 않게 치아를 사용하여 연필을 잡았다. 대조적인 조건에서,
참가자들은 입술로만 연필을 잡았다. Strack은 참가자들이 연필을
잡는 방식이 그들이 느끼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연필을 치아 사이에 끼우고 잡는 것은 입술로 그것을
잡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행복하다고 느끼게 한다. 그 차이는 광대
뼈 근육의 휨에서 비롯될 수 있는데, 치아 사이에 연필을 붙잡고 있
는 것은 미소 짓는 것과 매우 유사한 것을 만들어 낸다. 여러분은 행
복할 때 웃을 뿐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을 느낄 수도 있다.
문제 해설

두려움, 슬픔과 같은 감정이 행위에 의해서 일깨워지고, 연필
을 이 사이에 끼우고 잡아 마치 미소를 지을 때와 같이 되도록
표정을 만들어 다른 경우보다 더 행복감을 느끼게 했다는 내용
이므로, 밑줄 친 The “artifact” status of certain emotions
가 의미하는 바는 ② ‘감정은 특정한 신체적 표현에 의해 생길
수 있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예상치 못한 환경에의 노출은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다.
04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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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Week 3

1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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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④
8④

강

본문 54~65쪽

3⑤
9②

4⑤
10 ③

Exercise 1

5④
11 ①

6④
12 ⑤

정답

④

소 재

서비스 결과물의 품질 평가
해 석

소매 서비스와 관련된 어려움 중 하나는 고객이 받는 서비스의 품
질에 대한 관리와 소매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품질 수준이 고객에
게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대한 관리이다. 예를 들어, 미용실에서 결
과물의 품질은 미용사의 솜씨와 각각의 고객이 그들의 새로운 스타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달려 있다. 만들어진 스타일에 대한 개별
고객의 만족도와 서비스 결과물의 품질은 미용이 끝나야 충분히 평
가될 수 있다. 그러나 고객은 미용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같은 유형
의 지표에 의해 본질적으로 무형인 제품에 대한 평가에 도움을 받
는다. 만약 미용실이 유행하는 장식이 있으면서 깨끗하고, 미용사들
이 세심하게 옷을 입고 있고 그들의 미용 자격 증명서를 볼 수 있다

{the stylists are carefully dressed} and {their styling
qualifications accessible}], [this ‘physical evidence’
will send positive messages to customers about the
level of quality {they are likely to receive in the
service product}].
첫 번째 [ ]는 If가 이끄는 조건절인데, 그 안의 세 개의 { }
가 등위절로 연결되었으며, accessible 앞에는 are가 생략되
었다. 두 번째 [ ]가 주절이며, 그 안에서 { }는 the level
of quality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retailing 소매(업)
retail outlet 소매점
assess 평가하다
assessment 평가
indicator 지표, 표시기
decor 실내 장식
qualification 자격 증명서, 자격
accessible 이용할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match 맞추다
Word Search
| 정답 |

1. retail 2. assess 3. qualification

면, 이 ‘물리적 증거’는 고객들에게 그들이 받게 될 서비스 결과물의
품질 수준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높아지는 생활
수준은 고객들이 자신들의 일반적인 생활 방식에 맞춰 더 높은 수준
의 서비스를 원하도록 하기 때문에, 서비스 소매업의 서비스 품질이
중요하다.
문제 해설

④ the level of quality 를 수식하는 관계절(they are ~
service product)에서 they는 the level of quality를 받는 주
체인 customers를 가리키므로, be received를 receive로 바
꾸어야 한다.
① 뒤에 완전한 절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is control of ~에서
전치사 of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을 이끄는 how는 어법에 맞
는 표현이다.
② the style은 produce의 대상이므로 the style을 수식하는
과거분사 produced는 어법에 맞는 표현이다.
③ in which는 in the environment의 의미로서 이어지는 절
에서 부사어구의 구실을 하므로 올바른 표현이다.
⑤ make는 사역동사이고 customers가 want의 주체이므로
원형부정사 want는 어법에 맞는 표현이다.
구조 분석
	

■ [If {the salon is clean, with a fashionable de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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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2

정답

④

소 재

정치 토론에서 비언어적인 행동과 유권자의 반응
해 석

정치 토론의 상황에서, 텔레비전 시청자의 비언어적 행동은 후보자
들의 수행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다. 예를 들어, 운동 신경 세포 및 그와 관련된 인지 구조가 후보의
행동에 대한 모방된 반응을 생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연구에서
보여 준다. 즉, 후보자의 미소를 볼 때 관찰자의 얼굴 근육은 미소
를 짓거나 미소를 지을 준비를 하는 것으로 반응한다. 더구나 온라
인상에서 구현되는 과정 동안에 표현되는 진정한 미소는 자극에 대
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보 처리를 편향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연구에서 보여 준다. 그러므로 화면상에서 후보가 웃는 모습을 보이
면 그 미소를 흉내 내는 당파심이 강한 시청자는 그 후보에 대한 긍
정적인 믿음을 형성하거나 강화할지도 모른다. (경쟁 후보 간 토론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들[유권자
들]의 지식을 아주 많이 향상시키고 민주적인 참여도 높일 수 있는

EBS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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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당파심이 강한 한 유권자가 상대 후

Exercise 3

정답

⑤

보의 연설 도중 선호하는 후보의 혐오 표현을 흉내 낼 때, 그 유권자
소 재

의 혐오 표현은 그 후보의 상대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 반응
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다양한 분야가 관련된 건축의 특징

문제 해설

	

■ As such, [when a candidate on screen is seen

smiling], [partisan audience members {who mimic
that smile}] may construct or reinforce positive
beliefs about the candidate.
첫 번째 [ ]는 when이 이끄는 부사절이다. 두 번째 [ ]는
주절의 주어이며, { }는 partisan audience member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context 상황, 맥락
nonverbal 비언어적인
candidate 후보
indicate 보여 주다, 나타내다
motor neuron 운동 신경 세포
mimic 모방하다, 흉내 내다 (- mimicked - mimicked)
react 반응하다
authentic 진정한, 진짜의
embody 구현하다, 구체화하다
bias 편향되게 하다; 편향
construct 형성하다, 구성하다
reinforce 강화하다
significantly 아주 많이, 상당히
democratic 민주적인
alternatively 그렇지 않으면, 그 대신에
display 표현, 표명, 전시
disgust 혐오; 싫어지게 하다
opponent 상대, 적
Word Search
| 정답 |

1. candidate 2. mimic 3. reinforce

다. 많은 연구자들은 다양한 연구 문화를 가진 다른 학문 분야 출신
이다. 따라서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방법도 다르다. (C) 그 성
과와 방법은 많은 경우 서로를 잘 모르면서[서로 교류 없이] 각 분야
의 학술지에 실리는데, 어떤 것들은 사무실에서 행해지고 연구로 분
류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실리지도 않는다. 건축 연구의 많은 분
야에서 방법론적이고 과학적인 작업이 오랫동안 자리 잡아 왔다.
(B) 예를 들어, 여기에는 건축과 역사 이론이 포함되며, 구조와 건축
기술의 공학 분야도 또한 포함된다. 반면에 핵심 분야인 건축 설계는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설계 과정은 건설, 재료 과학, 건축 물
리학, 제조 기술, 컴퓨터 과학, 기하학, 미학, 사회학, 철학 그리고 역
사와 같은 많은 연관 분야와 관련이 있다. (A) 건축의 경우, 이러한
학문 분야들이 그것들을 고려할 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
의 계획, 설계 및 실행 속에 서로 맞물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아마도 설계 분야의 과학적 작업이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다른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문제 해설

주어진 글에서 건축가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분야의 연구자
들도 건축 관련 주제를 연구하기 때문에 연구 성과뿐만 아니
라 연구 방법도 다르다고 말했다. (C)의 첫 문장에 나온 They
는 주어진 글의 research approaches as well as research
achievements를 가리키므로 주어진 글 다음에 반드시 (C)가
이어져야 한다. (C)에서는 건축 연구의 많은 분야에서 자리 잡
은 방법론적이고 과학적인 작업에 대해 말했으며, (C)에 대한
예시에 해당하는 (B)가 다음에 이어져야 한다. (B)의 마지막 문
장에서 건축 설계 과정은 여러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음을 언
급했다. (A)의 첫 문장에 나온 these disciplines는 (B)에서 상
술한 여러 분야를 가리키며, (A)에서는 이러한 분야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C)-(B)-(A)’이다.
구조 분석

■ They are published in journals of each discipline,
[often not knowing from each other]; some are not
	

구조 분석

해 석

단지 건축가들만이 건축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

even published, [as they were done in offices and not
labeled as research].
첫 번째 [ ]는 앞 절(They ~ discipline)의 내용을 부가적으
로 설명하는 분사구문이며, 두 번째 [ ]는 이유를 나타내는
05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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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기 쉬운 유형편

이 글은 정치 토론을 시청하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행동을 모방
하는 비언어적인 행동이,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 갖는 감정적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④는 경
쟁 후보 간의 토론을 통해 유권자에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
는 것이 유권자의 지식 향상과 민주적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
향을 언급하고 있어서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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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므로 do가 어법상 적절하다.
(B) divide and replace의 주어와 목적어가 brain cells로 동
일하므로 목적어 자리에 재귀대명사 themselves가 어법상 적
절하다.
(C) 뒤에 이어지는 부분(humans live)과 함께 선행사 the
maximum number of years를 수식해야 하므로 관계사 that
이 어법상 적절하다.

부사절이다.
어휘 및 어구

architect 건축가
discipline (전문) 분야
achievement 성과, 업적
essential 필수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separate 분리된, 떨어진

구조 분석

interlock 서로 맞물리다

■ It’s a mystery [why some individuals maintain keen
mental abilities much longer than do others]; indeed,
	

implementation 실행, 이행, 완성
core 핵심

publish 싣다, 게재하다, 출판하다

[it may be brain cell loss that determines human life
span].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첫 번째 [ ]는 내용상의 주어이다.
두 번째 [ ]에서는 「it may be ~ that ...」의 강조구문이 사

journal 학술지, 저널, 정기 간행물

용되었다.

refer to ~과 관련이 있다, ~을 언급하다
geometry 기하학
aesthetics 미학

label 분류하다

어휘 및 어구

methodological 방법론적인

contain 포함하다, 담다

establish 자리 잡게 하다, 확립하다, 설립하다

get through ~을 헤쳐 나가다
catch up with (문제 등이) ~의 발목을 잡다, ~을 따라잡다

Word Search
| 정답 |

1. architect 2. interlock 3. aesthetics

eventually 결국, 궁극적으로
deterioration 악화
virtually 거의, 사실상

Exercise 4

정답

⑤

소 재

뇌세포 손실과 수명의 관계
해 석

두뇌는 매우 많은 신경 세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대부
분은 정신적으로 쇠약해질 정도로 아주 많은 세포를 잃지 않고 삶을
살아 나갈 수 있다. 하지만, 결국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의 손실이 실
제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결국 정신적 악화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명민한 정신적 능력을
훨씬 더 오래 유지하는지 알 수 없지만, 사실상 인간의 수명을 결정

maintain 유지하다
keen 명민한, 예리한
determine 결정하다
life span 수명
eliminate 제거하다
fatal 치명적인
extend 연장하다, 확장하다
life expectancy 기대 수명
appreciably 눈에 띄게
Word Search
| 정답 |

1. virtually 2. eliminate 3. fatal

하는 것은 바로 뇌세포 손실일 수도 있다. 우리가 심장마비, 암, 그리
고 다른 치명적인 질병들을 없앨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절대 수명을 연장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Exercise 5~6

정답

5. ④ 6. ④

뇌세포는 스스로를 분열시키고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평
균 기대 수명은 1900년에 약 50세에서 오늘날 80세가 넘을 정도
로 1900년 이래로 60퍼센트 넘게 증가했지만, 인간이 사는 최대
수명은 고대 이래로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문제 해설

(A) 앞에 나온 동사 maintain을 대신하는 대동사가 쓰여야 하

40

소 재

팀 경기를 위한 철저한 준비
해 석

스포츠 경기에서 팀은 당일 경기 능력과 상대방을 패배시키는 정
도에 따라 이기거나 진다. 여러 스포츠에 걸쳐 가장 재능 있는 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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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 반드시 이러한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

■ The team [that considers each of these factors] in

략 개발의 토대를 제공한다. 이것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면 잘 계획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실수를 통해 배울 기회를 잡는 것은 이

turn will stand the greatest chance of [living up to
its potential and ultimately being successful and
realizing its potential].
첫 번째 [ ]는 The team을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두 번째
[ ]는 전치사 of의 목적어에 해당한다. 두 번째 [ ]에서 세

미 팀에게 너무 늦을 수도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모든

개의 동명사는 병렬 구조를 이룬다.

되고 심사숙고한 전략이 이러한 실패가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
할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스포츠 팀들이 많은 결승전에 올라가
지 못하거나, 리그 우승이나 선수권 획득의 위치에 자주 있지 못할

제점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말이 달아난 후에 문을 닫는 것)보다
팀이 잠재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예측하는
(→ 과거를 돌아보는) 접근법은 분명히 가능하고 되돌아와 성공을
거두는 팀의 많은 사례가 존재하지만, 다른 많은 팀들은 또 다른 기
회를 얻지 못한다. 따라서 팀이 최대한의 성공 가능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한 팀
의 계획 및 효과적인 준비는 많은 성공적인 팀에서 일관된 경기력이
중요할 때, 그것의 토대를 제공한다. 스포츠 팀의 경우 이러한 요인
들은 기술적, 전술적,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라는 5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 각각을 고려하는 팀이 결국
팀의 잠재력에 부응하며, 궁극적으로 성공하고 그 잠재력을 실현할
가능성이 가장 많을 것이다.
문제 해설

어휘 및 어구

competition 경기, 시합, 경쟁
defeat 패배시키다, 이기다
underdog 약체, 약자
momentary 순간적인
slip 떨어짐, 약화, 미끄러짐
concentration 집중력, 전념
paralyze 무력하게 하다, 마비시키다
ensure 보장하다
well-thought-through 심사숙고한
strategy 전략
in view of ~의 관점에서 볼 때
make sense 타당하다, 이치에 맞다
have all the bases covered 기본적인 모든 것을 갖추다
impact upon ~에 영향을 미치다

5 경기 후에 문제점을 고치려고 하기보다 팀이 최대한의 성공

consistent 일관된

가능성을 성취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글의 핵심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④ ‘계획과 준비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
입하라’가 가장 적절하다.
① 연습을 한다고 항상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② 각 경기 직후에 문제점을 고치도록 노력하라
③ 잠재력을 성취하도록 구성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라
⑤ 예기치 못한 것: 스포츠 팬을 끌어들이는 요소
6 실수를 통해서 배우거나 경기 후에 문제점을 고치려고 노력
하는 것으로는 또 다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d)의 predicting(예측하는)을 retrospective(과거를 돌아보
는)와 같은 낱말로 고쳐야 한다.

category 범주, 부문

구조 분석

tactical 전술적인
stand the chance of ~할 가능성이 있다
live up to ~에 부응하다
ultimately 궁극적으로
Word Search
| 정답 |

1. defeat 2. strategy 3. category

Exercise 7

정답

③

소 재

	

■ [Taking this one step further] can ensure [that well-

틀리기 쉬운 유형편

것을 갖추면서, 처음부터 효과적으로 계획하는 것, 즉 경기 후에 문

	

진 결과로 경기가 바뀔 수 있고, 큰 경기에 대한 압박으로 팀이 무력



해질 수 있다. 팀이 실패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미

는 ensure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명사절에서 ‘~이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prevent +목적어
+ from + -ing」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 ‘약체 팀’에게 패한 많은 사례가 있다. 집중력이 순간적으로 떨어

planned and well-thought-through strategies can
prevent these failures from happening at all].
첫 번째 [ ] 는 주어로 쓰인 동명사구이고, 두 번째 [ ]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식량 불안정
해 석

식량 불안정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변동 때
05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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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문에 발생될 수 있다. 많은 도시에서, 고소득 거주자들의 유입을 통

revitalize 생기를 회복시키다

해 지역 전체에 생기가 회복되는 과정인 ‘젠트리피케이션’에는 바람

influx 유입

직하지 않은 부수적 효과가 있다. 예전에는 저소득 지역이었던 곳

undesirable 바람직하지 않은

에 새로운 거주자들이 등장하는 것은 보통 부동산, 임대, 서비스, 그

dweller 거주자, 주민

리고 음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상승시킨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운동

real estate 부동산

에 동참하는) 소규모 식당, 미식 카페, 그리고 자연식품 가게가 새로

gourmet cafe 미식 카페

온 사람들의 필요와 기호를 만족시키기 위해 개업한다. 도시들이 지

cater to (~의 요구 등을) 만족시키다

난 몇십 년간 지역 사회 각계각층의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려고

walk of life 계층, 계급

세웠던 시장들은 부유한 소비자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여가 공간인,

glamorous 화려한, 매력이 넘치는

화려한 식품 전문판매점으로 바뀐다. 예전에 산업 활동을 목적으로

leisure 여가

했던 버려진 공장들과 그 근처 일대는 음식 혁신, 창의적 제조업, 그

hub 중심지

리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새로운 식당을 위한 중심지가 된다. 하지만

intriguing 호기심을 자극하는, 아주 흥미로운

물가가 필연적으로 올라 적당한 가격의 음식을 찾는 것을 어렵게 만

inevitably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든다. 이러한 변화는 흔히 결국 기존 지역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계

affordable 적당한 가격의, 감당할 수 있는

층이 (물가를) 더 감당할 수 있는 장소로 어쩔 수 없이 이주하게끔

segment 계층, 부분

만든다.

preexisting 기존의

구조 분석

Tips
•gentrification(젠트리피케이션): 도심 인근의 낙후 지역에 상류층의 주거
지역이나 고급 상업가가 새롭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farm-to-table(농장에서 식탁까지):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지
농장에서 재배한 유기농 농산물을 직접 확보하여 식자재로 사용하려는 운동
을 일컫는다.

Exercise 8

정답

④

소 재

제품 포장 디자인과 소비자 경험의 중요성
해 석

포장 디자인이라는 요소는 제품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효과적인 포장 디자인은 제품이 소비자의 주목을 얻고 정보를 전달
하며 소비자에게 감각 자극을 제공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

	

■ Food insecurity can be generated by dynamics [that

1. revitalize 2. glamorous 3. intriguing



③ 주어의 핵심어인 The markets를 관계절이 수식하여 길어
진 주어부에 호응하는 술어 동사가 없으므로 being을 복수형
동사 are로 바꿔야 한다.
① whole neighborhoods are revitalized through the
influx of higher-income inhabitants라는 필수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춘 절이 뒤따르고 있으므로 「전치사+관계대명사」의 형
태로 사용된 through which는 어법상 적절하다.
② 주어부(The arrival ~ neighborhoods)에서 주어의 핵심어
는 단수형 명사 arrival이므로 단수형 동사 pushes는 어법상
적절하다.
④ 수식을 받는 Abandoned factories and whole
neighborhoods 가 dedicate 의 대상이므로 과거분사
dedicated가 쓰인 것은 어법상 적절하다.
⑤ making 다음에 목적어인 finding affordable food가 이어
지고 그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필요하므로 형용사인 difficult가
어법상 적절하다.

Word Search
| 정답 |



문제 해설

may appear overall positive].
주어 Food insecurity는 술어 동사 generate의 주체가 아
닌 대상이므로 수동태가 사용되었다. [ ]는 dynamics를 수
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이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제조사는 새로운 포장을 디자인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이 분야의 문헌은 전체 제품의 일부로서
포장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포장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이
제품 자체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경험은 물리적 상호 작용 없이 사진 속에서 제품을 단순히
시각화하는 간접 경험에서부터 제품과 포장을 만지거나 사용하는

dynamic 변동, 원동력

직접 경험까지 다양하다. (연구 결과는 매장에서 산 브랜드가 제공하

neighborhood (어떤 특징을 가진) 지역, 이웃

는 경험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것의 소비자가 매장 자체의 브랜드에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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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을 갖게 될 가능성이 더욱더 크다는 생각을 실증적으로 뒷받침

Exercise 9

정답

②

한다.) 연구자들은 단지 포장 그 자체의 사진만 보는 대신, 포장을 직
소 재

접 경험한 후 포장과 그 내용물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분석함으로
써 가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쿠아포닉스 농법

문제 해설

구조 분석

해 석

수경 재배는 (폐고리 시스템 내에서 물을 재순환/재활용함으로써)
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완성된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걸
리는 시간에 있어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상추는 토양 기반 시스템
에서는 다 자라는 데 45일에서 48일 걸리는 것에 비해, 다 자라는
데 겨우 26일에서 30일만 필요하다. (B) 아쿠아포닉스는 그런 이점
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물고기를 그 (재배) 상황에 도입한다. 물고
기는 분명 다른 무리의 새로운 수확물을 제공하며 또한 수경 작물에

can be gained from {exploring a consumer’s
evaluation of the package and its contents after a
direct experience with the package instead of merely
looking at a picture of the package itself}].
[ ]는 have suggest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 }는 from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instead of는 ‘~하는 대

유기질 비료의 원천도 제공한다. 식량 작물에 물고기 배설물이 있는

	

■ Researchers have suggested [that valuable insights

신’이라는 뜻이다.
어휘 및 어구

element 요소, 성분
package 포장(물)
crucial 매우 중요한, 중대한, 결정적인
ensure 보장하다
gain 얻다, 획득하다
notice 주목, 주의, 통지
communicate 전달하다
sensory 감각의
stimulation 자극
literature 문헌, 문학
emphasize 강조하다
range from ~ to ... (범위가) ~에서 …까지 다양하다
merely 단순히, 단지
handle 만지다, 다루다
empirical 실증적인

물을 재순환시킴으로써, 물고기 배설물이 식물에 의해 영양분으로
모두 사용된다. (A) 이것은 실제로 물고기 배설물 없이 그 물을 ‘정화
하고’ 그런 다음 그 물은 다시 어항으로 재순환된다. 대부분의 아쿠
아포닉스 재배자는 틸라피아와 같은 식량원이 될 물고기를 사용하
지만, 일부 재배자는 관상용 조경 연못에 사용되는 코이 잉어, 금붕
어와 같은 종도 기르고 있다. (C) 그것은 모두 지역 시장이 요구하는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뒤뜰에서 키우는 경우, 그것은 식당
접시에 올려놓고 싶은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틸라피아와 배
러먼디는 아쿠아포닉스에서 기르는 두 가지 흔한 종이지만, 나는 또
한 호주에서는 송어와 농어,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는 심지어 민물새
우도 기르는 시스템을 본 적이 있다.
문제 해설

수경 재배가 농작물 재배 기간에 있어 효율적이라는 점을 상
추를 예로 드는 주어진 글 다음에, 아쿠아포닉스는 그런 이점
(those benefits)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식량 작물에 물고기의 배
설물이 있는 물을 재순환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의 (B)가 이어진
후, 이 물은 정화되어 어항으로 다시 재순환되고, 재배자에 따
라 물고기가 다르다는 내용의 (A)가 이어지고, 여러 요구에 따
라 물고기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그 예시가 제시되는 (C)로 마
무리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는 ② ‘(B)-(A)-(C)’가 가장 적절하다.
구조 분석

■ Most aquaponic growers use fish [that will be a food


likelihood 가능성

틀리기 쉬운 유형편

포장 디자인은 제품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고, 포장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이 제품 자체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매장 자체 브랜드에 대한 경험과
소비자들의 애착 관계에 관한 내용인 ④는 전체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다.

become attached to ~에 애착[애정]을 갖게 되다
store brand 매장 자체의 브랜드
insight 통찰력
explore 분석하다, 탐구하다
Word Search
| 정답 |

1. element 2. gain 3. emphasize

source, such as tilapia], but some are also raising
[species such as koi and goldfish, {which are used in
ornamental landscape ponds}].
첫 번째 [ ]는 fish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 ]는
raising의 목적어이고, { }는 species such as koi and
goldfish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관계절이다.
05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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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도 있다. 그의 미각이 바뀔 수도 있고, 자신의 신체 요구를 만족시키

어휘 및 어구

recirculate 재순환하다

려는 무익한 시도를 하기 위해 그는 인공적으로 맛을 내고 조미료를

produce 농작[농산]물

넣은 간식과 단 음식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될지도 모른다.

lettuce 상추

문제 해설

mature 다 자라다, 성숙하다

③ 선행사가 produce이고,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what을 which나 that으로 고쳐야 한다.
① 주어의 핵심어가 the fruits and vegetables이므로 복수형
동사 are는 어법상 적절하다.
② whether가 이끄는 절이 verify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므
로 수동태인 been verified는 어법상 적절하다.
④ to eat은 his natural impulse를 수식하는 to부정사이므로
어법상 적절하다.
⑤ 부사인 increasingly는 동사 turn을 수식하므로 어법상 적
절하다.

compared to ~에 비해
in effect 실제로
polish 정화하다, 윤이 나게 하다
tilapia 틸라피아(아프리카 동부·남부 원산의 민물고기)
koi 코이 잉어(흔히 연못에 넣어 키우는 일본 원산 비단잉어)
ornamental 관상용의, 장식용의
equation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문제], 방정식
obviously 분명히
harvest 수확물[량]
crop 무리, 작물

구조 분석

organic food source 유기질 비료의 원천
plate 접시, 쟁반
barramundi 배러먼디(오스트레일리아·서남아시아의 강에 사는 담수어)
common 흔한, 공통의
trout 송어
bass 농어

어휘 및 어구

Word Search
| 정답 |

■ Nevertheless, as a working hypothesis, it is probably
safe [to assume {that produce <which looks pretty but
has no taste> is less desirable in the diet}].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 }는
assum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 >는 produce
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nutrient 영양분

flavor 맛, 풍미

1. mature 2. harvest 3. nutrient

superior 우수한, 우월한
logical 타당한, 논리적인
protein 단백질

Exercise 10

정답

③

소 재

맛없는 음식 섭취로 인한 부정적 영향
해 석

최고의 맛을 가진 과일과 채소가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은 모
든 문화에서 공통된 믿음이다. 우리의 입맛이 우리를 가장 가치 있
는 음식으로 이끌도록 진화했으리라는 것은 타당하다. 맛이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의 질과 양을 반영하는지, 혹은 그것이 음식의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른 영양소나 속성의 지표인지는 실험실에서 입증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가설로서, 보기에는 예쁘지만
맛이 없는 농산물은 식단에서 덜 바람직하다고 가정하는 것이 아마
안전할 것이다. 맛없는 과일과 채소에서 비롯되는 몇몇 분명히 부정
적인 영향들이 있다. 예를 들어, 만약 파슬파슬하고 특별한 맛이 안
나는 과일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 아이가 그것을 외면하게 된다면,

index 지표
as yet 아직
property 속성, 재산
verify 입증하다
produce 농산물
desirable 바람직한
impulse 충동
divert 바꾸다, 전환하다
artificially 인공적으로
seasoned 조미료를 넣은
Word Search
| 정답 |

1. flavor 2. verify 3. impulse

Tips
working hypothesis(작업가설): 실험, 관찰, 조사 등으로 다음에 검증받아
야 할 임시 명제. 이론적 가설보다 구체적이다.

그러면 그는 신선한 음식을 먹으려는 자신의 타고난 충동을 잃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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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11~12

정답

11. ① 12. ⑤

소 재

기술과 ADHD의 관계
해 석

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보아, 기술이 집중력을
잃어버리도록 길들일 수 있다는 문맥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e)의 improve(향상하다)를 lose(잃어버리다)와 같은 어휘로
바꿔야 한다.
구조 분석

■ The problem is [that the attention and concentration

(ADHD)나 주의력 결핍 장애(ADD)를 앓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기
조절이나 자기 통제가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 알고 있다. 교사와

{needed for video games and television} is not the
same {that is needed in school as well as other areas
in real life}].
[ ]는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첫 번째 { }는
the attention and concentration을 수식하는 분사구이고,
두 번째 { }는 the same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특히 좌절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 기술의 오용이 주의력 결핍 장애
에, 만약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나는 교사 및 부모들과 대화
할 때 종종 그 질문을 받는다. 실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서
서히 늘어나고 있다. ADD를 작업 기억의 과부하와 연관시키는 연
구들이 있다.
ADHD가 있는 아이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교실에서 집중하지 못
한다는 교사의 불평 때문에 종종 당황한다. 하지만 집에서는 그 똑
같은 아이가 한 번에 몇 시간 동안, 완전히 집중한 상태로, 비디오 게
임을 하고 텔레비전을 볼 수 있다. 아이가 (또는 그 문제에 관하여 다
른 어느 누구든) 긴 시간 동안 화면에 집중할 수 있는 이유는 도파민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물론 매우 기쁜 일
이다. 문제는 비디오 게임과 텔레비전에 필요한 주의력과 집중력이
실생활의 다른 영역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필요한 것과 같은 것이 아
니라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화면 앞에서의 긴 시간은 ADHD의 결과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또한 (ADHD의) 원인일 수도 있다. 화면을
응시하는 데 긴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이 인생 후반에 주의력 결핍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 주는 연구들이 있다. 사실, 기술
은 여러분이 집중력을 향상하도록(→ 잃어버리도록) 길들일 수 있다.
그리고 기술 자체만으로는 여러분이 그것[집중력]을 되찾는 데 도움
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 해설

11 비디오 게임, 텔레비전과 같은 기술의 사용으로 인해 아이
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ADHD의 결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청
소년기 이후에 ADHD가 생기는 원인일 수도 있다는 내용의

어휘 및 어구

틀리기 쉬운 유형편

부모는 자신의 보살핌을 받는 청소년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self-regulation 자기 조절
frustrated 좌절감을 느끼는
misuse 오용, 남용
mount 서서히 늘어나다, 오르다
correlation 상관관계
overloading 과부하
perplexed 당황한
extended 긴, 길어진
activate 활성화하다
gratifying 기쁜, 흐뭇한
area 영역, 분야
stare into ~을 응시하다
develop (병·문제가) 생기다
Word Search
| 정답 |

1. mount 2. activate 3. gratifying

Tips
working memory(작업 기억): 정보를 단기적으로 기억하며 능동적으로 이
해하고 조작하는 과정

글이다. 그러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술과
ADHD가 관련된 방식’이다.
② ADHD의 진단에서 기술을 사용하기
③ ADHD가 있는 아이에게 화면 보는 시간을 관리하도록 도
움을 주는 방법
④ 짧아진 주의력 지속 시간 시대에서의 의사소통
⑤ ADHD가 있는 아이를 위한 효과적인 적응 학습 전략
12 화면을 긴 시간 동안 응시하면 나중에 주의력 결핍이 생
길 가능성이 있고, 기술 자체만으로는 집중력을 되찾는 데 도
05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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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06

구조 분석

강

본문 66~77쪽

■ In its simplest form, apparent movement can be
	

Week 3

1⑤
7①

2④
8④

3②
9④

4③
10 ②

5②
11 ③

Exercise 1

6④
12 ②

정답

⑤

소 재

가현 운동
해 석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 가현 운동은 두 가지 사건으로 정리될 수 있
는데,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하고 그 후 나머지 사건이 발생하며, 그것
들의 결합된 모습이 움직임의 모습을 만들어 낸다. 물론 이미지의
밝기와 형태와 같은 많은 변수가 관찰자에 의해 움직임이 실제로 인
지될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 가장 간단한 사안을 설명하는 데 필요
한 기구는 전혀 없으며 두 개의 눈이면 충분하다. 두 눈은 약 2.5인
치의 거리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하학의 결과로 그 두 눈의 두 망
막에 형성된 이미지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서로 약간 다를 것이다.
가현 운동이 작동하는 것을 보기 위해, 멀리 있는 물체를 응시하면
서 손가락을 눈앞에서 약 2피트 정도가 되게 들어 올려 보라. 빠르
게 한쪽 눈을 깜빡이고, 이어서 다른 쪽 눈을 깜빡이면서 그러는 동
안 가까이 있는 그 손가락 모습에 주의를 기울여 보라. 여러분이 보
게 될 것은 분리되고 약간 차이가 나는 두 이미지의 빠른 병치가 아
니라, 좌우로 급격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단 하나의 이미지이다.
여하튼, 연속적인 이미지가 독립적이고 번갈아 일어나는 사건으로

reduced to two events; first one appears, then the
other, [{their combined appearance} yielding the
appearance of movement].
one은 event를 대신하는 대명사이고, the other 다음에는
appears가 생략되어 있다. [ ]는 분사구문이고 그 안에서
{ }가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이다.
어휘 및 어구

variable 변수
observer 관찰자
apparatus 기구, 장치
whatever 전혀, 어떤 종류의 것도
illustrate 설명하다
do 충분하다, 족하다
geometry 기하학
retina 망막
blink 깜빡이다
from side to side 좌우로
successive 연속적인, 잇따른
integrate 통합시키다
fluid 유동적인, 부드러운
independent 독립적인
alternating 번갈아 하는, 교대의
Word Search
| 정답 |

1. successive 2. integrate 3. apparatus

보이는 대신 유동적인 일련의 움직임으로 통합되었다.
문제 해설

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인 the successive images 와
see(보다) 사이에는 의미상 수동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seeing
을 seen이나 being seen으로 고쳐야 한다.
① 부수적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 와야 하므로 분사
yielding 이 쓰인 것은 어법상 적절하다. their combined
appearance는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이다.
② 앞에 문장 성분을 다 갖춘 완전한 절이 오고 있으므로, 목적
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를 이끄는 to illustrate
는 어법상 적절하다.
③ that절의 주어인 the images와 form(형성하다) 사이에는
의미상 수동의 관계가 성립되므로 과거분사 formed가 쓰인 것
은 어법상 적절하다.
④ quickly blink one eye, then the other를 대신하는 대동
사 do가 쓰인 것은 어법상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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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2

정답

④

소 재

영웅적 행동으로 시연되는 선
해 석

추상적으로는 완전히 또는 적절히 묘사될 수 없는 인격의 한 측면으
로서의 선이라는 개념은 영웅적 행위 이야기에 적합하다. 선한 것으
로 인정받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련의 행동에 나서는 것은 그리
스 신화에서부터 현대의 영화, 어린이용 모험담에 이르는 이야기의
소재이다. 텔레비전은 행동과 결과를 몹시 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서
사 구조를 통해 그 행동과 그 결과를 개괄할 수 있기 때문에 영웅적
행동의 시연을 위한 훌륭한 수단을 제공해 왔다. 어린이용 텔레비전
방송에 나오는 ‘Doctor Who’의 환상적인 등장인물이든, ‘Sp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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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의 용감하고 모험심이 강한 멤버든, 영웅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
을 위해 행동하며,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자주 위험
을 무릅쓴다. (선은 그것이 인정되는 문화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즉
사회 내에서 행위에 대한 공동의 승인이 선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주
장된다.) 사려 깊은 사고가 작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이며 — 행동

beneficiary 수혜자, 수익자
Word Search
| 정답 |

1. beneficiary 2. undertake 3. adventurous

Tips
•Doctor Who(닥터 후): 영국의 드라마 시리즈이다. 1963년 11월 23일에

혜자들이 얻는 행복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으로서, 선하게 행동했

첫 방송된 ‘닥터 후’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방영되고

선은 추상적으로는 완전히 묘사될 수 없는 개념으로 영웅적 행
위를 소재로 하는 이야기를 통해 시연될 수 있는데, 특히 텔레
비전이 그러한 기능을 훌륭히 수행해 왔다는 것이 글의 중심 내
용이다. 따라서 선이 문화, 즉 사회 내에서의 공동의 승인에 의
해 규정된다는 내용의 ④가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이다.

트래픽 등에서 역대로 가장 성공한 SF 드라마 시리즈이기도 하다. 닥터라 알
려진 신비한 Time Lord가 옛 영국의 경찰 전화박스를 본뜬 타임머신, 타디스
를 타고 여행하면서 겪는 일들을 그리고 있는 이 시리즈는 영국 서브 컬처 문
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Spooks(스푹스): 영국에서 2002년 5월 13일부터 10시즌에 걸쳐서 방영되
어 2011년 8월 23일에 종영된 영국의 첩보 드라마이다.

틀리기 쉬운 유형편

문제 해설

있는 SF 드라마 시리즈이자, 시청률과 DVD 판매량, 책 판매량, 아이튠즈 접속



을 때 영웅이 느끼는 행복을 보게 된다.



의 이유들은 많은 경우 대본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 우리는 수

구조 분석
	

■ [To undertake a series of actions to achieve an end

{that is recognised as good}], is the stuff of stories
from Greek myths to contemporary movies to
children’s adventures.
첫 번째 [ ]는 주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며,
그 안의 { }는 an end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virtue 선, 미덕
adequately 적절히, 충분히
in the abstract 추상적으로
lend itself to ~에 적합하다
deed 행위, 행동
undertake 나서다, 착수하다
stuff 소재, 재료
contemporary 현대의, 당대의
adventure 모험담
vehicle 수단, 매체
demonstration 시연, 설명
summarise 개괄하다, 요약하다
narrative structure 서사 구조
dramatise 극적으로[생생하게] 표현하다
fantastical 환상적인, 멋진
adventurous 모험심이 강한
relative 상대적인
approval 승인, 인정
reflective 사려 깊은, 생각이 깊은
set out (말이나 글로 조리 있게) ~을 제시하다

Exercise 3

정답

소 재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통제
해 석

우리는 흔히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말의 내용을 주의 깊게 감시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방식은, 우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
구하고 상황의 실체가 ‘누출될’ 정도로 검열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B) 다시 말해,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언어적 메시지 뒤에 있을 수
도 있는 것에 대한 그것이 제공하는 통찰을 통해 의사소통의 더 ‘진
실한’ 형태로 생각될 수 있다. 이것이 ‘마음의 창’이라는 가정이다.
(A) 그것은 어느 정도만 진실일 뿐이다. 얼굴 표정의 경우에도, 기저
의 감정 상태와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틀림없는 인과 관계를 가정하
는 것은 잘못된 것일 것이다. 특정 얼굴 표현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조절되어 어느 정도는 어쩌면 과장된 형태로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 (C) 맹목적인 감정 상태보다는 사회적 의도와 동기가 그러한
표정의 근저에 있을 수 있다. 숙련된 상호 작용자들은 말로 전달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이 말하는 것을 통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문제 해설

말의 내용이 아닌 우리가 말을 하는 방식이 상황의 실체를 누
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는 그 내용을 부연하
여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더 진실한 의사소통의 형태로 생각될
수 있다는 내용의 (B)가 제일 먼저 와야 한다. (A)의 It이 (B)
의 내용을 가리키며 얼굴 표정의 예를 들어 (B)에서 언급된 내
용을 반박하고 있으므로 (A)가 (B) 다음에 와야 하고, (C)의
06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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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such expressions가 (A)에서 언급된 사회적 맥락에 따라 조절
되는 얼굴 표정을 가리키므로 (C)가 (A) 다음에 와야 한다. 따
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는 ② ‘(B)-(A)-(C)’
가 가장 적절하다.
구조 분석

라 세계화되었는데 그것은 텔레비전에서 채택되었다. 1996
년, 성공적이고 영향력 있는 미국의 토크쇼 진행자 Oprah
Winfrey는 ‘Oprah’s Book Club’을 시작했다. 그녀가 자신의 프
로그램에서 논평하고 토론한 책들은 전국의 그리고 곧이어 전 세계

	

■ Skilled interactors can learn to control [what their

양한 작가와 장르가 다뤄질 수 있게 했다. 그러나 20 세기의 마
지막 10 년 동안, 독서 클럽은 미디어 시대의 진정한 방식을 따

bodies say] as well as [the messages {sent in
words}].
「A as well as B」 구문이 사용되어 ‘B뿐만 아니라 A도’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첫 번째 [ ]가 A, 두 번째 [ ]가 B에 해
당한다. { }는 the messages를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어휘 및 어구

monitor 감시하다, 모니터하다
censor 검열, 통제
leak 누출시키다, 새게 하다
assume 가정하다, 상정하다

의 지위에 도달했다.
문제 해설

(A) and로 연결된 meeting up과 함께 mean의 목적어인 a
small group of friends or acquaintances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 choosing이 어법에 맞는 표현이다.
(B) 뒤에 이어지는 each member would have a say in the
group’s reading matter가 문장 성분을 다 갖춘 완전한 절이
므로 접속사 that이 어법에 맞는 표현이다.
(C) 주어인 The books와 pick up(채택하다), discuss(토론
하다) 사이에는 의미상 수동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과거분사구
picked up and discussed와 함께 수동태를 만드는 were가
어법에 맞는 표현이다.

underlying 기저의, 밑에 놓인
display 표현, 노출
regulate 조절하다, 규제하다
more or less 어느 정도, 다소

구조 분석

exaggerated 과장된, 부풀린

■ The books [she reviewed and discussed in her
	

nonverbal 비언어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는

programmes][were immediately picked up and
discussed by private book groups {across <the
country> and, soon, <the world>}], and, [more often
than not, reached bestseller status].
첫 번째 [ ]는 주어인 The book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나머지 두 개의 [ ]가 주어에 이어지는 술부이다. { }는 장
소를 나타내는 부사구이고, 그 안에서 두 개의 < >가 across

insight 통찰, 이해
afford 제공하다
blind 맹목적인, 분별없는
Word Search
| 정답 |

의 개인 독서 모임에서 즉시 채택되어 토론되었고, 자주 베스트셀러

1. monitor 2. display 3. leak

에 이어진다.

Exercise 4

정답

③

소 재

독서 모임의 변천사
해 석

어휘 및 어구

phenomenon 현상
acquaintance 지인, 아는 사람
atmosphere 분위기, 환경
take turns 돌아가며 ~을 하다
title 책, 간행물

소비자 가이드의 최근의 현상은 독서 모임이다. 전통적으로, 이

democratically 민주적으로

것은 특정 글을 동시에 읽기로 결정하고서, 학문적인 전문 용

ensure 보장하다

어나 교실 환경에서 벗어나 친근한 분위기에서 그것을 토론하

have a say 발언권이 있다

기 위해 커피나 와인을 한 잔 마시면서 만나는 친구나 지인들

reading matter 읽을거리

의 소모임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독서 회원들은 돌아가면

diverse 다양한

서 새로운 책을 제안하곤 했으며, 따라서 각 회원이 모임의 읽

cover 다루다, 포함하다

을거리에 대해 발언권을 갖게 되도록 민주적으로 보장하고 다

in the fashion of ~을 따라[흉내 내어], ~식[풍]으로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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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pt 채택하다, 취하다

경우가 흔하다.

chat-show 토크쇼, 명사 대담 프로(= talk show)

그러나 두 가지 일 사이에서 주의를 왔다 갔다 전환하고자 하는 데

host (TV·라디오 프로의) 진행자

는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전화와 같은) 한 가지 일에서

review (서적·연극 등을) 논평하다, 비평하다

시선을 돌려 (운전과 같은) 다른 일로 되돌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more often than not 자주, 대개

‘되돌아왔’고 우리의 주의가 이제 전적으로 창문 밖 장면에 무관심하

status 지위, 상태

다(→ 향해 있다)고 가정한다.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일을 바
꿔 가며 할 때 일종의 여파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즉, 어떤 일로 주의

Word Search
| 정답 |

1. acquaintance 2. atmosphere 3. status

으나 방송에 재능이 있어 곧 전국적인 인기를 끈 ‘오프라 윈프리 쇼’의 주인공이
되어 유명해졌다. 영화배우로도 활동했고 방송사를 운영하면서 경영자로도 활동
했다. 어렸을 때의 고난을 기억하고 전 세계적인 자선 활동을 벌였으며, 인종과
성별의 차별에 반대하는 개혁 운동을 펼쳐 미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알려져 있다.

Exercise 5~6

정답

5. ② 6. ④

소 재

일 사이에서 주의를 전환하는 것의 문제점
해 석

무엇이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전적인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단서를 얻는
다. 우리가 앞차에서 불규칙한 브레이크 등이 이따금 켜지는 것에

문제 해설

5 일 사이에서 주의를 전환하는 것은 상황 예측, 반응 시간,
주의를 되돌리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의 면에서 문제를 야기한다
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② ‘일 사이의 주의 전환
이 주는 부정적 결과들’이 가장 적절하다.
① 무엇이 뇌의 빠른 처리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③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생산성과 뇌 건강을 어떻
게 신장시키는가
④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막기 위한 행동 기법
⑤ 정신이 집중되지 않는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조차 어렵다
6 두 가지 일 사이에서 주의를 전환할 때, 예를 들어 전화에서
다시 운전으로 되돌아갈 때 우리는 이제 주의가 완전히 운전을
위한 창문 밖 장면에 향해 있다고 생각하나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는 문맥이 되어야 하므로 (d)의 unconcerned(무관심한)
는 directed(향해 있는)와 같은 어휘로 바꿔야 한다.
구조 분석

■ In time-critical situations, our attempts [to pay
	

주목할 때, 그것은 조만간 이 운전자가 그 브레이크를 잠가(브레이크

시간이 좀 걸린다.
틀리기 쉬운 유형편

Tips
Oprah Winfrey(오프라 윈프리): 미국의 방송인이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

를 되돌리는 것은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데는

를 세게 밟아서 바퀴가 굴러가지 않고 미끄러지게 해) 타이어가 미
끄러진 자국과 악담을 흔히 잇따라 엄청 촉발할 거라는 걸 생각하도
록 우리를 대비시킨다. 수영장 가장자리에서 비틀거리는 아이는 만
약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지면 앞으로 일 분 후에 그가 어디에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 우리에게 단서를 준다. 그러나 일 사이에서 주의
를 전환하는 동안, 우리는 이런 작은 세부 사항들의 몇몇을 보지 못
하고 그것들이 제공하는 단서들을 놓친다. 그리고 그것들이 없이 문
제가 우리 앞에 별안간 나타날 때, 자주, 예상치 못한 것이 ‘불쑥 튀
어나온’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두 가지 일 사이에서 주위를 전환할 때, 우리는 단지 정보만

attention to more than one thing at once] often leave
us at [the limits of what we call biological time]:
[that minimum amount of time {that a human brain
needs <to mentally sort out a situation and set limbs
in motion>}].
첫 번째 [ ]는 our attempts를 수식하는 to부정사구이다.
세 번째 [ ]는 두 번째 [ ]를 부연 설명하고 있다. { }는
that minimum amount of time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며,
< >는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to부정사구이다.
■ That is, [returning our attention to a task] isn’t
instant; [it takes us a while to get going again].
첫 번째 [ ]는 주어로 쓰인 동명사구이다. 두 번째 [ ] 안에
는 「it + takes +목적어+시간+ to부정사구」 구문이 사용되

부족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반응할 시간이 부족하게 된
다. 당황한 운전자가 우리가 우리의 문자 메시지를 끝낼 때까지 급
브레이크를 밟는 것을 정말로 기다릴까? 우리가 올려다볼 때, 아마
재앙이 이미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시간이 관건인 상황에서, 한 번
에 하나보다 많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려는 우리의 시도는 소위 ‘생
물학적 시간’의 한계, 즉 인간의 두뇌가 상황을 정신적으로 처리하고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데 필요한 그 최소한의 시간에 우리를 두는

어 ‘~이 …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어휘 및 어구

clue 단서, 실마리
06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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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anticipate 예측하다, 예상하다

문제 해설

sooner or later 조만간

① 선행사가 very little이고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what을 that으로 고쳐야 한다.
② cure의 의미상의 주어인 people이 cure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므로 수동태인 be cured는 어법상 적절하다.
③ 주어의 핵심어가 복수 명사인 causes이므로 복수형 동사
were는 어법상 적절하다.
④ Once such illnesses were contracted에서 「주어+be동사」
가 생략된 형태이므로 과거분사 contracted는 어법상 적절
하다.
⑤ them은 these illnesses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어법상 적절
하다.

trigger 촉발하다, 유발하다
skid mark 타이어가 미끄러진 자국
curse word 악담, 저주
edge 가장자리, 모서리
drop out of sight 시야에서 사라지다
switch 전환하다, 바꾸다
pop up 별안간 나타나다
out of nowhere 불쑥, 어디선가 갑자기
end up ~하게 되다, 결국 ~이 되다
confused 당황한, 어찌할 바를 모르는
slam on one’s brakes 급브레이크를 밟다

구조 분석

chances are that 아마 ~일 것이다

■ Some believed [that their illness was the work of {evil
	

minimum 최소한의

forces} or {divine intervention}].
[ ]는 believ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두 개의
{ }는 or로 연결되어 of에 이어진다.

sort out ~을 처리하다, ~을 해결하다
limb 팔[다리]
back and forth 왔다 갔다

어휘 및 어구

hangover 여파, 후유증

in terms of ~의 면에서

get going 시작하다, 행하다

protect against ~을 예방하다, ~로부터 보호하다

Word Search
| 정답 |

medicine 약(물)

1. trigger 2. switch 3. clue

leading 주된, 선도하는
acute 급성의
sudden-onset 갑작스럽게 시작하는
infectious 전염성의

Exercise 7

정답

①

소 재

옛 서구인들이 가졌던 병에 대한 인식
해 석

influenza 유행성 독감
pneumonia 폐렴
tuberculosis 결핵
contract (병에) 걸리다
duration 지속 기간
relatively 비교적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서구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건강은 그저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이며, 그것을 예방하는 면에서는

a matter of 대략, 약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다. 주장된 바로는, 사람들은 일

intervention 개입

단 병에 걸리면 낫기 위해 치료를 구하는 것만 기대했다. 불행하게
도, 약이 항상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상, 이 시대
의 주된 사망 원인은 유행성 독감, 폐렴, 결핵과 같은 급성(즉, 갑작

evil 사악한, 악의

Word Search
| 정답 |

1. infectious 2. contract 3. intervention

스럽게 시작하는) 전염병이었다. 일단 병에 걸리면, 그러한 병의 지
속 기간은 비교적 짧았는데, 사람이 대략 몇 주 이내에 죽거나 회복
되었다. 사람들은 또한 그것들[이러한 병]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병에 걸리는 것에 대한 책임을 거의 느끼
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병이 사악한 힘이나 신의 개입에
의한 작용이라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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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8

정답

④

소 재

환경 오염의 사회적 비용 반영
해 석

오염을 줄이기 위한 공공 정책이 없을 때, 시장은 오염과 연관된 재
화나 서비스를 과잉 생산할 것인데 그것은 생산자가 생산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모든 비용을 치르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공장 소유주
치를 필요가 없다면, 그는 인위적으로 낮은 석탄 가격에 의존하면서
얼마만큼의 석탄을 태워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 가
격이 인위적으로 낮은 이유는 공장의 굴뚝으로부터 나오는 이산화
탄소 배출물로 인한 손해 배상액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emission 배출(물)
smokestack (공장의) 굴뚝
time and again 여러 번에 걸쳐, 몇 번이고
resistant 잘 견디는
incentive 유인책, 장려책
fine-tune 미세 조정하다
consumption 소비
energy-efficient 연료 효율이 좋은
틀리기 쉬운 유형편

가 석탄을 태움으로써 대기에 더해지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비용을

damages 손해 배상액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cut down on ~을 줄이다
Word Search
| 정답 |

1. absence 2. emission 3. consumption

가격이 석탄을 태우는 것으로 발생하는 진정한 사회적 비용을 반영
한다면, 공장은 석탄을 덜 태울 것이다. (여러 번에 걸쳐, 석탄은 불
안정한 에너지 시장의 변동에도 잘 견디면서 에너지 가격을 낮게 유
지하는 적당한 가격의 에너지원이라는 것을 증명해 왔다.) 더 높은
석탄 가격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설비를 미세 조정하고, 연
료 효율이 더 좋은 기계를 구매하며, 그렇지 않다면 석탄 소비를 줄
이도록 하는 더할 나위 없는 유인책을 공장 운영자들에게 제공한다.
문제 해설

석탄을 태움으로 발생하는 대기 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오염물
을 배출하는 기업에 가격 인상 등의 방법으로 일정 부분 부담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 석탄이 에너지 시장의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적당한 가격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
는 내용의 ④이다.
구조 분석

Exercise 9

정답

④

소 재

실패를 회피하는 운동선수의 동기
해 석

실패를 회피하는 운동선수들의 동기 유발과 관련된 문제를 잘못 진
단하지 않도록 동기 유발과 관련된 그들의 특징을 인식하는 것이 중
요하다. 겉으로는 실패를 회피하는 운동선수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
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다. (C) 그들
은 동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다른 방식으로 동기가 부여되
어 성공을 얻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실패를 피하기를 바란다. 어떤 코
치들은 거듭되는 성공이 이 선수들로 하여금 성공을 추구하는 선수
들의 자질을 계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성공의 경험

to factory managers to [fine-tune their equipment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buy more energyefficient machines], and [otherwise cut down on its
coal consumption].
세 개의 [ ]는 the right incentive를 수식하는 to부정사구
로서, and로 연결되어 to에 이어지며 병렬 구조를 이룬다.

을 마련해 줌으로써 실패를 회피하는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려

	

■ The higher price of coal provides the right incentive

어휘 및 어구

absence 없음, 부재
overproduce 과잉 생산하다
input 생산에 필요한 자원, 투입
atmosphere 대기
artificially 인위적으로, 부자연스럽게
reflect 반영하다

고 노력한다. (A) 하지만 많은 경우 그들은 실패를 회피하는 선수들
이 성공을 거부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실패를 회피하는 선수들은
성공을 내면화하기보다 자신들이 운이 좋았거나 상대방이 컨디션
이 별로 좋지 않았던 날이라고 (혹은 어떤 다른 외부적인 이유가 있
다고) 믿으며 훌륭한 (기량의) 발휘를 가치가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
(B) 그 결과, 성공은 그들에게 긍정적인 성취감을 제공해 주지 못하
고, 미래에 다시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그들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높여 주지 못한다. 따라서 성공은 그들의 자신감과 동기에 별로 영
향을 주지 못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것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치부
하기 때문이다.
문제 해설

실패를 회피하는 운동선수들의 동기 유발과 관련된 특징을 인
06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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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구조 분석
	

■ Rather than internalizing success, failure avoiders

discount good performances, [believing {that they
got lucky or their opponent was having an off day (or
some other external explanation)}].
[ ]는 문장의 주어 failure avoiders의 부수적인 상황을 나
타내는 분사구문이며, 그 안에 { }는 believing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어휘 및 어구

motivational 동기 유발과 관련된, 동기를 부여하는
characteristic 특징
misdiagnose 잘못 진단하다
internalize 내면화하다
discount (가치가 없는 것으로) 치부하다, 무시하다
performance (기량의) 발휘, 성과
off day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날
external 외부적인
accomplishment 성취
confidence 자신감
lack (~이) 없다, 부족하다
strive 얻으려고 애쓰다, 노력하다
arrange 마련하다, 준비하다
figure (~일 거라고) 생각[판단]하다
consistent 거듭되는, 일관된
quality 자질, 특성
Word Search
| 정답 |

52

1. motivational 2. discount 3. consistent

Exercise 10

정답

②

소 재

‘Gilgamesh 서사시’에서의 초기 민주주의 사례
해 석

초기 민주주의의 가장 오래된 사례 중 하나는 기원전 세 번째와
두 번째 천 년 기간의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다. 1943년,
Thorkild Jacobsen이라는 이름의 덴마크인 아시리아학 연구자
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모임에 의한 통치가 중앙 집권화하는 지배
자들이 이 패턴을 파괴하기 전에 흔했다고 주장했다. Jacobsen
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떤 직접적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Gilgamesh 서사시’를 참조했는데, 거기에서 Gilgamesh 왕
과 원로 위원회 사이에 토론이 일어났다. Gilgamesh는 Kish의
Agga 왕과 충돌이 있었을 때 대중의 지지를 구했다고 한다. 이 지
지를 얻기 위해 그는 Uruk시의 원로들에게 주장을 펼쳤는데, 그
런 다음 그들은 자기들의 모임에서 이 문제를 검토했다. 그들은 지
지해 주기로 합의했는데, Gilgamesh에 관하여 우리는 그가 대
단히 기뻐했고 “그의 간이 밝아졌다”고 듣는다. Kish에 맞선 저
항에 관해 대중 총선거는 없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묘사된 상황은
Gilgamesh가 공포와 폭력으로 통치하려 했던 경우보다는 상당히
더 민주적이다. 큰 문제는 일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일어났는지 우
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Gilgamesh 본인이 존재조차 하지 않
았을지도 모른다.
문제 해설

② 뒤따르는 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소유격이 부족하지 않
은 절이 이어지고 있고 의미상 ‘거기에서(그 Gilgamesh 서사
시에서)’로 내용을 이어 주는 게 자연스러우므로, which를 in
which나 where로 고쳐 써야 한다.
① 주어가 governance by assemblies이므로, governance
에 수를 일치시킨 was는 어법상 적절하다.
③ we의 입장에서 Gilgamesh에 대해 that 이하의 내용을 전
해 들으므로 tell의 수동형인 are told는 어법상 적절하다.
④ 과거의 사실에 대해 반대로 표현하므로, 가정법 과거완료형
인 had tried는 어법상 적절하다.
⑤ whether 이하는 ‘일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일어났는지’라는
의미로 do not know의 목적어인데, 간접 의문의 명사절을 이
끄는 접속사 whether는 어법상 적절하다.
구조 분석

■ In 1943, a Danish Assyriologist [named Thorkild
	

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이 선수들
도 성공과 실패에 관한 관심이 있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
에, 실패를 회피하는 선수들이 동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
른 방식으로 동기가 부여된다는 내용인 (C) 가 와야 한다.
(C)의 후반부에 코치들이 이 선수들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서 성공하는 경험을 마련해 주려고 한다는 내용이 언급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회피하는 선수들은 흔히 자신
이 경험한 성공을 행운과 상대방의 나쁜 컨디션과 같은 외부적
인 요인의 덕으로 돌리며 자신의 성공을 깎아내린다는 내용의
(A)가 이어진다. 그 결과, 이 선수들에게 있어서 성공은 긍정
적인 성취감이나 자신감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내
용인 (B)가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주
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는 ④ ‘(C)-(A)-(B)’가 가
장 적절하다.

Jacobsen] asserted [that governance by assemblies
was common in Mesopotamia {before centralizing
rulers destroyed this pattern}].

EBS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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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 ]는 a Danish Assyriologist를 수식하는 분사구
이다. 두 번째 [ ]는 asserted의 목적어인 명사절이다. { }
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과학 중에서 천문학은 그것이 발견한 것들의 규모나 궁극적 중요성
의 관점에서 경쟁자가 없다. 지난 몇 세기에 걸쳐서, 그리고 20세기
전반에 걸쳐 속도를 높여, 현대 천문학은 우주와 그곳에서의 지구
의 위상에 관한 인간의 이해를 완전히 바꾼, 폭포수 같은 대단한 발

어휘 및 어구

견들을 해냈다. 현대 천문학을 그 이전의 것들과 구별하는 것은 분명

millennium 천 년 기간 (pl . millennia)

천문학 종사자의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천문학 기구의 성능

BCE 기원전(before the Common Era)

이다. 갈릴레오가 처음 하늘로 향하게 한, 가정에서 제작한 소형 망

assert 주장하다

원경에서 시작하여 대형 건물 크기인 현대 망원경으로 확장하면서,

governance 통치

천문학의 과학적 발전의 가능성과 속도는 현대 과학 기술에 의해 가
능하게 된 기기 장치의 발전과 단단히 결부되어 왔다.

centralize 중앙 집권화하다
refer to ~을 참조하다, ~을 언급하다, ~을 지칭하다

문제 해설

epic 서사시

11 천문과 그 영향에 관한 인간의 무지에서 벗어나 과학적 지

take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

식을 축적해 온 것이 현대 천문학의 이야기인데, 천문학은 대
단한 발견들을 통해 우주와 지구에 관한 인식을 크게 바꾸었고
망원경 등 기구의 발달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내용이다. 그
러므로 글의 제목으로 ③ ‘무지에서 과학으로의 천문학의 항해’
가 가장 적절하다.
① 근대 천문학의 한계
② 천문학: 우리 내면의 존재를 들여다보는 망원경
④ 발견과 통찰력: 과학의 두 바퀴
⑤ 현대 과학 기술: 호기심과 자본주의의 소산
12 기술 문명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현대 과학 기술을 기반으
로 한 기기의 발전으로 많은 대단한 발견들을 해냈다고 했으므
로, (b)의 trivial(하찮은)을 revolutionary(변혁적인)와 같은
어휘로 바꾸어야 한다.

council 위원회
elder 원로, 어른
seek 구하다, 추구하다(- sought - sought)
conflict 충돌, 싸움, 갈등
make a case 주장을 펼치다, 입장을 진술하다
describe 묘사하다, 서술하다
Word Search
| 정답 |

1. millennium 2. assert 3. governance

Tips
the Epic of Gilgamesh (길가메시 서사시): 고대 바빌로니아의 서사시로,
고대 그리스의 장편 서사시인 Odyssey 에 비할 만하다. 수메르의 도시 국가였던
Uruk의 왕인 길가메시의 신화적 모험담을 모두 12편의 사시(史詩)로 엮은 것으
로, 기원전 24세기 무렵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틀리기 쉬운 유형편

assembly 모임, 회합, 의회

구조 분석
	

■ Over the past several centuries, and accelerating

Exercise 11~12

정답

11. ③ 12. ②

소 재

현대 천문학의 발달
해 석

across the twentieth, modern astronomy has produced
a cascade of extraordinary discoveries [that have
utterly transformed human understanding of {the
universe and the place of the Earth in it}].
[ ]는 a cascade of extraordinary discoveries를 수식하
는 관계절이고 { }는 of의 목적어이다.
어휘 및 어구

대부분의 역사에서, 인간이 하늘에서 본 것에 둔 중요성의 크기는,

magnitude (엄청난) 크기, 규모, 중요도

그들이 보고 있었던 것의 실제 특성에 관한, 그리고 하늘의 패턴이

attach (중요성·의미·가치·무게 등을) 두다

그들의 관심사에 행사한 실제적인 일련의 영향에 관한 그들의 무지

ignorance 무지

의 크기에 완전히 필적했다. 이 무지가 정확한 과학적 지식의 축적

exert (권력·영향력을) 행사하다

에 의해 없어지게 된 방식이 현대 천문학의 이야기이다. 하늘에 관

affair 관심사, 일, 문제

한 지식에서의 근대의 변혁은 과학에 기반한 기술 문명의 출현에 중

accumulation 축적

추적 역할을 했다. 그리고 천문학에 있어서, 인간 생활의 아주 많은

astronomy 천문학

영역처럼, 이 문명의 발흥은 하찮았다(→ 변혁적이었다). 현대 자연

early modern 근대의(중세와 현대 사이의 시대로 유럽사에서는 대략
06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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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15~18세기에 해당)
Week 4

emergence 출현
in terms of ~의 관점[견지]에서

1④
7③

accelerate 속도를 높이다, 가속하다
extraordinary 대단한, 비범한

07
2③
8④

강

본문 78~89쪽

3②
9②

4②
10 ⑤

5②
11 ⑤

6④
12 ⑤

utterly 완전히
transform (완전히) 바꾸다, (크게) 변형하다

Exercise 1

set ~ apart from ... ~을 …과 구별하다
practitioner (전문직) 종사자, 개업 의사, 변호사

정답

④

소 재

capability 성능, 능력
instrument (특히 섬세하거나 과학적인 작업에 쓰는) 기구, 도구

데이터 과학
해 석

point (~로) 향하게 하다, 겨누다
extend 확장하다, 확대하다

데이터 과학은 대학 수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학문 분야 중의

tightly 단단히, 정확하게

하나이다. 우리는 데이터 과학에서의 훈련을 요구하는 더 많은 구인

instrumentation 기기 장치

공고, 그 분야에서의 더 많은 교수직, 그리고 온라인과 전통적 환경
둘 다에서 제공되는 더 많은 강좌를 본다. 데이터 과학이 새로운 것

Word Search
| 정답 |

이 아니고 다른 렌즈를 통한 통계학일 뿐이라고 주장될 수도 있다.

1. emergence 2. transform 3. astronomy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들
이, 건강 관리부터 교육까지 그리고 금융부터 정책 입안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의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포함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점차 큰 역할을 하고 있
다. 그러므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의 기본을 아는 것은 컴퓨터 과
학, 통계학, 또는 데이터 과학의 학위를 따고 싶어 하지 않더라도 누
구나 다 필요한 필수적인 능력이 되었다. 이것을 인식하고 많은 교
육 기관은 그 분야에서의 학위와 전공뿐만 아니라, 데이터 과학자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데이터 문해력에서 이득을 얻을 수
도 있는 학생들에게 맞춰진, 데이터 과학 부전공과 자격증도 개발하
고 제공하기 시작했다.
문제 해설

수능연계교재의 VOCA 1800
수능특강·수능완성에서 뽑은 1800단어 수록
수능 어휘 완전 정복 커리큘럼

④ 문장의 주어가 동명사구인 knowing the basics of data
and data analysis이므로, 단수형인 has로 고쳐 써야 한다.
① 수식을 받는 명사구인 more courses가 offer의 대상이므로
offered는 어법상 적절하다.
② 완전한 절을 이끌어 문장의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유
도하는 접속사 that은 어법상 적절하다.
③ 뒤따르는 절 전체를 수식하므로 부사형인 importantly는
어법상 적절하다.
⑤ 문장의 주어인 many educational institutions가 recognize
하는 능동적 주체이므로 현재분사형인 Recognizing은 어법상
적절하다.
구조 분석
	

■ Recognizing this, many educational institutions have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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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ed developing and offering not just [degrees and
majors in the field] but also [minors and certificates
in data science {that are geared toward students <who
may not become data scientists but could still benefit
from data literacy skills>}].
두 개의 [ ]가 「not just[only] A but also B」 구문에서 A,
B의 역할을 하고 있다. { }는 minors and certificates in
data scienc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 >는 students를 수

이웃, 가족 구성원, 또는 친구의 권유로 시작한다. 오늘날 미국에는

식하는 관계절이다.

다. 조류 관찰은 큰 산업이며 우리 국민의 여가 생활 방식 구조의 일

놀라울 만큼 많은 4,500만 명의 조류 관찰자들이 있는데, 그들 대부
분은 그저 자기 뜰에 있는 조류를 보는 것을 즐기지만, 1,600만 명
은 조류 관찰을 하러 가려고 여행을 한다. (조류 사냥꾼은 사냥감 조
류의 유형을 익히는데, 이 아름다운 조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 아
니라 사냥에 관한 모든 규정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실히 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 조류 애호가들은 자신들의 취미에 매년 약 760억 달
러를 쓰는데, 이는 낚시와 사냥에 해마다 쓰이는 것과 같은 금액이

문제 해설

discipline 학문 분야, 학과
job posting 구인 공고, 일자리 공시

취미로서의 조류 관찰에 관한 글로 조류 관찰 취미의 이점, 취
미를 갖게 되는 시기, 조류 관찰의 유형, 여가 산업으로서의 측
면을 다루고 있다. 조류 사냥꾼이 조류 유형을 익히는 이유에
관한 내용은 전체 글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글의 흐름
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 ③이다.

academic 교수; 학문의
appointment 직위, 임명, 약속
statistics 통계학
innovation 혁신
policy 정책

틀리기 쉬운 유형편

부이다.

어휘 및 어구

구조 분석

analysis 분석

	

■ Others start the hobby in college with a course in

democracy 민주주의

ornithology, and still others do not begin until
retirement, [perhaps at the urging of a neighbor, a
family member, or a friend].
still이 other, another, others와 함께 쓰일 때는 in addition
(또, 게다가, 그 위에)의 뜻이다. 「not A until B(B하고서
야 A하다, B까지 A 않다)」의 구문이 쓰이고 있다. [ ]는 do
not begin until retirement를 보충하고 있다.

fundamental 필수적인, 근본적인
institution 기관
major (대학에서의) 전공
minor (대학에서의) 부전공
certificate 자격증, 자격, 증서
gear (계획·요구에) 맞추다, 맞게 조정하다
literacy 문해(력), 읽고 쓰는 능력, (특정 분야의) 지식

어휘 및 어구

Word Search
| 정답 |

be blessed with 축복을 받아 ~을 갖고 있다

1. discipline 2. literacy 3. analysis

storage 저장
retrieval (정보의) 검색, 불러옴, 회수
identify 식별하다, 알아보다
sight (눈에 보이는) 모습, 광경

Exercise 2

정답

③

소 재

조류 관찰 취미
해 석

어릴 때 시작하는 조류 관찰자는 평생 지속될 수도 있는 되풀이되
는 기쁨의 원천을 누리는 축복을 받는다. 이 조류 애호가들은 어린
사람으로 뇌가 여전히 생기 있고 데이터의 저장과 검색에 효율적일

retirement 퇴직, 은퇴
astonishing 놀라운, 믿기 힘든
game 사냥감
regulation 규정, 규제
annually 매년, 일 년에 한 번
fabric (기본) 구조, 구조물, 직물
Word Search
| 정답 |

1. annually 2. retirement 3. retrieval

동안 그것을 훈련하게 되어, 모습과 소리로 조류를 식별하는 복잡한
일을 거의 제2의 천성으로 만들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취미를 대학
에서 조류학 강좌로 시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퇴직하고서야 아마
07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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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Exercise 3

정답

②

소 재

갈색 지방
해 석

갈색 지방은 대체로 설치류가 동면할 때 자신을 따뜻하게 하는 것
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과거에 이해되었던 포유류의 기본 조
직이다. 이 해면질의 지방 조직은 대부분의 포유류가 초과분의 열량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인 백색 지방과 많이 닮았
다. (B) 하지만 백색 지방이 단열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면, 갈색 지
방은 몸에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 백색 지방을 적극적으로 연소시킬
수 있다. 그것은 열 만들기 또는 과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열발생
이 목적인 포유류 조직이다. 하지만 인간에게 갈색 지방은 신생아에
게만 중요하게 여겨졌었다. (A)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직
면하는 도전은 안정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싸움이다. 아
기는 체표면을 통해 성인보다 훨씬 더 빨리 열을 빼앗긴다. 몸을 떨
어 자신의 심부 체온을 빠르게 높일 수 있는 성인과 달리, 유아는 충
분한 근육 조직이 부족하여 몸을 떨어서 자신을 따뜻하게 만들 수
없다. (C) 대신에, 그들은 보통 단열을 위한 백색 지방의 통통한 덩어
리 층을 갖고 태어난다. 그들의 심부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갈
색 지방이 활성화되고, 적절한 환경하에서 자신의 몸으로부터 백색
지방을 빨아들여, 열에너지를 방출한다.

rodent 설치류
spongy 해면질의, 스펀지 같은
ordinary 일반적인, 보통의
excess 초과분의
constant 끊임없는
stable 안정된
body surface 체표면
core temperature 심부 체온
shivering 몸을 떨기
musculature 근육 조직
generate 발생시키다
mammalian 포유류의
term 용어
thermogenesis (동물 체내에서의) 열발생
newborn 신생아
layer 층
turn on 활성화되다
suck 빨아들이다
circumstance 환경, 상황
release 방출하다
Word Search
| 정답 |

1. excess 2. surface 3. generate

문제 해설

갈색 지방과 백색 지방의 유사성을 언급한 주어진 글 다음에,
역접의 접속사(But)로 시작하며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말하는
(B)가 이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신생아에게 갈색 지방이 중요
하다는 내용 뒤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A)가 이어져야 하고,
근육 조직이 부족한 아기들이 갈색 지방을 연소하여 심부 체온
을 올린다는 (C)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는 ② ‘(B)-(A)-(C)’가 가장 적
절하다.
구조 분석

정답

②

소 재

정보화 시대
해 석

이 세계에는 지금까지 뚜렷이 다른 세 개의 시대가 있었는데, 곧 농
경 시대, 산업 시대, 그리고 지금의 정보화 시대이다. 세계화, 빠른
기술 변화, 그리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지

	

■ When their core temperature begins to drop, brown

Exercise 4

fat [turns on], [sucks white fat from their system
under the right circumstances], and [releases heat
energy].
세 개의 [ ]는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brown fat이 공
통의 주어이다.
어휘 및 어구

식의 중요성이 이 정보화 시대의 특징을 이룬다. 전통적으로, 경제학
자들은 자본, 노동력, 그리고 천연자원을 경제 사업의 필수 요소로
여겨 왔다. 최근에, 21세기의 신경제는 정보, 혁신, 창의성, 그리고
지적 자본주의를 그 필수 요소로 삼으며 점점 더 지식에 기반해 가
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을 받았다.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은 주로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서 비롯된다. 전 세계로 정보를 즉시 전달
하는 기능이 경쟁의 성격을 바꾸어 놓았다. 기업의 지식 자산은 기

fundamental 기본적인

술 및 시장 노하우와 결합된 기업의 지식 근로자의 창의성에 내재되

tissue 조직

어 있다. 정보는 이제 참으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mammal 포유류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의 지식 자산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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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문제 해설

(A) 주어가 Globalization ~ advantage이므로, 문장의 술어

중대한 범죄와 교통 정체와 대기 오염이 있는 지역 사회의 주민들이

동사가 요구된다. 따라서 세 개의 명사(구)가 나열된 주어 뒤에
복수형 동사인 characterize가 오는 것이 어법상 적절하다.
(B) 전치사 with 뒤에 나열된 정보, 혁신, 창의성, 지적 자본주
의가 그것의 필수 요소라고 했는데, 문장의 내용상 ‘그것’은 the
new economy of the 21st century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단
수형 소유격 its가 오는 것이 어법상 적절하다.
(C) to communicate ~ the globe는 The facility를 구
체적으로 설명하는 to 부정사구이다. 이 to 부정사구 안에
서 communicate 를 수식하는 말이 와야 하므로 부사형인
instantaneously가 오는 것이 어법상 적절하다.

집 밖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만큼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풍부한
증거가 있다. 우리가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 사회에 관해 말
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공원, 자전거 도로, 지역 사회 체육 시설 같은) 운동을 장려하는 생
활 편의 시설의 부족이다. 게다가,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 사
회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판매하는 대형 슈퍼마켓이 없을 수도 있
는데, 이로 인해 주민들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선택할 기회를 얻기
역 사회의 주민들이 경험하지 않는 시간 비용과 이동 비용을 수반한
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동료 시민들의 일부가 직면하는 건강과 복지
에 대한 장벽의 몇 가지 예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우

구조 분석

리 중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

	

■ Traditionally, economists have seen [capital, labor,

틀리기 쉬운 유형편

위해 지역 사회 밖으로 이동할 것이 요구된다. 그것은 더 부유한 지

and natural resources] as the essential ingredients for
economic enterprise.
[ ]는 「see A as B(A를 B로 여기다)」라는 표현에서 have
seen의 목적어로 쓰였다.
어휘 및 어구

지만 더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 지도자들에게 청원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산 공청회에서 주민 집단은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 지도자들이 인근에 가게를 닫기(→ 열기) 위해 대형
슈퍼마켓 체인과 협상하는 것(어쩌면 그렇게 하기 위해 슈퍼마켓 체
인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면서), 혹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지역
진료소나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밴을 이용할

distinct 뚜렷이 다른, 별개의

수 있게 하는 것에 찬성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만약 여러분의 통제

sustain 유지하다

권을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요인에 대한 통제권이 여러분에게 없다

competitive 경쟁의, 경쟁적인

고 믿으면, 여러분은 실제로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capital 자본

만약 여러분이 이 전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여러

ingredient 요소, 재료

분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의 건강에 기여자가 될 수 있다.

enterprise (대규모) 사업, 산업
문제 해설

intellectual 지적인
capitalism 자본주의

5 더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건강과 복지에 대한 장

shift 전환, 변화

벽을 허물도록 지역 지도자들에게 적극적인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제목으로는 ②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지역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완벽한 관계를 위한 사랑, 존중, 그리고 배려
③ 지역 사회 시설의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기회
④ 지역 사회 내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
⑤ 지역 사회 구성원 간의 문화적 격차 해소하기
6 주민들이 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 요구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인근에 가게를 닫는 것이 아니라 가게를 여는
것에 찬성하는 내용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d)의 close(닫기)
는 open(열기)과 같은 어휘로 바꾸어야 한다.

facility 기능, 시설
nature 성격, 본질
asset 자산
inherent 내재된
combined with ~과 결합된
Word Search
| 정답 |

1. ingredient 2. asset 3. inherent

Exercise 5~6
소 재

건강한 지역 사회 만들기

정답

5. ② 6. ④

구조 분석

■ It would appear [that there is not much any one of u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정보 통신

can do {to change this state of affairs}].
07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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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It은 형식상의 주어이며,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 }는
to부정사구로 목적(~하기 위해)의 의미로 해석된다.

밖의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아름다움]은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우
리의 공유된 문화와 개별적 관행을 깊게 형성하고, 점점 더 지배적

어휘 및 어구

인 윤리적 이상이 되고 있다. 아름다움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항

abundance 풍부함

해할 때 중요하다. 그것은 삶을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도록 하기

resident 주민

때문에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들 중 매우 많은 사람들이 얻으려고

congested 정체된

노력하는 데 시간과 돈을 쓰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socioeconomic 사회 경제적인

문제 해설

promote 장려하다

③ 부정의 접속사 nor가 이끄는 절에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다. nor로 시작되는 절에서 삽입절(it is implied) 뒤의 are가
술어 동사이고 beauty가 주어이다. 주어에 맞추어 동사를 단수
형으로 써야 하므로, 밑줄 친 ③의 are는 is로 고쳐 써야 한다.
① That ~ virtual culture가 문장의 주어부를 구성하고 있고,
주어(appearance)와 술어 동사(matters)를 포함하고 있으므
로, 명사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접속사 That이 명
사절을 이끄는 것은 어법상 적절하다.
② the extent를 수식하는 관계절을 이끄는데, 전치사 to가 있
어야 to the extent라는 표현에서처럼 ‘~하는 범위로’의 의미
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to which는 어법상 적절하다.
④ Whatever else beauty may be는 주절과 콤마로 분리되
어 있으므로, 부사절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 복합관계대명사 Whatever를 쓴 것은 어법상
적절하다.
⑤ 「spend+목적어+-ing」 구문에 포함된 부분이므로, striving
을 쓴 것은 어법상 적절하다.

thereby 이로 인해
necessitate ~을 수반하다, ~을 필요로 하다
barrier 장벽
encounter 직면하다
state of affairs 상황, 현상
lobby (…에게 ~하도록) 청원하다, 진정하다
budget 예산
hearing 공청회, 청문회
argue for ~에 찬성 의견을 표현하다
negotiate 협상하다
neighborhood 인근, 근처
incentive 혜택
transport 이송하다, 운송하다
premise 전제
contributor 기여자
Word Search
| 정답 |

게 받아들여야 할 어떤 것도 아닌 것으로 일축된다. 아름다움이 그

1. abundance 2. budget 3. incentive

구조 분석
	

■ It [profoundly shapes our shared culture and

Exercise 7

정답

③

소 재

아름다움의 이상
해 석

individual practice], and [is increasingly a dominant
ethical ideal].
대명사 It은 beauty를 대신하여 쓰였으며, 이것이 두 개의
[ ]의 공통 주어이다.
어휘 및 어구

ideal 이상, 전형
transform into ~로 변화하다

아름다움의 이상이 변하고 있다. 아름다움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

ethical 윤리적인

고, 그렇게 되면서 아름다움의 이상은 윤리적 이상으로 변화하고 있

appearance 외양, 외모

다. 시각 문화와 가상 문화에서 외양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놀랄 일

define 규정하다, 정의를 내리다

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아름다움이 중요하고, 의미와 정체성을 규

identity 정체성

정하고, 자아를 형성하고, 일상적 관행을 구축하는 범위, 그리고 개

construct 형성하다

인이 가치 있게 (혹은 그렇지 않게) 평가되는 기준이 되는 범위는 잘

structure 구축하다

인식되지 않는다. 너무 자주 아름다움은 보잘것없는 사소한 것으로,

dismiss 일축하다

변하기 쉬운 유행으로, 학문적인, 특히 철학적인 연구를 위한 진지한

trivial 사소한

주제가 아닐뿐더러, 은연중에 아름다움은 진지한 사람들이 진지하

changeable 변하기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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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주제

구조 분석

academic 학문적인

	

■ Conversely, [if you never file outside the United

philosophical 철학적인

States], the French manufacturer can [copy your
product] and [sell it at will throughout the rest of the
world].
첫 번째 [ ]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두 번째와 세 번
째 [ ]는 and로 연결되어 can에 이어지는 술부이고, 세 번
째 [ ] 안에 있는 it은 your product를 가리킨다.

imply 은연중에 풍기다
profoundly 깊게, 심오하게
shape 형성하다
dominant 지배적인
navigate 항해하다
strive for ~을 얻으려고 노력하다

| 정답 |

틀리기 쉬운 유형편

어휘 및 어구

Word Search

industrialized 산업화된

1. ideal 2. dismiss 3. profoundly

treaty 조약
convention 협약, 조약
essentially 기본적으로
file 출원하다, 제출하다, 보관하다

Exercise 8

정답

④

소 재

파리 협약에 따른 특허 출원 우선권
해 석

세계의 산업화된 국가 대부분은 조약에 의해 파리 협약이라고 알려
진 것에 가입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이 조약은 여러분에게 미국과
같은 한 회원국에 출원한 후, 최초 출원일을 이용해 1년 이내에 또
다른 회원국에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

patent 특허(권), 특허품, 특허증
manufacturer 제조업체
subsequently 그 후, 그 뒤에
take precedence over ~보다 우선하다
involve 수반하다
significance 의미, 의의
at will 마음대로
Word Search
| 정답 |

1. treaty 2. patent 3. precedence

서 특허를 출원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던 중 6개월 후 한 프랑스
제조업체가 여러분의 제품을 알게 되어 프랑스 특허를 출원하기로
결정한다. 그 후 미국 출원을 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여러분은 또한
프랑스 특허도 출원한다. 양국은 파리 협약의 조약 체결국이기 때

Exercise 9

정답

②

문에, 여러분의 출원은 프랑스 제조업체의 출원보다 우선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 특허를 획득하는 것은 장시간의 값비싸고 복잡한 과정
을 수반하므로 여러분의 제품 아이디어가 전 세계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면 절대 그것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여러분이 미국
밖에서 전혀 출원하지 않는다면, 그 프랑스 제조업체는 여러분의 제
품을 복제하여 세계의 나머지 나라에서 마음대로 팔 수 있다.
문제 해설

파리 협약은 체결국 간에 출원 연도 우선일에 따른 우선권을
보장하므로, 미국과 프랑스를 예로 들어 출원자가 미국에서 먼
저 특허를 출원할 경우 프랑스에 그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
내에 출원하면 선출원의 출원일로 소급해 준다는 것을 설명하
는 내용이다. ④는 외국 특허 획득 과정의 제반 비용이 크기 때
문에 제품 아이디어가 전 세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면 외국 특허
를 획득하는 것을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흐
름과 관계가 없다.

소 재

미술에서 진실의 개념
해 석

미술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술에서의 진
실의 개념은 주관적이어서, 그것은 보는 사람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의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것의 의미는 자연에 진
실하다는 것인가, 인간의 경험에 진실하다는 것인가, 재료에 진실
하다는 것인가? (B) 그 답은 이 모든 것과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
도 그렇다는 것이다. 미술은 자연, 즉 실체를 가장 상세히 모사하
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는 2차원의 표면에 3
차원성이라는 그럴듯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기법과 장치를 고
안했다. (A) 역사를 통틀어 미술가는 눈을 속여 모방 속에서 진실
을 인식하게 하는 표현 기술을 이용해 왔다. 때때로 고대 그리스
화가 Apelles의 작품 소재에 관해 기록된 일화에서처럼, 미술가
07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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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의 거장다운 위업에 대한 이야기는 작품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다.

해 석

(C) 그러한 이야기 중 하나에, 그 화가가 다른 화가들이 사실적인 표
현에서 더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까 봐 두려워, 대회에

20세기의 위대한 진화 생물학자 Theodosius Dobzhansky는
‘생물학에서 어떤 것도 진화의 관점을 제외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출품된 말들 그림 앞에 진짜 말들을 데려올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라고 썼다. 오늘날 살아 있는 생물의 크기, 모양, 화학적 성질, 유전

있다. 그 말들이 Apelles의 작품 앞에서 울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
신이 응당 받아야 할 인정을 받게 되었다.

래한다. 이 모든 특징은 이 생물들과 그 조상들이 직면한 환경의 어
려움에 의해 형성되었다. 인간이 지구상의 모든 다른 종과 조상을

문제 해설

미술에서 진실의 개념에 관해 묻는 주어진 글 다음에, 그에 대
해 답하며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가 모사를 위해 고안한 기법
과 장치를 언급하는 내용의 (B)가 이어져야 하고, 모방 속에서
진실을 인식하게 하는 표현 기술을 이용한 사례로 Apelles에
관한 일화를 언급하는 내용의 (A)가 이어져야 한다. 그다음에
Apelles의 작품이 얼마나 사실적이었는지를 부연 설명하는 내
용의 (C)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B)-(A)-(C)’이다.

공유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형태의 비교 분석 수행도 아
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다. ‘대장균’ 박테리아, 양조장의 효모, 과실파
리, 선충, 제브라피시, 쥐, 또는 침팬지가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에
게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 종들 중 어느 것
도 우리의 조상이 아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시간
상 동일하게 먼, 우리의 사촌들이다. 이 종들과 우리가 공유하는 진화
의 유산이 바로 그것들을 그와 같은 강력한 모델 생물이 되도록 만들
어 주는 것이다.
문제 해설

구조 분석

⑤ 「It is ~ that ...」 강조구문을 제거하면 makes의 주어는 our
shared evolutionary heritage with these species이고, 목
적어는 의미상 these species이므로,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다. 따라서 재귀대명사 themselves를 대
명사 them으로 고쳐야 한다.
① 문장의 주어가 복수형 명사구 All the sizes ~ today이므로,
복수형 동사 derive는 어법상 적절하다.
② All of these features ~ the environmental challenges
가 완전한 절이므로 face는 준동사의 한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the environmental challenges가 face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
이므로, 과거분사 faced는 어법상 적절하다.
③ that 다음에 이어지는 절이 완전한 가운데, it이 형식상의 주
어이므로, 내용상의 주어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은 어
법상 적절하다.
④ 추가적으로 our cousins를 설명하는 형용사 distant를 수
식하는 부사로 equally는 어법상 적절하다.

■What does it mean [for art to “speak a truth”]?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어휘 및 어구

subjective 주관적인
trick ~ into ... ~을 속여 …하게 하다
perceive 인식하다
imitation 모방, 모조
exploit 위업, 공적
anecdote 일화
replicate 모사하다
come up with ~을 고안하다, ~을 생각해 내다
convincing 그럴듯한, 확실한
illusion 착각
three-dimensionality 3차원성
superior 우월한
representation 표현

구조 분석

recognition 인정

■ The great twentieth-century evolutionary biologist
	

Word Search
| 정답 |

자 모두는 수십억 년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조상으로부터 유

Theodosius Dobzhansky wrote [that “Nothing in
biology makes sense except in the light of evolution.”]
[ ]는 wrot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1. imitation 2. illusion 3. recognition

어휘 및 어구

Exercise 10

정답

⑤

evolutionary 진화의
make sense 이치에 맞다

소 재

다른 종과 공유하는 진화의 유산

60

chemistry 화학적 성질
gene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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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estor 조상

용을 증가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쓰레기 종량제에는 그

be traced back 거슬러 올라가다

서비스에 가입하는 데 대한 기본요금과, 예컨대 수거될 때 측정된

comparative 비교의

대로의 폐기물의 양과 관련된 가변 요금이 있을 수 있다. 쓰레기 종

Escherichia coli 대장균

량제는 폐기물 발생률이 낮은 일부 시민이 발생률이 높은 시민에게

bacterium 박테리아, 세균 (pl . bacteria)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액 요금제에 비해, 시민 각자가 자신이

brewer 양조장

그 제도를 이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므로 더 불공정한(→ 공정한) 제

yeast 효모

도로 간주되고 있다.

zebrafish 제브라피시

문제 해설

cousin 사촌
heritage 유산
Word Search
| 정답 |

1. evolution 2. ancestor 3. heritage

Tips


•zebrafish(제브라피시): 제브라다니오라고도 불리는 제브라피시는 잉어과
에 속하는 열대어로 원산지는 인도 아대륙이다. 제브라피시는 성체가 되면 몸
길이가 5cm 정도에 이르고, 표면에 고르지 않게 분포하는 색소 세포에 의해
얼룩말 무늬와 유사하게 푸른색 몸에 흰색 줄무늬가 생긴다.


•model organism(모델 생물): 모델 생물은 생명 과학 연구에 널리 쓰이
는 생물 종을 통칭하는 말이다. 모든 생물 종은 공통의 조상에서 유래했기 때
문에 유전체의 구조, 생리적 현상, 발생 과정 등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므
로 모델 생물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비슷한 종류의 생물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특히 인간의 질환을 연구하기 위해 직접 인체 실험을 할 수 없으므로
모델 생물을 활용하게 된다. 생명 과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모델 생물은 예쁜
꼬마선충, 노랑초파리, 아프리카발톱개구리, 생쥐 등이 있다.

기물 발생을 줄이는 것과 버린 만큼 값을 지불한다는 점에서
공정성의 효과가 있음을 설명하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쓰레기 처리를 위한 종량제의
목표와 효과’이다.
① 쓰레기를 분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당근과 채찍
② 폐기물의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
③ 재활용: 폐기물 관리의 판도를 바꿀 결정적 변수
④ 폐기물 수거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에 영
향을 미치는 것
12 쓰레기를 버린 양과 상관없이 모두가 고정 비용을 지불해
야 하는 정액 요금제에 비해, 쓰레기 종량제는 버린 만큼 경제
적 부담을 진다는 측면에서 더 공정하다는 내용이 되어야 글
의 흐름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e) 의 unfair (불공정한)를
fair(공정한)와 같은 어휘로 고쳐야 한다.

틀리기 쉬운 유형편

11 쓰레기 종량제의 목표와 그 제도가 가져오는 효과, 즉 폐

구조 분석
	

■ By linking the costs to the amount of waste in this

Exercise 11~12

정답

11. ⑤ 12. ⑤

소 재

쓰레기 종량제
해 석

way you make it more apparent for the citizen [that
there is a cost connected to throwing away waste].
it은 형식상의 목적어이고 [ ]가 내용상의 목적어이다.
어휘 및 어구

variable 가변적인
instrument 수단, 도구

쓰레기 종량제는, 단위 가격 책정 또는 가변 가격 책정으로도 알려

regulate 규제하다

져 있는데. 시민에게 한계 비용을 알림으로써,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

introduce 알리다, 소개하다

을 규제하려는 경제적 수단이다. 이 제도의 이면에 있는 생각은 실

marginal cost 한계 비용

제로 발생시키는 폐기물의 양과 관련지어 폐기물 비용을 지불한다

citizen 시민

는 것이다. 쓰레기 종량제의 경우, 필요에 부합하도록 선택하는 쓰

bin 쓰레기통

레기통 크기 또는 폐기물의 무게 둘 중 하나에 의해 지불할 수 있다.

link ~ to ... ~을 …과 연결하다[관련짓다]

이러한 방식으로 비용을 폐기물의 양과 연결함으로써 시민에게 쓰

apparent 분명한

레기를 버리는 데는 비용이 관련된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해 준다.

collection 수거

이 제도가 갖는 목표는 추가 비용이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람이 발

recyclable 재활용품

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동기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것이다.

free of charge 무료인, 무료로

예를 들어, 재활용품의 수거는 대개 무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활

baseline 기준선, 기준치
07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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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fee 요금
Week 4

subscribe 가입하다, 구독하다
weigh 무게를 측정하다

1④
7③

flat rate 정액 요금

08
2③
8③

강

본문 90~101쪽

3③
9⑤

4②

5②

10 ③

11 ⑤

6③
12 ⑤

Word Search
| 정답 |

1. regulate 2. subscribe 3. weigh

Exercise 1

정답

④

소 재

호르몬의 작용 방식
해 석

호르몬은 갑상선, 난소, 그리고 다른 분비선에서 생성되는 천연 화
학 물질이다. 각각의 호르몬은 혈류에서 표적 조직으로 운반되어,
해당 호르몬 특유의 효과를 발휘한다. 한 실례로, 난소에서 생성되
는 에스트로겐은 반응 조직으로 운반되어 그곳에서 동물을 암컷으
로 만드는 변화를 자극하고 유지한다. 자연적인 수준에서 에스트로
겐과 여타 호르몬은 동물의 건강에 필수적인 작용을 한다. 에스트로
겐 호르몬은 그것의 표적 조직에서 특정 수용체 분자와 반응하고 호
르몬 수용체 복합체는 반응을 끌어낸다. 비록 어느 정도까지는 양이
증가함에 따라 반응도 증가하지만, 수용체와 반응하기 위해서는 ‘아
주 작은 양의 호르몬만 필요하다.’ 하지만, 양이 계속 증가하면, 부정
적인 피드백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이것은 호르몬의 효과를 없앨 수
있다. 그렇다면 환경 호르몬(오염 물질)이 호르몬을 흉내 낼 수 있다
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행히 오염 물질은 실제 호르몬과 비교하
면 매우 약한 ‘호르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생 동물은 흔히 그
런 오염 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때로는 심각한 영향이 목격
된다.
문제 해설

수능 기출의 미래
두꺼운 분량을 벗어난 가장 완벽한 기출문제집
쉬운 문항은 간략하고 빠르게,
고난도 문항은 상세하고 심도 있게

④ 접속사인 although가 이끄는 절에서 주어인 the response
에 이어지는 술어 동사가 필요하므로, increasing을 increases
로 고쳐야 한다.
① 의미상의 주어인 each hormone과 수동의 의미 관계를 이
루므로 과거분사인 Carried를 쓴 것은 어법상 적절하다.
② responsive tissu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을 이끌고 뒤에 문장
성분을 모두 갖춘 절이 이어지므로, 관계부사 where를 쓴 것
은 어법상 적절하다.
③ actions를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구를 이끄는 형용사 vital
을 쓴 것은 어법상 적절하다.
⑤ 앞에 있는 명사 hormone을 대신하는 대명사인 one을 쓴
것은 어법상 적절하다.
구조 분석
	

■ Fortunately, a pollutant is a very weak “horm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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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d with the real one].
[ ]에서 compared with는 ‘~과 비교하여’라는 의미를 가진

신의 삶의 방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민족들은 이용할 수

표현이다.

들은 노래, 이야기, 그림 그리고 춤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전하는 훌

없는, 소극적인 권리와 적극적인 권리를 누린다. (호주의 토착 민족
륭한 이야기꾼들이다.) 호주, 캐나다, 그리고 인도와 같은 일부 국가

어휘 및 어구

들은 문화적 다양성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자국의 문화적 소수 민족들

chemical 화학 물질

이 번영하고 풍요롭고 다원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돕기

bloodstream 혈류

위해 그들에게 추가적인 자원과 권리를 부여한다. 이런 경우들과 다

target tissue 표적 조직

른 경우들에서 소수 민족들은 분명히 유리한 대접을 받고 어떤 면에

exert 발휘하다, 행사하다

서는 심지어 특권도 부여받지만, 그것이 사회에 더 큰 이익이 된다
면 그것은 정당화된다.

illustration 실례
transport 운반하다

문제 해설

responsive tissue 반응 조직

사회에서 더 불안한 처지에 있는 소수 민족들에게 대다수에게
는 부여하지 않는 추가적인 권리와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는 취지를 전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는 전체
글의 흐름에서 호주 토착 민족들이 노래, 이야기, 그림 그리고
춤을 통해 전통 문화를 훌륭하게 전승한다는 내용인 ③은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다.

stimulate 자극하다
maintain 유지하다
vital 필수적인
receptor 수용체
molecule 분자

틀리기 쉬운 유형편

specific 특유의, 특정한

complex 복합체
구조 분석

tiny 아주 작은

■ We may then need to give them rights [not available
	

dose (어느 정도의) 양, (약의) 복용량[투여량]

to the majority] in order to [reassure them], [promote
social harmony], and [foster a common sense of
belonging].
첫 번째 [ ]는 rights를 수식하는 형용사구이다. and로 연결
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 ]는 in order to에 이어져 병

up to a point 어느 정도까지는
come into play 작동하기 시작하다
turn off (효과 등을) 없애다
pollutant 오염 물질
expose 노출하다

렬 구조를 이룬다.

Word Search
| 정답 |

1. specific 2. illustration 3. dose

어휘 및 어구

traumatize 정신적인 충격을 주다
insecure 불안한

Exercise 2

정답

③

소 재

소수 민족에 대한 특별한 지원
해 석

threat 위협
majority 대다수
reassure 안심시키다
foster 기르다
sense of belonging 소속감
trauma 충격적인 경험, 정신적 충격

사회에는 최근에 겪은 일에 의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거나, 문화적

accompany 수반하다

으로 불안감을 느끼거나, 특정한 위협을 받고 있는 집단이 있을 수

constitution 헌법

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안심시키고, 사회적 화합을 장려하

grant 부여하다

며, 공동의 소속감을 길러 주기 위해 대다수에게는 이용 가능하지

minority 소수 민족

않은 권리를 그들에게 줄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국가 분단과 그

indigenous 토착의, 원주민의

것에 수반된 공동체 간의 엄청난 폭력의 충격적인 경험에서 태어난

negative right 소극적인 권리

인도 헌법이 인도의 소수 민족에게 몇 가지 추가 권리를 부여하기로

positive right 적극적인 권리

결정한 것은 현명한 일이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토착 민족들은 자

pass on ~을 전하다
08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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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place a value on ~에 가치를 두다

전쟁은 매우 양식화되어 사상자가 드물다고 설명하는 내용인
(A)가 이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한 글의 순서이다.

diversity 다양성
flourish 번영하다

구조 분석

contribute 기여하다

	

■ Minor war among the Tsembaga, [though potentially

plural 다원적인

deadly], is so highly stylized — the arrows used are
not even fletched — that casualties are rare.
[ ]는 though it(= minor war) is potentially deadly에
서 「주어+ be동사」가 생략된 것이다. 「so ~ that ...」은 ‘매우

favour 유리한 대접을 하다
in some respects 어떤 면에서는
privilege 특권을 부여하다
justify 정당화하다

~해서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Word Search
| 정답 |

어휘 및 어구

1. reassure 2. foster 3. plural

significant 중요한
warfare 전쟁
primitive 원시의

Exercise 3

정답

③

소 재

원시 문화에서 전쟁의 제의화된 성격
해 석

ritualized 제의화(祭儀化)된
character 성격
declare 선포하다
engage in ~을 하다
principal 주된, 주요한
calm 진정시키다

소위 원시 문화에서 인간의 전쟁에 관한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그

ancestor 조상

것의 매우 제의화된 성격이다. (B) 20세기 초반의 토착 민족들에 대

distinguish between ~ and ... ~과 …을 구별하다

한 인류학적 연구는 그들이 하는 전쟁의 예의에 관한 설명과 일반

deadly 치명적인

적으로 칭찬할 만한 주장들을 많이 담고 있다. Roy Rappaport의
Pigs for the Ancestors는 Papua New Guinea의 서쪽 산악

stylized 양식화된

지대에 사는 Tsembaga 족의 제의적인 생활과 의례적인 생활에
관한 연구이다. (C) 전통적으로 Tsembaga 족은 돼지를 기르는 사

anthropological 인류학적인

람들이고, 그들의 제의적인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은 돼지 개체 수와

contain 담다, 포함하다

관련된 생태적 역학에 대응하여 주기적인 축제를 여는 것인데, 돼지

description 설명

개체 수가 너무 크게 증가해서 얌 작물을 위협할 때, 그 돼지 떼를

praiseworthy 칭찬할 만한

죽이기 위한 축제가 선언된다. (A) 그 축제 기간은 또한 전쟁을 벌이

claim 주장

기 위해 선포된 시간이기도 한데, 그것의 주된 목적은 축제와 축제

civility 예의 (바름)

사이의 시간 동안 쌓인 불만과 갈등을 처리하는 것과 조상의 영혼을

ritual 제의적인, 제의의

진정시키는 것이다. Rappaport는 전쟁을 치르는 것에 관해 작은
사건과 큰 사건을 구별한다. Tsembaga 족 간의 작은 전쟁은, 치명

ceremonial 의례적(儀禮的)인, 의례(儀禮)의

적일 가능성은 있지만, 매우 양식화되어 있으므로, 사용되는 화살은

herder (가축을) 키우는 사람, 목자(牧者)

깃도 붙어 있지 않아, 사상자는 드물다.

cyclical 주기적인

문제 해설

원시 문화에서 인간의 전쟁이 지닌 제의화된 성격에 대해 주어
진 글에서 언급한 뒤, 그것을 보여 주는 인류학적 연구를 언급
하면서 그 사례로 Tsembaga 족을 소개하는 내용인 (B)가 이
어지고, 그 Tsembaga 족은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고 돼지
의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축제를 연다는 내용인
(C)가 그다음에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그 축제 기간에 벌이는

64

casualty 사상자
indigenous 토착의

highland 산악 지대

ecological 생태(학)적인
dynamics 역학
population 개체 수
yam 얌(고구마의 일종)
herd (짐승의) 떼, 무리
Word Search
| 정답 |

1. primitive 2. calm 3. cycl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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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4

정답

②

소 재

미국의 유기농 식품 시장
해 석

미국의 유기농 식품 시장은 지난 십 년 동안 미국 농업에서 가장 빠
르게 성장하는 부문 중 하나였다. 이것은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이
금전적으로 성공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환경에 도움을 주는 수익
비유기농 제품과 매우 같은 방식으로, 즉 고도로 중앙 집중화된 생
산, 가공, 그리고 유통 시설을 통하여 소비자의 입에 도달한다. 일부
사례에서, 오늘날의 유기농 농장은 경제적 고려 사항과 윤리적 고
려 사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시도하는 다각 농장보다 산업화
한 영농 기업을 더 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농 관리 체제로
의 전환은 정의상 산업화한 농업 생산에서 역사적으로 남용되고 오
용되어 토지, 물, 그리고 공기의 오염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던 화학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화학적 잔류물은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생기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생물학적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문제 해설

(A) 뒤에 필수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춘 절이 왔으므로 앞에 나
온 장소 개념인 a lucrative market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
where가 어법상 적절하다.
(B) 앞에 나온 일반동사 resemble을 대신해야 하므로 대동사
do가 어법상 적절하다.
(C) a shift ~ industrial agricultural production이 주어(a
shift ~ regimes)와 술어 동사(means)가 있는 주절이므로, 콤
마 뒤에는 앞 내용의 결과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분사구를 이
끄는 resulting이 어법상 적절하다.
구조 분석
	

■ The majority of organic products in the United

States reach the mouths of consumers in much the
same way as their nonorganic counterparts: through
highly centralized production, processing, and
distribution facilities.
The majority of는 뒤에 나온 명사(구)의 수에 따라 동사
의 수가 결정되므로, 뒤에 나온 organic products in the
United States에 수를 일치시켜 복수형 동사 reach를 사용
했다.
어휘 및 어구

counterpart 대응물, 상대방
processing 가공
distribution 유통, 분배
resemble 닮다
industrial 산업화한, 산업의
operation 기업, 사업체
diversified farm 다각 농장
shift 전환
틀리기 쉬운 유형편

성이 좋은 시장으로 인식되어 왔다. 미국 내 유기농 제품 대부분은

financially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by definition 정의상, 의미상
prohibition 금지
overuse 남용하다
misuse 오용하다
resultant 그 결과로 생기는
Word Search
| 정답 |

1. corporation 2. distribution 3. prohibition

Tips
diversified farming(다각 농업): 재해나 농작물의 가격 저하로 인한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와 노동력을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농
작물을 심어서 수익을 올리도록 경영하는 농업의 형태

Exercise 5~6

정답

5. ② 6. ③

소 재

교사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해 석

전문가가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는 이야기는 어떤 상황에서는 이로
울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적절히 자신을 드러내는 이야기는 교
실에서 유익하다. 교사가 수업 자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이용할 때, 이것은 학생들에게
잘 받아들여져 동기부여, 참여, 그리고 학습을 증진시킨다. 유의성
측면에서 교사들이 일부 부정적인 경험을 드러내는 것은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포츠 교사가 형편없이 경기를 해서 게임에
서 진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거나, 미술 교사가 기대했던 것만큼 결
과가 잘 나오지 않은 그림의 제작에 대해 설명할 수도 있다. 살짝 부
정적인 내용으로 교사가 자신을 드러내는 이야기에는 많은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즉 그것은 완벽하거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실수로부터 배운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강조하고),
교사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 주어, 이것은 결국 학생의 선호와 참여

sector 부문, 영역

를 촉진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교사가 긍정적인 내용으로 자신을

corporation 기업, 법인

드러내는 이야기만 이용하면 자기도취적이라고 인식될 수도 있고,
08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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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학생들이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교사는 부정적인 내용으

engagement 참여

로 자신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이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

in terms of ~의 측면에서

다. 그들은 또한 (도둑질을 했다거나, 거짓말을 했다거나, 시험에서

instructor 교사

부정행위를 했던 것과 같은) 매우 부정적인 세부 사항들을 드러내는

reveal 드러내다

것을 분명히 삼가야 하는데, 이것들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instance 사례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연구는 교사가 자신의 개인 이력, 가

turn out (일·진행·결과가 특정 방식으로) 되다

족과 일상 활동에 관해서는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는 이야기는 하지

mildly 약간

만, 봉급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에 관한 정보나 자신의 신뢰성을 훼손

flawless 흠잡을 데 없는

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유발할 수도 있는 정보는 드러내지 않는다

in turn 결국

는 것을 보여 주었다.

facilitate 촉진하다

문제 해설

5 교사가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는 이야기는 그것이 수업 자료
와 관련된 내용일 때 학생 참여를 촉진할 수 있고, 교사의 실
수나 실패에 관한 이야기는 교사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 주면서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게 해 주는 등 이점이 있으나, 매우 세
부적인 사항이 담긴 부정적인 이야기는 교사의 신뢰성을 훼손
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이
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② ‘교사가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는 이
야기의 이점과 주의 사항’이 가장 적절하다.
① 조용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자신의 목소리를 찾도록 도우라
③ 민감한 정보에 관해 학생이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는 이야기
관리하기
④ 학생과 교사 관계: 정서적 지원이 중요한 이유
⑤ 너무 많은 교사의 말: 적극적 학생 참여의 장벽
6 교사가 실패한 경험을 드러내는 것은 완벽하거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우리는 실수로부터 배운다는 사실
을 강조하고 교사의 인간적인 측면을 보여 줄 수 있다는 맥락
이므로, (c)의 deny(부정하다)를 underline(강조하다)과 같은
어휘로 바꾸어야 한다.
구조 분석
	

■ When teachers use positive disclosures [that are

directly linked to the lesson material], these [are
well received by students] and [increase motivation,
engagement and learning].
첫 번째 [ ]는 positive disclosur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and로 연결된 두 번째와 세 번째 [ ]는 these에 이어지는 술
부이다.
어휘 및 어구

narcissistic 자기도취적인
inferior 열등한
definitely 분명히
refrain from ~을 삼가다
cheat 부정행위를 하다
adverse 부정적인
damage 훼손하다
credibility 신뢰성
evaluation 평가
Word Search
| 정답 |

1. flawless 2. facilitate 3. adverse

Exercise 7

정답

③

소 재

악보를 읽는 속도 차이가 초래하는 결과
해 석

특히 악보의 페이지를 넘겨주는 사람이 충분히 일찍 페이지를 넘기
지 않는 것은 건반 악기 연주자들 사이에서 흔한 경험이다. 나는 고
개를 끄덕이는 것이 페이지를 넘기는 신호라는 점에 대하여 악보의
페이지를 넘겨주는 사람과 사전에 합의했지만, 결국 공연 중에 고개
를 끄덕이는 것이 무시된 것을 알게 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토
록 빨리 넘기길 원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후의 발언이다. 이 경험만으로도 경험 많은 연주자
에게 그가 보통의 악보의 페이지를 넘겨주는 사람보다 더 앞서 읽는
다고 말하기에 충분하다. 악보를 읽는 데 능숙한 사람과 덜 능숙한
사람이 동일한 악보를 공유하는 합창단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self-disclosure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는 이야기

다. 만약 악보를 잘 읽지 못하는 사람이 그 악보를 통제한다면, 그는

advantageous 이로운

언제나 악보를 잘 읽는 사람에게 편안한 속도보다 더 늦게 페이지를

appropriate 적절한

넘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연주자들에게 그들이

material 자료

습관적으로 얼마나 앞서서 악보를 읽는지 추정해 보라고 할 때, 그

66

EBS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001~086_수능특강(영어독해연습)_정답(1~10강)-8.indd 66

2022-01-06 오후 6:18:37

들은 대개 아주 어렴풋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다.

있고, 많이 가진 사람은 그것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설문 조사표에는 임금을 낮게 보고하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다. 그리

구조 분석
	

■ [“I couldn’t believe {that you wanted me to turn so
soon}!”] is a typical post-mortem remark.
[ ]는 인용된 표현 자체가 주어로 쓰인 것이며, { }는 명사
절로 believe의 목적어로 쓰였다.

고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임금에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의해 더
욱 영향을 받는다. (존립을 위해 노동자에게 최저 생활 임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에 의존하는 사업체는 존속할 어떤 권리도
없다.) 프랑스 노동자 표본을 이용해 연구원들은 피고용인이 매달 얼
마를 벌었는지 고용주가 말한 것과 자신들이 얼마를 벌었는지 피고
용인 자신이 말한 것을 비교했다. 임금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은 수치를 낮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임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임금을 높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문제 해설

임금을 낮게 보고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설명하며, 이것이 임금
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더욱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글이다. ③은 존립을 위해 노동자에게 임금을 적게 지불하는 사
업체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므로 글의 흐름과 관계 없다.
구조 분석

■ [Those {who were less satisfied with their wages

(the majority of people)} tended to under-report the
figure], but [those {who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wages} tended to over-report them].
두 개의 [ ]는 but으로 연결된 대등한 절이며, 두 개의 { }
는 각각 Those와 thos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keyboard player 건반 악기 연주자
in particular 특히
page-turner 악보의 페이지를 넘겨주는 사람
in advance 사전에, 미리

어휘 및 어구

nod 끄덕임
ignore 무시하다

perception 인식

remark 발언

inaccurate 부정확한

choir 합창단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다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underestimate 과소평가하다

estimate 추정하다

under-report 낮게 보고하다

customarily 습관적으로

survey 설문

vague 어렴풋한

questionnaire 조사표
affect 영향을 끼치다

Word Search
| 정답 |

틀리기 쉬운 유형편

③ 앞의 일반동사 reads의 의미를 대신하는 대동사이므로 be
동사인 is 대신 does를 써야 어법상 적절하다.
① 형식상의 주어 It의 내용상 주어인 절을 이끄는 that은 어법
상 적절하다.
② 끄덕임(the nod)이 무시된다는 수동의 의미를 표현한 것으
로 was ignored는 어법상 적절하다.
④ choirs를 수식하는 관계절을 이끄는 관계부사로 뒤에 완전
한 절이 이어지므로 관계부사 where는 어법상 적절하다.
⑤ 동사 read를 수식하므로 부사 customarily는 어법상 적절
하다.

	

문제 해설

living wage 최저 생활 임금

1. ignore 2. remark 3. estimate

figure 수치
Word Search

Exercise 8

| 정답 |

정답

1. inaccurate 2. overestimate 3. survey

③

소 재

임금 만족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인식 차이
해 석

부와 소득 분배에 있어 자신들의 위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자주
부정확하다. 조금 가진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Exercise 9

정답

소 재

체면을 지키기 위한 유머의 효과
08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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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해 석

colleague 동료

유머는 리더가 체면을 유지할 필요, 그리고 덧붙여 리더가 하급자

convey 전달하다

의 체면을 세워 주는 것을 돕는 필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wordy 장황한

(C) 업무 회의에서 기록된 직장 상호 작용을 분석함으로써 Holmes
와 Marra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지표를 발견했다. 두 고문이 서면

lessen 줄이다

평가를 비교할 때, 선배이자 경험 많은 고문이, “그리고 그것과는 별

analyze 분석하다

개로, 나는 바로 자네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훨씬 더

indicator 지표

적은 말로 했네.”라고 말함으로써 후배 동료의 서면 평가를 논평했

advisor 고문

다. (B) 이 평에 양측의 웃음이 이어졌다. 여기서 선배 동료는 후배의

evaluation 평가

보고서가 너무 장황하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유머의 사

apart from ~과는 별개로

용을 통해 그것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였는데, 그것은 또한 하급자의
체면을 세우는 필요에도 도움이 된다. (A) 유머는 또한 리더가 실수
를 했을 때 품위 있는 태도의 필요에도 도움이 된다. 다른 사례에서,

impact 영향

Word Search
| 정답 |

1. assist 2. lessen 3. indicator

리더가 제작한 문서에 오류가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완벽하
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렵군.”이라는 리더의 유머러스한 발언을 이끌
어 냈다.
문제 해설

유머는 하급자와 리더의 체면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주어진 문
장 다음에, 기록된 직장 상호 작용 분석에서 유머의 사례를 통
해 선배가 후배의 서면 평가에 대해 유머스럽게 평하는 내용인
(C)가 이어지고, 그 선배의 유머러스한 평이 이어져 하급자의
체면을 유지해 주었다는 내용의 (B)가 그 뒤에 이어진 후, 거
기에 더해 리더가 실수했을 때 자신의 유머로 품위를 지켰다는
내용의 (A)가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C)－(B)－(A)’이다.

Exercise 10

정답

③

소 재

전통적 종교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세속적 휴머니즘
해 석

우리는 지금 전통적인 종교적 가치와 헌신이 의심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특징을 세속적이거나 ‘영적이
긴 하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고’ 하면서 모든 전통적인 종교적 틀
을 거부해 왔다. 이것은 그들이 완전히 가치의 틀이 없는 상태로 어
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한 걸

구조 분석

음 물러서면, 우리는 가장 무신론적인 세속적 휴머니스트조차도 여
전히 매우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틀에 충실하여, 인간의 존엄성

by a leader] contained an error, [which elicited a
humorous comment by the leader — “{I find it really
hard being perfect at everything}].”
첫 번째 [ ]는 a document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두 번
째 [ ]는 앞의 내용에 이어져 부가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관
계절이며, { }는 a humorous comment by the leader에

과 자유에 대한 존중, 개인주의와 평등권, 그리고 공공 정책을 이끄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가치를 제공한다.

	

■ In another incident, a document [which was produced

어휘 및 어구

serve 기여하다
assist 도움이 되다
save face 체면을 세우다
dignified 품위 있는
profile 태도, 옆모습
make an error 실수하다
incident 작은 사건, 사례, 일화

68

는 우선 수단으로서의 합리성과 같은 가치를 중심으로 삼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관찰될 때, 세속적 휴머니즘은 전
통적인 종교와 매우 유사하게 기능한다. 그것은 추종자들에게 그러
한 가치에 맞추어 살지 않는 사람들을 벌하거나 피하려는 동기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신성한
문제 해설

③ observe의 목적어로 쓰인 that절에서 주어(even the most
atheistic secular humanist)와 동사(is)가 이미 나왔으므로,
동사의 형태로 제시된 revolve를 the most atheistic secular
humanist를 의미상의 주어로 하는 분사구문을 이끄는 현재분
사 revolving으로 고쳐야 한다.
① characterizing의 의미상 주어가 Many people이므로 주
어와 동일한 사람이 목적어로 쓰인 재귀대명 themselves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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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적절하다.
② 「의문사+ to부정사 ~(how to live ~)」는 명사적으로 쓰일
수 있으며, have figured out의 목적어 자리에 쓰였으므로 어
법상 적절하다.
④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인 secular humanism이 보는
동작을 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므로 과거분사 Looked는
어법상 적절하다.
⑤ punish 와 or 로 연결되어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avoid는 어법상 적절하다.

	

■ It gives its followers [a set of sacred values {that

allows them to make distinctions between right and
wrong, good and bad}], as well as [the motivation
to punish or avoid those {who do not live up to
those values}].
첫 번째와 두 번째 [ ]는 as well as로 연결되어 gives의 목
적어 역할을 하며, 첫 번째 { }는 a set of sacred valu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두 번째 { }는 those를 수식하는 관
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commitment 헌신, 전념, 책무
reject 거부하다
framework 틀, 체제


characterize ~ as ... ~의 특징을 …이라고 묘사하다, ~을 …으로 간
주하다

spiritual 영적인
figure out ~을 알아내다
take a step back 한 걸음 물러서다
be committed to ~에 충실하다, ~에 전념하다
abstract 추상적인
metaphysical 형이상학적인
revolve around ~을 중심으로 삼다

1. commitment 2. dignity 3. sacred

Exercise 11~12

정답

11. ⑤ 12. ⑤

소 재

음악적 혁신과 주류층의 저항
해 석

음악적 혁신은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밖에서 안으로 일어나지 그
반대쪽으로는 일어나지 않으며, 힘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대개 이
러한 음악적 혁신에 반대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흡수를 통해서
든 변형을 통해서든 그 혁신이 주류가 되고, 그런 다음 그 순환이 다
시 시작된다. 우리의 혼란스러운 음악에 자신들이 선호하는 의미를
강요하는 권위 있는 인물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변화해 왔다. 과거
에, 그들은 왕이나 예언자이거나 존경받는 철학자였을지도 모른다.
오늘날에는, 적어도 대부분의 음악 팬들의 관점에서, 그들은 흔히,
예를 들어, 지역 교향악단의 마케팅 부서, 학교 교육 과정 설계자 또
는 음악 경연의 심사위원들과 같은 무명에 얼굴도 모르는 것처럼 보
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이들이 파괴적인 새로운 음악 제
작 방식의 갑작스러운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는 예측
가능한 경로를 따르는데, 철저한 검열은 아니더라도, 배제로부터 시
작하며, 그것이 종종 그러하듯이 실패하는 경우, 억제와 용도 변경이
라는 더 기만적인 방법으로 전환된다. 현재 상황 지지자들은 사실상
반대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외부인과 하층민들의 노래
는 항상 위협이 되어 왔으며, 따라서 정화되거나 재해석되어야 한다.
음악의 힘은, 음악을 듣는 사람을 무아지경에 빠뜨릴 수 있는 힘이
든, 아니면 행동으로 옮기도록 자극할 수 있는 힘이든,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며, 따라서 해방되어야(→ 통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의 음악적 삶을 기록에 남기고 정의하는 이야기들은 이러한 중요한
규칙들을 인정하여 필연적으로 쓰이고 다시 쓰인다.
문제 해설

respect 존중

11 음악적 혁신은 아래에서 위로, 밖에서 안으로 일어난다고

dignity 존엄성

하며, 음악적 혁신에 반대하는 주류 구성원들은 배제와 억제 등
의 방법으로 그것을 막는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⑤ ‘음악
혁신 초기의 주류층의 저항’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① 권력을 원하는가? 음악을 이용하라!
② 음악으로 돈을 벌 수 있다
③ 음악: 하층민의 정신적 치료법
④ 세대를 초월하는 음악이 결국 성공한다
12 앞서 음악적 혁신을 반대하고 현재의 상황을 지지하는 방
식으로 외부인과 하층민들의 노래가 정화, 재해석되어야 한다

individualism 개인주의
rationality 합리성
means 수단
guide 이끌다, 인도하다
function 기능하다
sacred 신성한
distinction 구별, 구분
live up to ~에 맞추어 살다, ~에 부응하다

08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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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분석

Word Search
| 정답 |

69

2022-01-06 오후 6:18:39

정답과 해설
고 했으므로 (e)의 liberated(해방되어야)를 regulated(통제되
어야)와 같은 어휘로 바꾸어야 한다.

purify 정화하다
reinterpret 재해석하다
narrative 이야기

구조 분석
	

■ But in every case, the tools [they employ to prevent

the sudden invasion of disruptive new ways of musicmaking] follow a predictable path, [starting with
exclusion, {if not outright censorship}], and [{when
that fails — as it so often does} — shifting to more
deceptive methods of containment and repurposing].
첫 번째 [ ]는 the tool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며, 두 번째
와 세 번째 [ ]는 분사구문으로 앞의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상황을 나타내며, 첫 번째 { }는 starting with exclusion
에, 두 번째 { }는 shifting ~ repurposing에 연결된 부사

chronicle 기록에 남기다
define 정의하다
inevitably 필연적으로
in recognition of ~을 인정하여
Word Search
| 정답 |

1. innovation 2. perspective 3. define

절이다.
어휘 및 어구

innovation 혁신
bottom up 아래에서 위로, 상향식으로
outside in 밖에서 안으로
vice versa 반대로
authority 권위
transformation 변형
mainstream 주류
figure 인물
impose ~ on ... ~을 …에게 강요하다
preferred 선호하는
messy 혼란스러운
prophet 예언자
esteemed 존경받는
perspective 관점
symphony 교향악단
curriculum 교육 과정 (pl . curricula)
judge 심사위원
invasion 침입
exclusion 배제
outright 철저한
censorship 검열

수능연계완성
3/4주 특강 고난도·신유형

deceptive 기만적인
containment 억제
repurpose 용도를 변경하다
upholder 지지자

수능 1등급을 향한 고난도 문항집
신유형과 킬러 문항 완벽 대비!

push back 반대하다
underclass 하층민
pose a threat 위협이 되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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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5

1③
7⑤
13 ③

09
2⑤
8⑤
14 ⑤

older women의 술부로 세 개의 { }가 병렬 구조로 연결되
강

본문 102~113쪽

3④
9⑤

4④
10 ④

5④
11 ④

6④
12 ④

었다.
어휘 및 어구

carrier 전달자, 보유자
resource 자원
identity work 정체성 형성
vary 다르다, 변화하다

Exercise 1

정답

③

옷 쇼핑과 여성의 정체성 형성
해 석

옷은 항상 의미의 전달자이자 정체성 형성의 핵심 자원이었지만, 정
체성 형성의 자원으로서 옷의 역할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다. 나이가
많은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상점으로 놀러 가는 일이 더 적고, 그렇
게 할 때는 목표와 목적을 염두에 두며, 정신이 산만해지는 것을 즐
기지 않는 반면, 젊은 여성들은 쇼핑을 여가 시간 활동으로 볼 가능
성이 더 크고, 특정한 구매를 염두에 두지 않고 상점을 방문할 가능
성이 더 크다. 나이 든 여성의 의류 구매는 (전문적이고 사회적인) 특
정한 필요나 그들의 가계 예산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
러한 여성들에게 정체성은 젊은 여성들보다 그들의 외모와 그것의
중요성으로부터 더욱 도출될(→ 동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나이든

objective 목적

틀리기 쉬운 유형편

소 재

aim 목표
distracted 정신이 분산된
pursuit 활동, 추구
purchase 구매
household budget 가계 예산
significance 중요성, 의미
standing 지위, 신분, 입장
obligation 의무
expand 확장하다
self-perceived 스스로 인식한
entity 실체
try on ~을 (시험 삼아) 착용해 보다
Word Search
| 정답 |

1. pursuit 2. purchase 3. obligation

여성의 정체성]은 직업상의 지위, 자녀, 사회적 역할과 의무와 같은
문제와 연관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젊은 여성들은 그
들이 스스로 인식한 정체성과 이미지를 넓히는 데 도움을 주는 물건
들을 구매한다. 옷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실체가 탈의실에서 시험 삼
아 착용되고 있는데, 그곳에서 옷은 물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상징
적인 의미에서도 ‘어울리는’ 또는 ‘성장하여 될’ 수도 있는 어떤 것이
된다.
문제 해설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젊은 여성보다 나이 든 여성의 정체성은
외모나 그것의 중요성으로부터 더욱 동떨어질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③의 derived(도출된)는 removed(동떨어진)와 같
은 어휘로 바꾸어야 한다.
구조 분석

Exercise 2

정답

⑤

소 재

심리 치료를 위한 작사·작곡
해 석

작사·작곡은 감정적인 주제를 언어적으로 그리고 음악적으로 깊이
숙고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노래의 인
기와 노래가 제공하는 구조는 젊은이들이 이 생각에 쉽게 공감할 수
있게 한다. 경직되지 않고 구조를 제공하는 치료 목적의 작사·작곡
에 대한 많은 접근법이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치료사와 청소년은
가능한 주제와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다음 하나를
결정한다. 그들이 이미 초기 치료 시간에 감정과 감정적 사건을 다

excursions to the shops} and {have in mind aims and
objectives when they do} and {do not enjoy being
distracted}], [younger women are more likely to view
shopping as a leisure-time pursuit, more likely to visit
a shop with no specific purchase in mind].
두 개의 [ ]가 대조되고 있다. 첫 번째 [ ]에서 주어 the

루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개입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이용 가능

	

■ [Whereas the older women typically {make fewer

한 자료가 있다. 미리 써 둔 가사를 이용하거나 연주하고 담소를 나
누면서 새로운 가사를 만들어 내는 것처럼 작사를 위한 다양한 가능
성이 있다. 때때로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집에서 썼거나 학교 과제로
만든 시를 바탕으로 준비된 자료를 가져온다. 마찬가지로 악곡은 그
들이 이미 알고 있는 멜로디에 기반을 두거나 즉흥적으로 연주하면
09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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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 반주는 대체로 치료사가 제공하는데, 그는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모든 핀치새가 작고 부드러운 씨앗을 먹

음악적 특성에 관해서 청소년의 설명을 따른다.

을 수 있는 반면에 커다란 부리를 가진 핀치새만 크고 단단한 씨앗
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씨앗의 고갈은 무작위적이지 않았다. 가뭄

문제 해설

주어진 문장은 심리 치료를 위해 사용할 악보[음악]에 관한 것
으로 가사를 준비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가사 준비에 대한 언급이 끝난 ⑤이다.
구조 분석
	

[that offer structure without becoming inflexible].
[ ]는 many approaches to therapeutic songwriting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선행사가 복수이므로 관계사 다음에
동사 offer가 쓰였다.
어휘 및 어구

다. 더 큰 부리를 가진 새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커서, 더 큰 부
리에 대한 방향성 선택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1978년에 비가 내리
기 시작했을 때, 살아남아서 번식했던 핀치새는 가뭄 이전의 개체군
성이 매우 높고, 이런 이유로 가뭄 이후에 태어난 새의 세대는 가뭄
이전에 태어난 새의 세대보다 더 큰 부리를 가졌었다.
→ Daphne Major 섬의 기후 변화 이후에 씨앗의 고갈은 핀치새
의 방향성 선택을 초래했는데, 그것의 신체적 특성이 그것의 생존과
번식을 결정하는 요인이었다.
문제 해설

improvise 즉흥적으로 연주하다[하다]

갈라파고스의 작은 섬 Daphne Major에서 가뭄이라는 기후
변화가 일어났고, 가뭄이 진행되면서 크고 단단한 씨앗을 먹을
수 있는 큰 부리를 가진 핀치새만 살아남아 번식하게 되는 방
향성 선택이 초래되었다는 것이 글의 핵심이다. 따라서 요약문
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은 ④ ‘기후의(climatic) - 신체
적인(physical)’이 가장 적절하다.
① 지질의 - 신체적인
② 기후의 - 공간적인
③ 농업의 - 이주하는
⑤ 지질의 - 이주하는

reflect on ~을 숙고하다, ~을 되돌아보다
verbally 언어적으로
adolescent 청소년
relate to ~에 공감하다
therapeutic 치료 목적의, 치료법의
inflexible 경직된, 융통성이 없는
therapist 치료사
session (수업) 시간, 회기
intervention 개입, 중재
lyrics 가사

구조 분석

invent 만들다, 발명하다

■ During this period, [the resident population of
	

accompaniment 반주
instruction 설명, 지시
Word Search

1. improvise 2. adolescent 3. accompaniment

Exercise 3

으로 치우치게 되었고, 핀치새의 죽음은 크기에 따라 선별적이 되었

보다 (평균적으로) 더 큰 부리를 가진 것이었다. 부리의 크기는 유전

■ There are many approaches to therapeutic songwriting

| 정답 |

이 진행되면서, 씨앗 분포는 그리하여 점점 더 크고 더 단단한 씨앗

정답

④

소 재

기후 변화에 따른 핀치새의 진화
해 석

medium ground finches rapidly depleted available
seeds from the environment] and [many individuals
starved to death], [resulting in a population size
decrease of about 85%].
첫 번째 [ ]와 두 번째 [ ]는 and로 연결된 절이다. 세 번째
[ ]는 두 번째 [ ]의 결과를 표현하는 분사구문이다.
어휘 및 어구

drought 가뭄
reproduction 번식
resident 상주하는, 정주성의; 거주자
population 개체군, 인구

1976년에서 1977년까지 갈라파고스의 작은 섬 Daphne Major
의 상황은 식물 대부분의 번식을 막는 가뭄을 야기했다. 이 기간 동

deplete 고갈시키다

안 미디엄핀치새의 상주 개체군은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씨앗을 급

starve to death 굶어 죽다

속히 고갈시켰고, 많은 개체가 굶어 죽어, 개체군의 크기가 약 85%

nonrandom 무작위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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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 먹다, 소비하다

문제 해설

beak (새의) 부리

(A) 주인공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홍보에 참여하
지 않고 여행을 떠난 것에서 Marvel Studios 와 사이가 좋
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quarreling(다투기)을 써야 한다.
collaborating은 ‘협력하기’를 뜻한다.
(B) 앞에 나온 아티스트와 제작자 사이의 갈등 관계는 창의적

progress 진행하다, 진보하다
distribution 분포, 분배, 유통
biased 치우친, 편향된
mortality 죽음, 사망률
size-selective 크기에 따라 선별적인
breed 번식하다
heritable 유전성의, 상속할 수 있는
hence 그런 이유로
generation 세대, 생성
Word Search

구조 분석

1. reproduction 2. deplete 3. mortality

■ And numerous artists have released music tracks [that
	

| 정답 |

틀리기 쉬운 유형편

인 사람들이 자신의 예술적 완결성이 위협받았기 때문임을 추
론할 수 있으므로 threatened를 써야 한다. enhanced는 ‘향상
된’을 뜻한다.
(C) 창의적인 사람들은 경제적 관심보다도 예술 그 자체에 대
한 열망에 의해 움직인다고 하였으므로 artistic(예술적)을 써
야 한다. financial은 ‘재정적’을 뜻한다.

commence 시작하다, 개시하다

Tips
directional selection(방향성 선택): 자연 선택의 유형 중 하나로 시간이 지
남에 따라 한 집단의 표현형 분포가 특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은 개체군 내에서 생존 등에 유리한 표현형으로 돌연변이의 고정 방향이 정
해진 결과이다.

make it more or less clear to their listeners {that the
songs exist only for contractual reasons}].
[ ]는 music track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며, [ ]에서 it은
형식상의 목적어, { }가 내용상의 목적어이다.
어휘 및 어구

filming 영화 촬영
head 사장, 우두머리
lead character 주인공

Exercise 4

정답

④

소 재

예술가와 제작자 사이의 갈등
해 석

배우 Peter Sellers는 영화사 사장과 다툰 뒤 James Bond 영화
Casino Royale의 촬영을 그만두고 떠났다. 주인공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dward Norton은 The Incredible Hulk의 이
야기가 영화 속에서 어떻게 그려져야 할지를 놓고 Marvel Studios

quarrel 다투다, 말다툼하다
embark 나서다, 시작하다, 착수하다
participate in ~에 참여하다
promotion 홍보
numerous 수많은
release 발표하다, 출시하다, 풀어 주다
more or less 거의, 대략
contractual 계약상의
underlying 근본적인
theme 논제, 주제, 화제

와 다투고 난 후, 영화 홍보에 참여하기보다는 한 달간의 아프리카

creative 창의적인 사람; 창의적인

여행에 나섰다. 그리고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그들의 청취자들에게

integrity 완결성, 진실성, 성실

노래가 단지 계약상의 이유로만 존재한다는 것을 거의 분명하게 밝

make no mistake about ~은 분명하다, ~은 정말이다

히는 음악 트랙을 발표했다. 그러한 갈등에서 근본적인 논제는 창의

composition 구성

적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예술적 완결성(그리고/또는 자유)이 위협받

execution 실행

았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작품, 이를테

be driven by ~에 의해 움직이다

면 아이디어와 구성의 독창성, 기술력과 그것의 실행, 그리고 창의적

be derived from ~에서 나오다[연유하다]

인 행위에서 마침내 비롯되는 예술적 성취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기

aesthetic 미적인

울이는지는 분명하다. 흔히 창의적인 사람들은 어떤 경제적 관심보
다도 예술 그 자체에 대한 열망에 의해 움직이며, 그들의 보상은 창
작물의 미적 또는 문화적 가치에서 나온다.

Word Search
| 정답 |

1. promotion 2. integrity 3. execution
09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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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Exercise 5~7

정답

5. ④ 6. ④ 7. ⑤

상인이 설명했다. “그러니 다시 연기해 보게. 밧줄을 푸는 척하고 낙
타가 그곳을 떠나는 것을 보게.”라고 탁발승이 말했다. 상인은 지시

소 재

상상의 밧줄로 낙타 묶기
해 석

(A) 오래전, 한 상인이 살았다. 그는 다섯 마리의 낙타를 소유하고 있
었는데, 거래를 위해 그 낙타들을 이용하여 먼 도시로 물건을 운반
했다. 어느 날, 상인은 몇 가지 중요한 사업 거래를 한 후 자신의 마
을로 돌아가고 있었다. 시간이 늦어, 그는 여관에서 그날 밤을 보내
기로 했다. “여관 밖에 있는 이 나무에 낙타를 묶어야겠군.” 하고 그
는 생각했다. 그에게는 밧줄이 많지 않아, 그는 오직 네 마리의 낙타
만 묶을 수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라고 상인은 외쳤다. 결국,
그는 여관에 들어가 주인에게 도움을 좀 요청하기로 했다. “뭐가 문
제인가?”라고 입구 밖에 앉아 있던 한 탁발승이 물었다.
(D) “낙타 다섯 마리 중 네 마리는 나무에 그럭저럭 묶었습니다. 그
런데 다섯 번째 낙타를 묶을 밧줄이 부족합니다.”라고 상인은 대답
했다. “하하하!” 하며 탁발승이 웃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
가?”라고 그가 물었다. “여기 여관 주인에게 말해 보려 합니다. 그는
저에게 밧줄을 좀 줄지도 모릅니다.”라고 상인이 대답했다. “주인을
만날 필요가 없네. 가서 낙타를 나무에 묶게.”라고 탁발승이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요?”라고 그가 물었다. “그냥 나머지 네 마리의 낙타

켜본 후, 탁발승은 그곳을 떠났다.
문제 해설

5 거래를 마친 상인이 여관 앞에서 자신의 낙타를 나무에 묶으
려 하지만 밧줄이 모자라서 난감해하자 탁발승이 뭐가 문제인
지를 물어보는 내용의 (A) 다음에는, 상인이 그의 질문에 대답
하자 탁발승이 상상의 밧줄을 사용하라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
는 내용의 (D)가 오고, 탁발승의 제안이 통했지만, 다음날 아
침에는 상상의 밧줄로 묶은 다섯 번째 낙타가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B)가 이어진 다음, 같은 방법으로 그 낙타를
풀어 주라는 탁발승의 제안과 이를 통해 그 낙타가 움직였다는
내용의 (C)가 나오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하다. 그러므
로 (A)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④ ‘(D)–(B)–(C)’가 가장 적절
하다.
6 (d)는 탁발승(fakir)을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상인(trader)
을 가리킨다.
7 탁발승은 상인에게 상상의 밧줄을 사용하라고 말했으므로,
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이다.
구조 분석

■ He owned five camels, [which he used to carry goods
	

를 묶은 것처럼 하게.”라고 탁발승이 말했다. “하지만 밧줄은요?” 그

받은 대로 했고 그 낙타는 일어나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것을 지

가 물었다. “밧줄은 필요 없네. 상상의 밧줄을 사용해 자네가 그저
매일 하듯이 낙타를 묶게.”라고 탁발승이 제안했다.
(B) 상인은 그가 지시한 대로 했다. 상인은 마치 자신의 손에 밧줄이
있는 것처럼 연기하며 그 낙타의 목 주변에 매듭을 묶는 척했다. 그
런 후 그는 그 낙타를 나무에 묶는 척했다. 그는 그 낙타가 자신을
따르는 것을 보고 놀랐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라고 상인은 행복
하게 말하고 여관 안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아침, 그는 나무에 가서
상상의 밧줄로 묶여 있던 다섯 번째 낙타를 제외한 모든 낙타를 풀
어 주었다. 다섯 번째 낙타를 제외한 모든 낙타가 그 구내에서 걸어
나왔다. 상인은 그 낙타에게 움직이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그 낙타는
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상인은 최선을 다해 그 낙타를 그것이
있는 자리에서 움직이게 하려 했다. 하지만 그 낙타는 조금도 움직
이지 않았다.
(C) 마침내, 상인은 냉정함을 잃었다. “이 바보야! 그냥 일어나 가는
게 어때?”라고 그는 소리쳤다. “뭐가 문제인가?”라고 탁발승이 물
었다. “낙타가 이곳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라고 상인이 대답했다.
“자네가 그 낙타를 상상의 밧줄로 나무에 묶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
는가.”라고 탁발승이 말했다. “그래서요?”라고 상인이 물었다. “자네
는 낙타를 묶는 것에 대해 걱정했잖은가. 낙타가 자네를 떠났나?”라
고 탁발승이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상상의 밧줄
을 사용해 낙타를 묶었습니다. 그건 단지 연기였을 뿐입니다.”라고

74

to far-off cities for trading purposes].
[ ]는 five camels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camel 낙타
far-off 먼, 멀리 떨어진
inn 여관
tie 묶다
request 요청하다; 요청
entrance 입구, 입장
instruct 지시하다
pretend (~인) 척하다
knot 매듭
obey 따르다, 복종하다
imaginary 상상의
adhere to ~을 따르다[고수하다]
direct 지시하다
manage to do 그럭저럭 ~하다
enquire 묻다, 문의하다
Word Search
| 정답 |

1. pretend 2. knot 3. 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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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8

정답

⑤

소 재

글쓰기에서 의미 표현과 의미 공유 사이의 갈등
해 석

글쓰기가 독자에 의해 재구성될 의미를 표현하고 공유한다는 생각
은 골치 아픈 일일 수 있는데, 이유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과 의미를

hesitate 주저하다, 망설이다
keep ~ private ~을 비밀로 해 두다
convey 전달하다
intend 의도하다
indicate 나타내다, 지적하다
Word Search
| 정답 |

1. evoke 2. convey 3. intend

공유하는 것 사이에는 갈등이 있기 때문이다. 흔히 우리는 우리의
간주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에 좋게 반응할지 혹은
우리와 우리의 말을 호의적으로 평가할지 확신하지 못할지도 모른

Exercise 9

정답

⑤

다. 따라서 공유되는 모든 표현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불안감을
소 재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작가는 종종 자신이 표현한 것을 공유하기를
주저하고 심지어 자신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글은 비밀로 해

십 대의 수면 패턴

둘 수도 있다. 게다가, 작가는 자신의 글이 자신이 의도한 바와 다른
것을 독자에게 전달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거부할) 수도 있다.
작가의 작품이 작가가 바랐던 모든 것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을 나타내는 독자의 반응이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문제 해설

작가의 작품이 자신의 의도를 모두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
타내는 독자의 반응이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으
로 보아, 작가는 그러한 생각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되
어야 문맥상 적절하다. 그러므로 ⑤의 accept(받아들이다)를
resist(거부하다)와 같은 어휘로 바꾸어야 한다.
구조 분석

해 석

사춘기 이후에 멜라토닌은 더 늦은 밤에 생성되기 시작하는데, 그
것이 많은 십 대들이 훨씬 더 늦은 저녁까지 잠이 오지 않는 이유이
다. 그것은 또한 (이른 아침에 정신이 매우 초롱초롱하며 저녁 일찍
잠이 들 준비가 되어 있는 어린아이들과는 달리) 그들이 아침에 일
어나기 힘들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체내 시계에 따르면 아직 자고
있어야 할 이른 아침에 십 대들을 억지로 등교하게 하는 것은 그들
에게서 수면을 빼앗는 것이며, 우리는 수면 부족이 학습을 방해하고
기분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주중에 아침마다 억지로 일찍
일어나게 되는 것은 주말에 십 대들이 자주 한낮이 지나서까지 자면
서 잠을 보충하기 때문에 ‘사회적 시차증’이라고 불리는 결과도 초래
한다. 이것은 매 주말 다른 시간대로 이동하는 것과 같으며 아마도

	

■ Feedback from readers [indicating {that the writer’s
works do not convey all <the writer hoped>}] is not

틀리기 쉬운 유형편

표현을 마음속 깊은 곳의 충동에서 비롯되는, 매우 개인적인 것으로

어휘 및 어구

reconstruct 재구성하다
troublesome 골치 아픈, 힘든
tension 갈등, 긴장
arise from ~에서 비롯되다
inmost 마음속 깊은 곳의
impulse 충동
evaluate 평가하다
favorably 호의적으로
evoke 불러일으키다, 일깨우다
anxiety 불안감, 걱정

십 대들을 위해 학교 시작 시각이 그들의 24시간 주기 리듬에 더 맞
도록 더 늦춰져야 한다고 말해 왔다. 이것은 학습과 동기를 둘 다 향
상할 수도 있고, 더 행복한 개인이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문제 해설

⑤의 앞에서 십 대들이 주중에 학교에 가려고 아침에 일찍 일
어나느라 주말에 밀린 잠을 보충하고 시차증에 시달린다는 내
용이 나오고, ⑤의 뒤에서 어떠한 조치가 학습과 동기를 둘 다
향상할 수도 있고 더 행복한 개인이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
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학교 시작 시각이 십 대들의
24시간 주기 리듬에 더 맞도록 더 늦춰져야 한다고 많은 연구
자들이 말해 왔다는 내용인 주어진 문장은 ⑤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조 분석

■ [Being forced to wake up early each morning during
	

always welcomed.
[ ]는 Feedback from readers를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 }는 indicating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 >는
all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시차증만큼이나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연구자들은

the week] also results in [what is called ‘social jet09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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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lag’] [as teenagers catch up on sleep at weekends,
{often sleeping until past midday}].
첫 번째 [ ]는 수동형 동명사 Being forced가 이끄는 문장
의 주어이다. 두 번째 [ ]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로 in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세 번
째 [ ]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며, 그 안에 있는 { }는
부사절의 주어 teenagers의 부수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

어도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장은 지식, 기술적 진전, 그리고

구문이다.

이 없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상당히 낙관적으로 말해서,

천연자원이 과거와 현재의 성장에 공헌한 바는 거의 없었다. 즉, 에
너지원과 자원의 공급은 항상 단지 새로운 형태의 지식과 기술에 의
해 생겨난 수요를 따랐을 뿐이고 경제에서 억제하는 역할은 한 번
도 한 적이 없었다.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에너지 자원은 한 번도 성
장에 어떤 현저한 제한을 행사하거나 혹은 그것의 추이를 형성한 적
이것은 미래의 에너지원 전환이, 기후 변화와 오염을 완화하기 위한

어휘 및 어구

책무에 의해 필요해지든 상승하는 화석 연료의 상대 가격에 대처해

in line with ~에 맞춰서, ~에 따라

야 하는 책무에 의해 필요해지든 간에, 경제에 큰 비용을 부과할 것

puberty 사춘기

같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struggle 힘들어하다, 애쓰다

→ 몇몇 경제학자에 따르면 에너지원과 천연자원이 경제 성장에 미

super-alert 정신이 매우 초롱초롱한

치는 영향은 대수롭지 않으며, 이것은 미래의 에너지원 전환이 경제

body clock 체내 시계

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시사한다.

deprive ~ of ... ~에게서 …을 빼앗다
deprivation 부족, 박탈

문제 해설

inhibit 방해하다, 억제하다
lower 저하시키다, 낮추다
mood 기분
result in ~을 초래하다, ~을 낳다
jet-lag 시차증
catch up on ~을 보충하다, ~을 따라가다
motivation 동기
Word Search
| 정답 |

자본에 의존했고 계속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1. struggle 2. deprivation 3. inhibit

Tips


melatonin(멜라토닌): 솔방울샘에서 생성,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밤과 낮의 길
이나 계절에 따른 일조 시간의 변화 등을 감지하여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기능
과 수면 유도 및 진정 작용을 한다.

흔히 에너지원이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지
만, 실제로는 경제 성장에 공헌한 바는 거의 없었으며 경제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도 한 적 없다는 일부 경제학자의 주장
과,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기후 변화와 오염 문제에 대처하
기 위해 에너지원을 전환해도 경제 성장을 제한할 만큼의 큰
비용적인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
서 요약문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은 ④ ‘대수롭지 않은
(insignificant) - 부정적인(adverse)’이 가장 적절하다.
① 상당한 - 부정적인
② 과장된 - 긍정적인
③ 과소평가된 - 지속되는
⑤ 무시해도 될 정도의 - 긍정적인
구조 분석
	

■ Equally, and quite optimistically, this implies [that

Exercise 10

정답

④

소 재

에너지원과 경제 성장의 관계
해 석

에너지원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날 상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 대부분은 에
너지원을 자신들의 경제 성장 모형에 포함하지 않는다. 몇몇 경제
학자에 따르면 (에너지원을 포함하여) 원자재는 사실상 경제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우리는 Robert Solow를 한 중요한
예시로 들 수 있는데, 그는 1974년에 경제는 실제로 천연자원이 없

76

future energy transitions, {whether necessitated
by the imperative to 〈mitigate climate change and
pollution〉, or 〈combat rising relative prices of fossil
fuels〉}, are unlikely to impose major costs on the
economy].
[ ]는 implie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 }는
‘~ 이든지 간에’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future energy
transitions를 추가적으로 설명한다. { } 안에 있는 or로 연
결된 두 개의 < >는 앞에 있는 to에 이어진다.
어휘 및 어구

commonsensical 상식적인
central 가장 중요한, 중앙의

EBS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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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material 원자재, 원료

문제 해설

virtually 사실상

대공황 시기에 농업에서의 과잉 생산을 바로잡기 위해 미국에
서 시행된 농업 조정법이 생산할 수 있는 농산물의 총량을 제
한하지 않아 농부들이 제한된 면적의 토지에서 생산을 최대한
많이 하게끔 만들었다는 내용이므로, ④의 reduced(줄였다)는
intensified(증대했다)와 같은 어휘로 바꾸어야 한다.

determining 결정적인
progress 발전하다, 진보하다
technical 기술적인
capital 자본
contribution 공헌, 기여

구조 분석

non-existent 거의 없는, 존재하지 않는

■ Farmers therefore intensified production on the
	

constrain 억제하다, 제약하다
exercise 행사하다, 발휘하다
restraint 제한, 자제
optimistically 낙관적으로
imply 시사하다, 함축하다
transition 전환

어휘 및 어구

necessitate 필요하게 만들다
imperative 책무, 필요(성)

in the midst of ~이 한창일 때

combat 대처하다, 방지하다

the Great Depression 대공황(大恐慌)

relative price 상대 가격(相對價格)

mechanism 방법, 메커니즘

impose 부과하다, 강요하다

price support (정부에 의한) 가격 유지책
commit to -ing ~하기로 약속하다

Word Search
| 정답 |

틀리기 쉬운 유형편

amount of land [they were able to use] so that they
could capitalize on the artificially inflated price of
[what they produced].
첫 번째 [ ]는 land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so that ~
can[could] ...」은 ‘~이 …할 수 있도록’의 의미이다. 두 번
째 [ ]는 전치사 of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implication 시사, 암시, 함축

exceed 넘다, 초과하다

1. progress 2. restraint 3. necessitate

thorough 면밀한, 철저한
analysis 분석

Exercise 11

정답

④

소 재

대공황 시기 미국의 농업 조정법 시행
해 석

1930년대 대공황이 한창일 때 미국 정부는 농업에서의 과잉 생산
을 바로잡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업 조정법을 시행했다. 그
것을 하는 방법은 농산물에 대한 가격 유지책을 제공하고, 농부들에
게 면적 제한을 넘어서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함으로써 생산을 조절

stimulate 자극하다, 촉진하다
unintended 의도하지 않은
consequence 결과
artificially 인위적으로
inflated 부풀린, 과장된
accelerate 가속화하다, 촉진하다
industrialization 산업화
Word Search
| 정답 |

하는 것을 포함했다. Winders와 Nibert는 이 정책들에 대한 면밀

1. thorough 2. stimulate 3. inflated

Tips

한 분석에서 비록 이 법이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생

Agricultural Adjustment Act(농업 조정법):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주

산을 조절하는 대신에 더 많은 생산을 자극했다는 결론을 내린다.

요 농산물의 생산을 제한해 과잉 생산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농민 자금 원조를 통해 농가 소득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시행된 법률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그 정책이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토
지의) 총면적은 제한했지만, 그들[농부]이 생산할 수 있는 농산물의
들이 생산한 것의 인위적으로 부풀린 가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신



총량은 제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따라서 농부들은 자신

Exercise 12~14

정답

12. ④ 13. ③ 14. ⑤

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토지의 총면적에서 생산을 줄였다(→ 증대했
다). 이 방법은 더 적은 토지에서 더 많은 동물을 생산하는 것이었다.
이 정책은 따라서 그 산업[농업]에서의 산업화를 더 가속화했다.

소 재

진심으로 학생을 지도한 Olson 선생님
09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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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해 석

(A) 나는 우리 가족이 Clear Lake에 정착했던 그해에 유치원을 다
니기 시작했고, 스페인어만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가 전혀 익숙하
지 않은 세상과 마주하게 되었다. 엄마도 스페인어만 할 줄 알았는
데, 그로 인해 선생님 및 행정 직원이 내 학습에 필요한 것에 대해
엄마와 상의하는 것이 어려웠다. 나는 배운 것도 딱히 없이 한 학년
에서 다른 학년으로 진급했다. 3학년을 마칠 즈음에도 나는 여전히
영어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마지못해서 4학년을 시작하게 되
었는데, 그때 나는 Olson 선생님을 소개받게 되었다. 그녀는 역시
배울 필요가 있는 학생들이 있는 교실을 맡고 있었기에 수업 시간에
는 개개인에 관한 관심을 보일 시간이 거의 없었지만, 그녀는 나로
부터 무언가를 보았다.

구조 분석

■ I still do not understand [how that conversation took
	

(D) 그녀는 내가 영어와 학교 공부를 하기 위해 방과 후에 학교에 남
아도 되는지를 물어보기 위해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러 우리 집에 왔

린 격려와 지도를 받고, 집에서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영어
철자법과 수학을 공부한 내용의 (B)가 이어진 다음, Olson 선
생님과 어머니의 도움으로 영어를 공부하여 철자법 대회에 출
전하고 상까지 받았다는 내용의 (C) 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
스럽다. 따라서 주어진 글 (A)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는
④ ‘(D)-(B)-(C)’가 가장 적절하다.
13 (a), (b), (d), (e)는 Olson 선생님을 가리키고 (c)는 필
자의 어머니를 가리키므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③이다.
14 필자가 어머니는 영어를 하지 못했고 Olson 선생님은 스페
인어를 하지 못해서 어떻게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이해할 수 없
다고 했으므로, 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이다.

다. 엄마는 영어를 하지 못했고 Olson 선생님도 스페인어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어떻게 그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이해할 수
없지만, Olson 선생님은 매우 인내심이 컸기에 우리 엄마도 그녀가
한 말 이면에 있는 의미, 혹은 아마도 그 진심을 이해했음이 틀림없다.
(B) 내가 열심히 공부할 때면 Olson 선생님은 친절한 미소와 가벼
운 손길로 나에게 보답해 주었다. 그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은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게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내가 다른 학생들과 대등
한 관계에 있으며 내가 학교에서 잘할 수 있을 것이라 느끼게 했다.
집에서는 엄마가 나에게 단어 철자로 시험을 치게 했으며 수학 공부
를 도와주었다. 엄마는 그녀가 물어볼 수 있도록 내가 써 준 질문들
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자주 읽어 주곤 했다. 그녀는 비록 바
빴지만 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다.
(C) 엄마와 Olson 선생님 덕택에 나는 철자법 대회에 참가할 수 있
을 만큼 충분한 영어를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우승했다! 나는
비니 모자를 상품으로 받았는데 오늘날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
겠지만, 그 당시 나에게는 매우 소중한 것이었다. 당연히 Olson 선

place], [as my mother did not speak English and
Ms. Olson did not speak Spanish], but Ms. Olson
had so much patience that my mother must have
understood the meaning, or perhaps the sincerity,
behind her words.
첫 번째 [ ]는 understan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며 두 번째 [ ]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매우 ~하여
(그 결과) …하다’는 의미의 「so ~ that ...」 구문이 사용되었
으며, 「must have + p.p.」는 ‘~했음이 틀림없다’라는 뜻으로
과거 사실에 대한 확신을 나타낸다.
어휘 및 어구

kindergarten 유치원
settle 정착하다
administration 행정 직원, 행정
grasp 이해; 이해하다

생님은 내 성과에 기뻐했고 내가 이룬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했다.

reluctantly 마지못해서

Olson 선생님은 나에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
었다. 그녀는 내가 스스로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당면한 과업

gentle 가벼운, 친절한

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녀는 모든 교사가 학생들의 인생
에 큰 변화를 가져올 기회가 있다는 점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문제 해설

12 필자가 Clear Lake에 처음 와서 낯선 환경 속에서 4학년
을 시작할 때까지 학습 부진 상태에 있었고, 4학년을 시작한
후 Olson 선생님을 소개받게 되었다는 내용의 (A) 다음에, 필
자의 잠재력을 눈여겨본 Olson 선생님이 필자와 일대일로 방
과 후 학습을 하려고 직접 필자의 집을 방문하여 어머니를 진
심으로 설득한 내용의 (D)가 이어진다. 이후 필자가 Olson 선
생님과 단둘이 방과 후 학습을 하면서 선생님으로부터 진심 어

78

reward 보답하다, 보상하다; 보상
equal footing 대등한 관계
quiz 시험을 치게 하다; 간단한 시험
priceless 매우 소중한, 값을 매길 수 없는
naturally 당연히, 자연스럽게
pleased 기뻐하는, 만족해하는
progress 성과
at hand 당면한
sincerity 진심, 성실
Word Search
| 정답 |

1. administration 2. priceless 3. sinc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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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5

1④
7③
13 ⑤

10
2⑤
8④
14 ④

강

본문 114~125쪽

3⑤
9⑤

4③
10 ②

Exercise 1

5⑤
11 ③

6③
12 ①

정답

④

첫 번째 [ ]는 of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이다. 그 안
에서 첫 번째 { }는 동명사구의 의미상의 주어이고 두 번
째 { }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they는 These ads를 가리키고, 두 번째 [ ]는 sugges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그 안의 { }는 the only
way를 수식하는 to부정사구이고 < >는 to부정사구의 의미
상의 주어를 나타낸다.
어휘 및 어구

친환경 광고의 본질
해 석

지구 온난화 문제는 가뭄으로 인한 단수, 댐 수위 하강 및 농업 생산
손실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체감돼 온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사막이
되어 가는 갈라지는 토양 그리고 북극곰과 펭귄으로 감정에 호소하
는 빙하 장면의 이미지들이 그 문제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
한 주제는 제품을 선전하기 위한 광고에 사용된다. 시청자들에게 자
신들이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구매하여’, 그 결과 지구 온난화
를 막음으로써 겨울잠을 잘 수 없는 굶어 죽어 가는 북극곰들을 도
울 수 있다는 감정이 유발된다. 환경을 주제로 한 이러한 광고는 때
때로 사람들이 환경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실제로 행동하도록 자극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대신,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신
들의 감수성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소비를 통해
서라는 것을 시사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
는 기업이 환경을 책임 분야로 여기지 않으리라는 것은 의문이다(→

틀리기 쉬운 유형편

agricultural 농업의
소 재

drought 가뭄
crack 갈라지다, 금이 가다
polar bear 북극곰, 흰곰
theme 주제, 테마
arouse 유발하다, 불러일으키다
starve 굶어 죽다, 굶주리다
hibernate 겨울잠을 자다, 동면하다
stimulation 자극
sensitivity 감수성, 민감함
capitalist 자본주의의
ecology 생태, 자연환경
former 전임의, 이전의
essentially 본질적으로, 본래
project 투영하다, 비추다
Word Search
| 정답 |

1. arouse 2. drought 3. crack

분명하다). George W. Bush 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먼저
경제, 그다음에 생태’에 대한 이해가 친환경 광고의 기초를 형성한
다. 광고는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사회
적 책임을 투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문제 해설

Bush 전 미국 대통령의 말처럼 생태보다 경제가 먼저라는 것
이 친환경 광고의 기초라고 했으므로,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환경을 책임 분야로 여기지 않
을 것이 분명할 것이다. 따라서 ④의 questionable(의문인)을
obvious(분명한)와 같은 어휘로 바꾸어야 한다.
구조 분석
	

■ These ads with environmental themes can sometimes

prevent the stimulation of [{people} truly acting {to
correct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y suggest,
instead, [that the only way {<for people> to express
their sensitivity for these problems} is through more
consumption].

Exercise 2

정답

소 재

불경기를 기회로 만들어 성공하는 기업
해 석

미래에 대한 투자는 현재 자신들의 목표 수치를 맞춰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게 일반적으로 설득하기 힘든 일이다. 경제 상황
이 어려울 때 그것은 훨씬 더 큰 난제가 될 수 있다. 일부 용감하고
탄력적인 기업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기회로 활용하는 것에 성공하
여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웅크린다.
Kellogg 경영 대학원의 Andrew Razeghi는 고객이 자신들의 소
비에 대해 더 골똘히 생각하는 시기에 어떤 형태의 충족되지 않은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기가 더 쉽다고 언급한다. 새로운 가치 제안
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소비의) 규모를 축소하고 있을 때 여러
10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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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분의 기업이 계속 그들의 삶에서 유의미하게 할 수 있다. 더욱이, 끊

Exercise 3

임없이 변동하는 통신 장비 업계에서, Cisco Systems의 CEO인
John Chambers는 자신의 경영진에게 불경기 동안 ‘경기 호전에
대비할’ 것을 지시한다. 만약 여러분이 경기가 좋을 때까지 성장 경

이다.
문제 해설

연결사 Moreover로 미루어 불경기 동안 경기 상승에 대비하
게 하는 통신 장비 업계 CEO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 주어진
문장은 불경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또 다른 사례에 해당하므로
불경기 동안 고객의 미충족 욕구를 파악하여 새로운 가치 제안
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다음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⑤ 다음
문장은 경기가 좋을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과 바로 연결된다. 따라서 주어
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⑤이다.
구조 분석

⑤

소 재

Ulysses 계약

로를 구축하는 것을 기다린다면, 장기적인 성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훈련된 접근 방식을 취했던 그 기업들에 뒤처져 있음을 알게 될 것

정답

해 석

안주인이 여러분에게 초콜릿 케이크를 강하게 권하고 있다고 상상
해 보라. 여러분의 뇌의 어떤 부분은 그 포도당을 원하지만, 다른 부
분은 여러분의 다이어트에 신경을 쓴다. 즉, 어떤 부분은 단기적인
이득을 살피고, 다른 부분은 장기적인 전략을 살핀다. 그 투쟁은 여
러분의 감정 쪽으로 기울고 여러분은 먹기 시작하기로 결정한다. 하
지만 계약 없이는 아닌데, 여러분은 내일 체육관에 가기로 약속해야
만 그것을 먹을 것이다. 누가 누구와 협상하고 있는가? 협상의 양쪽
당사자 모두 ‘여러분’이지 않은가? 미래에 여러분을 구속하는 자발
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은 철학자들이 Ulysses 계약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알코올 중독을 끊을 때 첫 번째 단계 중 하
나는, 맑은 정신으로 심사숙고를 하는 동안, 반드시 집에 술이 없도
록 하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많은 근무일 후에나 흥겨운 토요일 또
는 외로운 일요일에는 유혹이 정말로 너무 클 것이다. 사람들은 항

relevant in people’s lives when they are otherwise
scaling back.
「keep +목적어(your company)+목적격 보어(relevant)」

클럽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성공의 이유를 설명한다. 사람들이 4
월에 자신의 자금을 맡겼을 때, 그들은 10월의 자신에 대해 경계하

	

■ New value propositions can keep your company

어휘 및 어구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통신 장비
management 경영진, 운영진
upturn (가격·경기 등의) 호전, 상승
difficult sell 힘든 설득 작업
challenge 난제, 도전
manage to ~에 성공하다, 해내다
hardship 어려움, 곤란
expand 확대하다
market share 시장 점유율
note 언급하다
unmet 충족되지 않은
discern 파악하다, 알아차리다
relevant 유의미한, 중요한
scale back 규모를 축소하다[줄이다]
consistent 지속적인, 한결같은
disciplined 훈련된, 잘 통솔된
Word Search
| 정답 |

80

1. expand 2. discern 3. hardship

는 눈으로 행동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알기에 그 10월의 자신은 관
대하고 선물을 주는 12월의 자신을 따르는 대신, 이기적인 것에 돈
을 펑펑 쓰도록 유혹당할 터였다.
→ Ulysses 계약이라는 철학적인 개념에 따르면, 사람들은 유혹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미래의 자신에 대한 계약을 자율적으로 약속
한다.
문제 해설

초콜릿 케이크를 먹기 전에 다음날 체육관에 가겠다고 결심하
기, 집안에 술을 치워 나중에 유혹이 있을 때 마시지 못하게 하
기, 크리스마스 클럽에 돈을 맡겨 10월의 자신이 돈을 쓰지 못
하게 하기와 같이 사람들은 Ulysses 계약을 통해 미래의 자신
이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못하게 구속하는 약속을 자발적으로
하여 유혹의 효과에 대처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요약문
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은 ⑤ ‘약속하다(commit) - 유
혹(temptation)’이 가장 적절하다.
① 반대하다 - 협상
② 적응하다 - 중독
③ 반대하다 - 유혹
④ 약속하다 - 중독
구조 분석

■ As a concrete example, [one of the first steps in
	

구문이 사용되어 ‘~이 계속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
낸다.

상 Ulysses 계약을 맺는데, 이것이 Merkel Landis의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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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ing an alcohol addiction] is to ensure, [during
sober reflection], [that there is no alcohol in the
house].
첫 번째 [ ]가 주어부이며 첫 번째 is가 동사이다. 두 번째
[ ]는 삽입구이고 세 번째 [ ]는 ensure의 목적어 역할을 하
는 명사절이다.
어휘 및 어구

press 강권하다, 강요하다
strategy 전략

정답

③

소 재

도덕적 행위에서 동기의 문제
해 석

일부 윤리학자들은 의무의 동기가 추상적인 도덕에 대한 집착, 즉
부도덕이나 마찬가지인 일종의 집착을 수반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Michael이 궁극적으로 자신이 단지 옳은 일을 하고 싶어서
병원에 있는 친구를 방문한다고 상상해 보라. Michael은 도덕적 고
결을 과시하지만, 궁극적으로 친구의 안녕에 대한 걱정(즉, 이타심)

tip 기울다, 경사지다

에 의해 실제로 동기 부여가 되는 것이 더 적절하지, 다시 말해 더

dig in 식사를 하기 시작하다

고결하지 않을까? 혹은 세심증, 즉 보통 옳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contract 계약

지나친 걱정을 수반하는 일종의 강박 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생각해

negotiate 협상하다

보라. 도덕적 규칙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Bridget의 불안감이 그녀

party 당사자, 상대방

틀리기 쉬운 유형편

glucose 포도당

Exercise 4

가 실수로 고객의 음식을 유독 물질로 오염시키지 않도록 확실히 하

bind 구속하다, 속박하다

기 위해 극도의 걱정을 하게 만든다고 가정해 보자. 그것은 사려 깊

concrete 구체적인, 명확한

지만,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걱정이 안전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에 대

addiction 중독, 탐닉

한 문제가 있는 동기를 초래하고 있지 않은가? 그녀는 부도덕함을

ensure 반드시 ~이게 하다

피하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안녕에 대한 걱정에 의해

reflection 심사숙고

실제로 동기 부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예들은 의무의 동

workday 근무일, 평일

기가 애초에 흔히 우리에게 도덕적 의무를 제공하는 개인적 애착으

festive 흥겨운, 축제의

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다.

hand over ~을 맡기다[넘기다]
wary 경계하는, 조심하는
blow 펑펑 쓰다[날리다]
Word Search
| 정답 |

1. concrete 2. negotiate 3. press

Tips
Ulysses contract(율리시스 계약): ‘율리시스’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의 ‘오
디세우스’를 가리키는데 그가 트로이 전쟁 승리 후 오랜 방황을 할 때 일어난 일
을 모티브로 하여 만들어진 용어이다. 사이렌이라는 괴물이 사는 바다를 지나갈
때 오디세우스는 사이렌의 노래가 듣고 싶지만, 선장인 자신이 그 목소리에 홀려
어떤 엉뚱한 지시를 내릴지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선원들에게 자신을 돛대에 동
여매고, 자신을 제외한 모든 선원은 밀랍으로 귀를 막고, 자신이 어떤 이상한 말
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절대로 자신을 풀어 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럼으로써 현
재의 율리시스가 미래의 율리시스를 통제한 것이다. 이렇듯 미래의 자신을 구속
하기 위해 계약을 하는 것, 이것을 ‘율리시스 계약’이라고 부른다.

문제 해설

(A) 단지 옳은 일을 하고 싶다는 추상적인 도덕에 대한 집착에
서 친구의 병문안을 하러 감으로써 자신의 도덕적 고결을 과시
할 수는 있으나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에 의해 그렇게 하는 것
이 더 고결한 일이라는 문맥이 되어야 하므로 exhibits(과시하
다)를 써야 한다. conceals는 ‘숨기다’라는 뜻이다.
(B) 고객의 음식의 안전성을 걱정할 때 도덕적 규칙을 위반하
는 것을 피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보다 타인의 안녕에 대한 걱
정에 의해 동기 부여가 되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도덕적이어
야 한다는 강박에서 음식에 신경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일 것이다. 따라서 problematic(문제가 있는)을 써야 한다.
flawless는 ‘결점 없는’이라는 뜻이다.
(C) Michael과 Bridget의 사례를 통해, 애초에 도덕적인 의
무감은 타인을 진정으로 위하고 아끼는 애착에서 비롯되는데
도덕에 대한 집착이 의무의 동기를 지배함으로써 사람들을 그
런 애착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내용이므로 alienates(멀어
지게 하다)를 써야 한다. secures는 ‘지키다’라는 뜻이다.
구조 분석
	

■ Some ethicists think [the motive of duty involves

{an obsession with abstract morality}, {a kind of
10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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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fetishizing <that amounts to a vice>}].
[ ]는 think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두 번째 { }
는 첫 번째 { }를 추가적으로 설명한다. < >는 a kind of
fetishizing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서 Wedowee까지 30마일 이상의 거리를 여행하는 데 하루의 대
부분이 걸리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D) 그들은 험한 지형과 산들 때문에 그러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
다. 구불구불한 산길뿐만 아니라 야생 동물과 겨울의 얼음처럼 차

어휘 및 어구

ethicist 윤리학자

가운 추위가 말을 타고 Heflin에서 Wedowee까지 가는 것을 힘
들고 길어지게 할 터였다. 하지만 오늘 Joseph의 마음속에는 두려

motive 동기, 유인
involve 수반하다, 포함하다

움이 생겨나지 않았다. 그의 모든 생각은 Mount Mariah Baptist
Church에서 그들이 둘 다 참여했던 성가대에서 불과 6개월 전에

obsession 집착, 강박
abstract 추상적인, 관념적인

만났던 그 아름다운 소녀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천사들의 노랫소리

morality 도덕(성)
amount to ~과 마찬가지이다, ~에 해당하다
vice 부도덕, 악덕
ultimately 궁극적으로

가 들린다고 생각했던 것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싱글벙글 웃
으며, 그는 그것은 천사가 아니라 Narcissus였다고 말했다. 그는
Narcissus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integrity 고결, 정직

(C) Joseph이 자신과 결혼해 달라고 청했을 때, 이 아름다운 소녀
가 승낙한 것을 생각하니, 긴 여정이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

virtuous 고결한, 도덕적인
motivate 동기를 부여하다, 자극하다

다. 그들이 산을 넘으며 겪었던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한번은

well-being 안녕, 행복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강박 장애
excessive 지나친, 과도한

퓨마 한 마리가 Asa의 말을 겁먹게 한 적이 있었다. Asa는 말에서
떨어져 깊은 협곡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그는 다시 산 위로 올라갔
다. 그는 말의 고삐를 잡고 Joseph에게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

violate 위반하다

다. Joseph은 그에게 그들의 남은 여정 동안 자신과 함께 있어 달

overwhelming 극도의, 압도적인

라고 간청했다. 그는 “우리는 서로를 보호할 수 있고 우리는 절반 넘

poison (유독 물질로) 오염시키다

게 왔어.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라고 말했다.

considerate 사려 깊은, 배려하는

(B) Asa의 말을 겁먹게 했던 퓨마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
리라는 것을 Joseph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이 산기슭에 거의 다

motivation 동기, 자극
attachment 애착

다랐을 때, 퓨마가 날카롭게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그 날카로

obligation 의무, 책무

운 울음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공격의 울음

Word Search
| 정답 |

신의 신부, Narcissus를 데리러 갈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말
에 올라탔을 때 동이 트려 하고 있었다. 그들은 말을 타고 Heflin에

소리였다. 그들은 둘 다 말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에 대

1. considerate 2. violate 3. obsession

해서도 걱정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퓨마를 죽여야 했다. Joseph은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자신과 Asa가 둘 다 총을 쏜 것은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도망치려고 바람처럼 달렸다. 그들은 저마다

Exercise 5~7

정답

5. ⑤ 6. ③ 7. ③

소 재

Joseph과 그의 형제 Asa의 여행
해 석

(A) 1906년 2월 10일 토요일 이른 아침, Joseph과 그의 형제
Asa는 Heflin에서 30마일 넘게 떨어진 Wedowee까지 여행을 시
작했다. Joseph은 그의 새어머니가 8년보다 더 전에 그들의 집으
로 가져왔던 작고 검은 여행 가방에 자신의 가장 좋은 옷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챙겼다. 이날은 Joseph에게 기쁜 날이었는데 그가 자

82

자신이 퓨마를 쏘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무서워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여행의 나머지 부분은 더는 퓨마가 나타나지
않은 평화로운 여행이었다.
문제 해설

5 (D)의 첫 문장의 that이 (A)의 마지막에 언급된 Heflin에
서 Wedowee까지 말을 타고 가는 여행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이어지고 있
으므로 (D)가 (A) 다음에 와야 한다. (C)의 첫 문장의 this
beautiful girl이 (D)의 후반부에 언급된 Narcissus를 가리키
고 Narcissus에 대한 Joseph의 생각이 (D)에 이어 계속되고

EBS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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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분석

1. daybreak 2. plead 3. rein

Exercise 8

정답

④

소 재

야생 꿀벌 사냥
해 석

유럽에서 꿀벌 사냥은 러시아의 서부와 헝가리와 같은 울창하게 숲
이 우거진 지역에서 특히 흔했는데, 그곳에서 그것은 속이 빈 나무

	

■ They knew [it would take most of the day to travel

Word Search
| 정답 |

the 30 or more miles from Heflin to Wedowee on
horseback].
[ ]는 knew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그 안에는
「it takes +시간+ to부정사」 구문이 사용되어 ‘~하는 데 (시
간)이 걸리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람은 다양한 종류의 꿀벌 덫을 사용하여, 한 마리 이상의 꿀벌들을
잡아 그 꿀벌들이 그 덫 내부에 마구 발라진 꿀을 양껏 먹게 하고,
그런 다음 그 꿀벌들을 한 번에 한 마리씩 놓아주면서 대개 속이 빈
나무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것들을 뒤따랐다. 발견자는 그
나무의 껍질에 자신의 소유권 표시를 새기고, 그 꿀벌 집 구멍에 접

	

■ The thought of [{this beautiful girl} saying yes to

에서 벌을 치는 기술의 매우 중요한 일부였다. 숲에서 벌을 치는 사

틀리기 쉬운 유형편

있으므로 (C)가 그다음에 와야 한다. 그리고 (C)에서 Asa의
말을 겁먹게 했던 퓨마의 울음소리를 다시 듣게 되고 형제가
그것에 총을 쏜 후 도망치는 내용의 (B)가 마지막에 와야 한다.
따라서 주어진 글 (A)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는 ⑤ ‘(D)(C)-(B)’가 가장 적절하다.
6 (a), (b), (d), (e)는 모두 Joseph을 가리키고 (c)는 Asa를
가리키므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③이다.
7 형제는 퓨마를 향해 총을 쐈으나 너무 무서워서 뒤돌아보지
못하고 말을 타고 바람처럼 도망가며 그저 자신이 퓨마를 맞췄
기를 바랐다고 했으므로 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은 ③이다.

으로 부수적인 상황을 나타낸다.
어휘 및 어구

journey 여행, 여정
pack 챙기다, 싸다
bride 신부, 새색시
daybreak 동틀 녘, 새벽
be on the horizon 임박하다, 곧 본격화되다
mount 올라타다
foot (산의) 기슭
scream 날카로운 소리로 울다; 날카로운 울음소리
get away 도망치다, 벗어나다
rein 고삐
plead 간청하다, 애원하다
terrain 지형, 지역
twisted 구부러진, 꼬인
trail 산길, 오솔길
chuckle (만족스러운) 싱글벙글 웃음

근하기 위해 나무의 몸통에 출입구를 깎아 만들고, 정기적으로 나무
에 올라가서 일부 벌집을 수거하곤 했다. 꿀벌 사냥은 또한 1600년
대 초에 유럽에서 꿀벌이 도입된 후에 북아메리카에서 흔하지 않았
다(→ 인기가 있었다). 북아메리카의 꿀벌 사냥꾼은 야생 군체를 찾
기 위해 수 세기 동안 유럽에서 행해져 온 것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
지만, 그들이 자신들이 찾은 군체로부터 꿀을 반복하여 채취하는 것
은 드물었다. 대신에 그들은 그 꿀벌들이 차지하고 있던 나무(‘꿀벌
나무’)를 대개 베어 넘어뜨려 그것들의 모든 벌집을 훔쳤는데, 흔히
그 과정에서 그 군체를 죽게 했다.
문제 해설

글의 앞부분은 유럽의 숲 지역에서 흔히 행해진 꿀벌 사냥과
꿀 채취에 관한 내용이고, 글의 뒷부분은 북아메리카에서 행해
진 꿀벌 사냥의 유럽 관행과의 공통점, 그리고 꿀 채취의 차이
점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④의 uncommon(흔하지 않은)
은 popular(인기가 있는)나 common(흔한)과 같은 어휘로 바
꾸어야 한다.
구조 분석

■ Forest beekeepers used various kinds of bee traps
	

Joseph when he asked her to marry him] made the
long journey a warm and happy time: despite the
problems [they had {going over the mountains}].
The thought가 주어의 핵심 어구이며 made가 동사이다.
첫 번째 [ ]는 of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이고 첫 번
째 { }는 동명사구의 의미상의 주어이다. 두 번째 [ ]는 the
problem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두 번째 { }는 분사구문

to [catch one or more bees], [have them load up on
honey {smeared inside the trap}], and then [{release
them one at a time} and {follow them back to their
nest, usually in a hollow tree}].
세 개의 [ ]는 모두 to에서 이어지며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
다. 두 번째 [ ]에서는 「have(사역동사)+목적어+동사원형
10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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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load)」의 표현이 쓰이고 있다. 첫 번째 { }는 honey를 수
식하는 분사구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 }는 병렬 구조를
이룬다.

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 명의 소액 기부자는 한 명의 거액 자선 활동
가가 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하지만 전

어휘 및 어구

체로서 소액 기부의 분포는 대단히 중요하여 비영리 단체의 상당한

region 지역

부분의 운영을 지원하며, 소액 기부자는 거액의 자선 활동가와 똑같

critical 매우 중요한, 비판적인

은 재량권을 누리고 또한 자기 기부에 대한 세금 우대책으로 혜택

craft 기술, 공예

을 입는다. 자선 활동에 대한 어떤 고려도 세계의 Rockefeller와

hollow (속이) 빈, 움푹 꺼진

Gates 같은 사람들을 넘어서야 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평범한
자선 기부의 양과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

beekeeping 벌치기, 양봉
load up on ~을 양껏 먹다
release 놓아주다, 풀어 주다

문제 해설

nest (곤충의) 집, 보금자리, (새의) 둥지

글의 뒷부분에서 한 명의 소액 기부자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평범한 자선 기부의 양과 의미에 주목해야 한
다는 내용 사이에 내용상의 단절이 있는데, Yet(하지만)으로
시작하여 소액 기부의 중요한 역할과 소액 기부자의 재량권 및
세금 우대책이라는 소액 기부의 긍정적 측면을 언급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면 논리적 단절이 해소된다. 그러므로 주어진 문
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⑤이다.

carve 새기다, 조각하다
ownership 소유(권)
bark (나무의) 껍질
trunk (나무의) 몸통
periodically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honeycomb 벌집
colony 군체(群體), 집단, 식민지

구조 분석

fell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다

■ Yet the distribution of small giving in total matters a
	

occupy 차지하다, 거주하다
Word Search
| 정답 |

살아 있는 개인에 의한 기부는 2,810억 달러, 즉 72퍼센트에 달했
다. 추정치들은 거의 모든 미국인이 매년 어느 정도의 돈을 기부한

1. hollow 2. colony 3. release

Tips
꿀벌의 종류와 특성: 꿀벌은 크게 보아 동양[재래종] 꿀벌, 서양[양종(洋種)] 꿀
벌, 아프리카 꿀벌로 나뉜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육하는 벌은 서양 꿀
벌로 덩치가 큰 편이고 꿀 생산량이 많다. 보통의 사육 동물들과 달리 꿀벌은 강
한 야생성을 유지하는데, 기르는 벌이 야생벌이 되거나 야생벌로 분화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북아메리카에서의 꿀벌 사냥은 야생벌이 된 서양 꿀벌의 사냥이다.

great deal, [fueling the operation of a significant slice
of nonprofit organizations], and small donors [enjoy
the same discretion as a big philanthropist] and also
[benefit from tax incentives for their giving].
첫 번째 [ ]는 분사구문으로 앞의 내용에 대한 부수적인 상
황을 나타낸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 ]는 술부로 small
donors를 주어로 하고 있다.
어휘 및 어구

distribution 분포, (부의) 분배
fuel 지원하다, 연료를 공급하다
significant 상당한, 중요한

Exercise 9

정답

⑤

소 재

미국인들의 소액 기부
해 석

slice 부분, 조각
donor 기부자
scope 범위
philanthropy 자선[독지] 활동
grant (정부나 단체에서 주는) 기부금, 보조금, 무상 원조
eye-popping 깜짝 놀랄 정도인, 눈이 튀어나올 정도인

자선 활동의 범위는 재단의 기부금 제공을 훨씬 넘어선다. 대형 재

charitable 자선의

단의 깜짝 놀랄 정도의 규모와 전체 재단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contribution 기부금, 기부, 기여

기부 총액의 압도적 대부분은 적어도 미국에서는 자선 기부금을 내

qualified 자격을 갖춘, 면허를 받은

는 살아 있는 기부자로부터 나온다. 미국인들은 2016년에 자격을
갖춘 비영리 단체에 3,900억 달러가 넘게 기부했다. 그 총액 중에서

account for ~에 달하다, ~을 차지하다, ~을 설명하다

84

estimate 추정치, 개산서(槪算書),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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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ce 의미, 중대성

④ 우월한 - 불규칙적
⑤ 우월한 - 통제할 수 없는

Word Search

1. fuel 2. scope 3. donor

구조 분석

■ They believe, with good reason, [that {the methods
<they have evolved for understanding physical
matter>} are adequate for discovering the truth].
[ ]는 believe의 목적어로서 접속사 that이 이끄는 명사절이
다. 명사절에서 { }가 주어이고, < >는 the methods를 수
식하는 관계절이다.
	

| 정답 |

Exercise 10

정답

②

소 재

해 석

자연 과학자들은 자신의 방법론에 관해 고뇌하면서 자기 시간을 보
내지 않는다. 그들은, 타당한 이유를 갖고서, 물리적 문제의 이해를
위해 자기들이 발전시켜 온 방법들이 진실 발견에 충분하다고 믿는
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도 같은 태도를 취한다. 그들의 세계는 인
간 로봇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은 이 기계 같은 사람들의 행동에 관
한 ‘법칙’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완전한 법칙 세트는 아직 쉽
게 구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결국, 아마 신경 과학자들이 두뇌에 관
한 자신들의 연구를 완료한 뒤에, 자연 과학자들을 따라잡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연구하여 이해하려고 하는 문제가 자연 현상의 법
칙 같은 규칙성을 가지고 작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를 꺼린다. 독
특하게 인간은 창의적인 동물이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
하고, 자기 경험을 성찰하고, 스스로에게 목표를 설정해 주고, 복잡
한 방식으로 서로와 자기 환경과 관계를 맺고, 자기 행동의 도덕성
에 관해 곰곰이 생각하며, 새로운 상황에 독창적으로 적응한다. 자신
들의 정신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들은 미래를, 자기 자신의 미래와
세상의 미래를 바꾼다. 그들의 책략은 ‘간파될’ 수 없다. 경제학의 가
장 확실한 법칙은 기껏해야 경향성이다.
→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자기들이 규칙성의 관점에서 자연 과학

어휘 및 어구

methodology 방법론
evolve 발전시키다, 발달하다
adequate 충분한, 적절한

틀리기 쉬운 유형편

경제학자들의 방법론과 인간 행동의 특성

people 가득 채우다
creature 사람, 동물, 창조물
to hand 쉽게 구할 수 있는
catch up with ~을 따라잡다
neuroscientist 신경 과학자
regularity 규칙성, 규칙적 패턴
reflect 성찰하다, 심사숙고하다
puzzle 곰곰이 생각하다
exercise (역량 등의) 발휘, 행사
modify (더 알맞도록) 바꾸다, 수정하다
game 책략, 의도
secure 확실한, 안전한
at best 기껏해야, 잘해야
Word Search
| 정답 |

1. evolve 2. adequate 3. modify

자들이 정립한 자연의 법칙과 비슷한, 인간 행동에 관한 법칙을 정
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창의성과 같은 인간 특유의 특성 때문
에 인간의 행동은 가변적이다.
문제 해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사람을 기계와 비슷하다고 보고 법칙
정립을 통해 사람의 행동을 규명하고자 하지만, 인간은 창의적
인 동물로 자기 인식, 경험 성찰, 목표 설정, 관계 맺기, 도덕적
성찰, 독창적 적응, 정신과 상상력 발휘를 통한 미래의 수정이
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경제학의 법칙으로는 경향성을 파악할
뿐이라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요약문의 빈칸 (A), (B)에 들
어갈 말은 ② ‘비슷한(similar) - 가변적(variable)’이 가장 적
절하다.
① 비슷한 - 반복할 수 없는
③ 정반대인 - 예측 가능한

Exercise 11

정답

소 재

시장 기반 환경 접근법
해 석

최근 몇십 년의 환경 정책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그리고 아마 놀라
운, 발전 중 하나는 우리가 환경 보호 자체를 더 경제적이 되게 함으
로써 경제 발달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
각이다. 목표는 환경 피해를 예방함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에 가격을
매김으로써 환경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개울들이 흐르는 대지 구역
에 주택 단지를 건설하고 싶은가? 환경 시장이 가동 중이므로 여러
10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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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분은 다른 곳의 비슷한 개울의 복구를 통해 그 손상을 상쇄하도록

Exercise 12~14

정답

12. ① 13. ⑤ 14. ④

비용을 대기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또는, 더 친숙할지도 모르는
사례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멈추고(→ 계속하고) 싶은가? 좋다. 여러
분은 다른 장소에서 배기가스를 줄임으로써 만들어진 탄소 배출권
을 구매하기만 하면 된다. 1990년대 초에 시작하여 미국 환경 정책
은 보존 성과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로 지휘 및 통제의 규정을 시

소 재

불안감과 우울증의 극복 사례 공유
해 석

대초원과 개울에서 딱따구리와 꽃이 피는 관목에 이르는 모든 것에

(A) 2017년 2월 철에 맞지 않게 따뜻한 어느 날, Lindsay는 나무
판자 길을 천천히 걸어 올라 자신의 현관까지 갔다. 그녀의 마음은

대해 보존 성과를 증진하도록 의도된 많은 환경 시장이 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바쁘게 돌아갔으며, Lindsay의 아이들을 보고

장 기반 접근법으로 보충해 왔다. 이제 미국에 (그리고 국제적으로)

문제 해설

시장 기반 환경 접근법에서는 환경 손상이 따르는 개발의 경우
상응하는 비용을 내도록 하는데,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다
른 장소에서 배기가스를 줄여서 만든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면
된다는 맥락이다. 그러므로 ③의 stop(멈추고)은 keep(계속하
고)과 같은 낱말로 바꾸어야 한다.
구조 분석
	

■ There are now many environmental markets in 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ly) [that are intended
to improve conservation outcomes for everything
{from prairies and streams to woodpeckers and
flowering shrubs}].
관계절인 [ ] 에서 동사인 are 는 many environmental
markets에 수를 일치시키고 있다. { }는 everything을 수
식한다.
어휘 및 어구

influential 영향력이 큰, 영향력 있는
decade 십 년
impact 영향, 충격
housing development 주택 단지, 집단 주택지
thread (꿰뚫고) 흐르다, 관통하다; 실
in place 가동 중인, 제자리에 있는
offset 상쇄하다
comparable 비슷한, 필적하는
emit 배출하다, 내뿜다
carbon credit 탄소 배출권, 탄소 상쇄권
emission 배기가스, 배출물
supplement 보충하다, 추가하다
command-and-control 지휘 및 통제의
woodpecker 딱따구리
Word Search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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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cade 2. comparable 3. emit

있던 친구 Annie가 그녀의 현관에서 그녀를 맞았을 때, 여러 감정
이 그녀의 관심을 받으려 경쟁했다. “(진료) 약속은 어떻게 됐어?” 그
녀가 물었다. 몇 주 간의 특이 증상으로 인해 Lindsay는 그날에, 그
리고 진단을 논하기 위해 자기의 의사를 방문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Lindsay는 자기 친구에게 세부 사항을 전달하는 동안에 부엌 조리
대의 차가운 표면에 등을 기댔다.
(B) “의사는 나의 모든 증상이 불안감과 우울증에서 생기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어.”라고 Lindsay는 머뭇거리며 자기 친구에게 말했다.
사실 그녀 자신이 아직도 이 생각과 씨름하고 있었다. 그녀는 신체
적 질병만이 손떨림, 가슴 두근거림, 식욕 부진과 수면 부족을 일으
키고 있을 수 있다고 스스로 확신했었다. 그다음 문장은 그녀의 입
술을 지나 나오기가 훨씬 더 힘들었다. “의사는 나에게 항울제를 처
방해 주었어.” 두려움, 쓸쓸함, 그리고 패배감이 그녀의 말에 스며들
었다. 그녀는 의욕 상실, 불안, 그리고 외로움을 느꼈다.
(D) “아, 잘됐네!” Annie가 소리쳤다. 그녀의 반응은 Lindsay를 깜
짝 놀라게 했다. Lindsay는 동정하는 표정, 침묵, 또는 급한 화제 전
환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녀의 소중한 친구는 이어서 그녀에게 상담
과 약물 치료가 자신이 자기 인생에서 몇 가지 힘든 부분을 헤쳐 나
가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말해 주었다. 인터넷은 단지 정신 건
강 약이 잘못된 이야기만 공유하였지만, Annie는 치료가 얼마나 많
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해 긍정적 설명을 해 주었다. 우
울증과의 자신의 분투를 말하는 데에서의 그녀의 솔직함이 성공적
치료에 관한 그녀의 증언보다 더 중요했다.
(C) Annie로 인해 Lindsay는 (상대방이) 자기를 이해하고 알아준
다고 느꼈다. Lindsay가 이 힘든 처지에서 자기에게 친구들이 있다
는 것을 깨달으면서, 두려움과 수치심은 슬며시 사라졌다. Lindsay
는 정신 건강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
어서 정신 질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쓸쓸함과 오해받는 느낌을
느낀다고 생각했다. 자기 이야기를 자기 친구에게 말한 Annie의 용
기로 인해 Lindsay도 자기 자신의 어려운 일에 관해 남들에게 솔
직해지게 되었다. Lindsay는 자기가, Annie가 자기에게 그랬던 바
와 동일한, 남들에게 격려와 힘을 주는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랐다.
문제 해설

12 Annie가 Lindsay에게 병원 진료에 관해 물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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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ence 문장
anti-depressant 항울제
disorder (가벼운) 질환, 무질서
pitying (우월감을 갖고) 동정하는
proceed to do 이어서 ~하다
medication 약물 (치료)
patch (주변과는 다른 조그만) 부분, 조각
paint a picture 설명하다
testimony 증언, 증거
틀리기 쉬운 유형편

의 (A)에 뒤이어, Lindsay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도 대답
에 힘들어했다는 내용의 (B)가 이어진다. 다음으로, 이에 대해
Annie가 상담과 약물 치료를 통해 질환을 극복한 자신의 사례
를 말했다는 내용의 (D)가 이어지고, Lindsay가 이에 감명을
받아 용기를 내 자신도 남들에게 Annie 같은 친구가 될 수 있기
를 바랐다는 내용의 (C)로 마무리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주어진 글 (A)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는 ① ‘(B)-(D)-(C)’
가 가장 적절하다.
13 (a), (b), (c), (d)는 모두 Lindsay를 가리키고 (e)는
Annie를 가리키므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⑤이다.
14 Lindsay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정신 건강을 솔직하게 이
야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Lindsay
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Word Search
| 정답 |

1. appetite 2. testimony 3. diagnosis

구조 분석
	

■ Her mind raced with thoughts, and several emotions

	

competed for her attention [as her friend, Annie, {who
was watching Lindsay’s kids}, greeted her at her
front door].
[ ]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로 이해할 수 있다. { }는 her
friend, Annie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관계절이다.
■ [More important than her testimony of successful
medical care] was [her openness in sharing her
struggles with depression].
첫 번째 [ ]는 문장의 보어이고, 두 번째 [ ]가 문장의 주어
이다. 보어 역할을 하는 형용사구인 첫 번째 [ ]가 맨 앞으로
나오면서 「보어+ was +주어」의 순서로 도치되었다.
어휘 및 어구

unseasonably 철에 맞지 않게
wooden 나무로 된
boardwalk 판자를 깐 길
race 바쁘게 돌아가다, (가슴이) 두근거리다
appointment (상담) 약속, 예약, 임명
physician 의사, 내과 의사
diagnosis 진단
lean 기대다
relay 전달하다, (방송) 중계하다

FINAL 실전모의고사

stem from ~에서 생겨나다[유래하다]
depression 우울증, 불경기

가장 많은 수험생이 선택한 모의고사
실전 감각을 깨우는 실전 훈련
최다 문항 FULL 모의고사 시리즈

hesitantly 머뭇거리며, 주저하며
convince oneself (that ~) ~임을 확신하다
appetite 식욕, 욕구
deprivation (필수적인 것의) 부족, 박탈

10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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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③
7③
13 ⑤

11
2④
8④
14 ④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는 내용상의 주어이다.
강

본문 126~137쪽

3⑤
9④

4④
10 ④

5①
11 ③

6②
12 ③

어휘 및 어구

conflicting 상반되는
in all likelihood 십중팔구
unintentionally 의도치 않게

  

Week 6

acceptable 용인되는
inferior 열등한

Exercise 1

정답

③

masking 가장, 변장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소 재

성격 선호
해 석

determine 결정하다
Word Search
| 정답 |

1. conflicting 2. unintentionally 3. inferior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성격 선호를 알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 한 번
넘게 받은 성격 평가에서 상반된 결과를 받았었다면), 십중팔구 이
러한 인식의 결여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의도치 않게 어느 정도 여러
분의 성격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성장 시기
에 언젠가,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에게 중요한 어떤 사람으로부터 여
러분의 성격에 맞추어 행동하고 그리고/또는 믿고 그리고/또는 속하
는 것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받았을 것이다.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과 반대되는 성격 선호가 열등하다고(→ 우월
하다고) 배웠을지도 모른다. 혹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이 단순히
여러분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은 그들의 성격과 관련
된 행동, 믿음, 속한 관계가 갖기에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
른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유로든 그리고 어쩌면 그것을 알지도 못
한 채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성격 선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격 선호에 맞추어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성격 가장은 아마 의도
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겠지만, 결과는 똑같다. 즉,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삶이 취하고 있는 길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문제 해설

자신의 진짜 성격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성격에 맞추어 산다는
내용이 언급된 부분이므로, 자신의 성격과 반대되는 성격 선
호를 자신의 것보다 더 열등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
다. 그러므로 ③의 inferior(열등하다고)는 superior(우월하다
고)와 같은 어휘로 바꾸어야 한다.
구조 분석

정답

④

소 재

고통에 대한 정당한 이유
해 석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각을 느끼는 다른 존재가 아픔, 괴로움, 좌
절, 정신적 고통,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데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한 이 매우 일반적
인 규칙에 예외가 있다는 것에도 동의할 것이다. 첫 번째 예외는, 비
록 우리가 그들에게 이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때때로 어
떤 사람을 돕기 위해 그들을 고통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족이 기르는 동물과 우리의 어린 자녀들까지
도 백신 접종을 받게 하기 위해 병원에 데려갈 때의 상황이다. 그러
나 그것이 해당되는 동물이나 자녀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해 행해지
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
을 것이다. 다른 하나의 예외는, 예상되는 최종 결과가 우리가 그렇
게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일 때이다. 현대의 전쟁은 민간
인들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분쟁으로 인해 다치거나 목숨을 잃
는 ‘부수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그 정당화가 슬
픔과 비극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특정 상황에
서 민주주의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무장 충돌에 돌입하는 것이 정당
화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 Sometime during your growing-up years, you

Exercise 2

probably got the message from someone [important
to you] [that it wasn’t acceptable {to behave, believe,
and/or belong in sync with your personality}].
첫 번째 [ ]는 someone을 수식하는 형용사구이다. 두 번째
[ ]는 the message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절이며, 그 안의

  

88

문제 해설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이유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를 언급하
는 글에서, 최종 결과가 좋다고 여겨질 때 그런 행동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어진 문장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전
쟁을 벌이는 경우의 예 앞에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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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④이다.

공기 사고가 발생한 일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그것은 분명히 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지금은 한 달 전보다 수하물

구조 분석

을 더 철저히 검사하는데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 스페인어를 사

	

■ The justification does not remove the sadness and the

tragedy, but many will still find it justified [to — under
certain conditions — enter into armed conflict {to
protect democratic societies}].
it 은 형식상의 목적어이며, [ ] 는 내용상의 목적어이다.
under certain conditions는 삽입구이며, { }는 to부정사

데, 그 역시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한 그 잘 알려진 사고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 세계의 공항에서 상연
되는 수백만 개의 다른 작은 에피소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사건
이 가진 극적인 힘은 수많은 삶에 영향을 미친다. 머지않아, 이 단 하
나의 사건은 사람들의 의식적인 삶에서 힘을 발휘하지 않게 되겠지
만, 그것은 항공 여행에 관한 일반화된 이해로 점차 동화되어 어쩌

어휘 및 어구

면 여기저기에서 채택되는 규정에 어느 정도 서서히 증가하는 변화

exception 예외

를 낳을 것이다.

subject (~이 …을) 당하게 하다

→ 최근의 항공기 사고에 대해 알고 있는 항공 여행객들은 강화된

distress 괴로움

보안 조치를 받아들일 것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사건의 영향

typically 일반적으로

력은 규정에 추가되는 것들을 가져오며 사람들의 삶 속에 포함될 것

vaccinate 백신 접종을 하다

이다.

benefit 이로움을 주다

틀리기 쉬운 유형편

구로, 목적(~하기 위해)의 의미로 해석된다.

용하는 그 관광객은 그 극적인 상황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

문제 해설

in question 해당되는

최근에 일어난 항공기 사고에 대해 알고 있는 승객이 강화된
보안 절차를 수용할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고가 미치
는 영향력이 삶에 동화되어 규정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내
용의 글이다. 따라서 요약문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은
⑤ ‘알고 있는(conscious) - 추가되는 것들(additions)’이 가장
적절하다.
① 진절머리가 난 - 일관성
② 불안해하는 - 일관성
③ 모르고 있는 - 투명성
④ 신경 쓰지 않는 - 추가되는 것들

warfare 전쟁
notoriously 악명 높게
civilian 민간인
conflict 분쟁, 충돌
have nothing to do with ~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justification 정당화, 명분
remove 없애다, 제거하다
tragedy 비극
justify 정당화하다
armed 무장한, 무력을 배경으로 한

구조 분석

democratic 민주주의의

	

■ In this way, and in millions of other little episodes

Word Search
| 정답 |

[enacted in airports around the world], the dramatic
force of a remote event is brought to bear on
countless lives.
[ ]는 millions of other little episodes를 수식하는 분사
구이다. 문장의 주어는 the dramatic ~ event이다.

1. exception 2. notoriously 3. tragedy

Exercise 3

정답

⑤

소 재

한 항공기 사건의 영향
해 석

어휘 및 어구

security checkpoint 보안 검색대
suspicious 의심스러운
agent 요원
background 배경, 배후 사정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한 관광객이 보안 요원의 눈에 약간 의심스러

pervade (~에) 퍼지다

워 보이는데 그 보안 요원은 스페인어를 할 줄 몰라서 캐나다 공항

massively 엄청나게

보안 검색대에 붙잡혀 있다고 상상해 보라. 어찌된 일인지, 누구나

fatal 치명적인

다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그 현장에 퍼진다. 엄청나게 치명적인 항

airline crash 항공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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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thoroughly 철저히

의 예민한 감성이나 바람은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운동선수를 배

term 조건

후에서 조종하려고 하는 스벵갈리와 같은 꼭두각시 조종자로 묘사되

drama 극적인 상황[사건]

어 왔다.

circumstance 상황

문제 해설

enact 상연하다

스포츠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의 의심을 사게 된 경위를 설명하
는 부분이므로, 고객이 좋아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
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내용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므
로 ④의 satisfied(만족했던)는 turned off(흥미를 느끼지 못했
던)와 같은 표현으로 바꾸어야 한다.

dramatic 극적인
remote 멀리 떨어진
bring ~ to bear on ... ~이 …에 영향을 미치게 하다
countless 수많은
singular 단 하나의, 단독의
cease to do ~하지 않게 되다

구조 분석

conscious 의식적인

■ As teams and individuals constantly strive to find the
	

assimilate 동화시키다

winning edge, it becomes increasingly likely [that a
sport psychologist will be involved to help find that
edge].
it은 형식상의 주어이며, [ ]는 접속사 that이 이끄는 내용상
의 주어이다. that edge에서 that은 지시형용사로 edge를
수식하며, 여기서 말하는 edge는 앞서 언급한 the winning
edge를 의미한다.

generalized 일반화된
regulation 규정
adopt 채택하다
Word Search
| 정답 |

1. suspicious 2. thoroughly 3. circumstance

어휘 및 어구

demand 수요
psychology 심리학

Exercise 4

정답

④

소 재

스포츠 심리학자
해 석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팀들과 개인들이 승리로 이끌어 줄 강점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함에 따라, 그 강점을 찾는 것을 돕기 위해 스포츠 심리학자가 관련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시장의 힘은
위험할 수 있는데, 특히 수요가 공급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렇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주제를 진척시키고 발전시키는 두 가지
모두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많은 운동선수들과 코치들에게,
이전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틀에 박힌 이미지 때문에 전문적인 스포
츠 심리학자는 이미 어느 정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을지도 모른
다. 예를 들어, 컨설턴트는 자신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약속했던
것을 제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는 고객이 만족했던(→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방식으로 자신들의 서비스를 포장했을 수도 있다. 틀
림없이,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미디어에 의해 흔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 왔고, 최악의 경우에 이들은 기량 향상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간에, 그리고 해당 개인이나 팀

  

90

constantly 끊임없이
strive 노력하다
edge 강점, 우위, 이로운 위치
outstrip 능가하다
caution 주의
subject 주제, 논의 중인 문제
degree 정도
suspicion 의심
stereotypical 틀에 박힌, 전형적인
goods 약속된 것, 상품
over-optimistically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package 포장하다
characterise 묘사하다
puppet-master 꼭두각시 조종자
pull (the) strings 배후에서 조종하다
enhancement 향상, 증진
sensitivity 예민한 감성, 세심함
concerned 해당되는
Word Search
| 정답 |

1. strive 2. caution 3. stereotyp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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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꺼냈다. 그는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효과가

Tips
Svengali(스벵갈리): 1894년에 듀 모리에(du Maurier)가 쓴 소설 ‘트릴비

있을 수도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고 열쇠고리에

(Trilby)’와 이를 영화로 만든 ‘스벵갈리(1931)’에서 유래했다. 주인공 스벵갈리가

있는 버튼을 눌렀고, 짜잔! ‘문 네 개의 잠금장치가 모두 풀렸다.’

트릴비라는 여성에게 최면을 걸어 범죄에 이용한다는 내용 때문에 일반인에게
‘최면은 위험한 것’이라는 왜곡된 인상을 심어 주었는데, 이는 최면의 실상을 왜

5 이른 아침에 밖에 나가 보니 자동차 문이 완전히 얼어서 열
리지 않았다는 내용의 (A) 다음에, 아버지께 얼어붙은 자동차
문을 여는 비결을 물어보는 (B)가 이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아
버지가 알려준 방법을 시도해 보는 (D)가 이어져야 하고, 그
5. ① 6. ② 7. ③

소 재

얼어붙은 자동차 문
해 석

(A) 오늘 아침 5시 30분에 George는 자신의 차를 예열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어제는 눈이 6인치나 내렸고 밖은 (화씨) 19도였다.
그는 진입로의 눈가루 사이를 헤치며 걸어가 문을 열려고 했다. 그
는 차 문이 완전히 얼어서 닫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바람에 추
워서 금방 얼어버릴 것 같아서, 서둘러 돌면서 나머지 세 개의 문을
시도해 보았다. 그것들은 모두 단단히 닫혀 있었다.
(B) 이런 일이 전에는 그에게 일어난 적이 없었다. George는 눈 더
미를 헤치고 따뜻한 집안으로 되돌아온 뒤, 아버지를 깨워서 얼어붙
은 자동차 문을 여는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그에게 거기에
물을 끼얹으라고 말했다. George가 “그렇게 하면 표면에 얼음만
얇게 덮이지 않을까요?”라고 물었고, 그의 아버지는 다시 잠이 들기

6 (a) , (c) , (d) , (e) 는 모두 George 를 가리키고 (b) 는
George의 아버지를 가리키므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
과 다른 것은 ②이다.

7 폭설이 내려서 출근하지 못한다고 회사에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그러고 싶지 않았고, 그러던 와중에 새롭게 떠오른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했으므로, 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
지 않은 것은 ③이다.
구조 분석

■ He tried pulling the handle with both hands and, in

sheer frustration, he tried just staring stupidly at it as
well.
「try + -ing」는 ‘(시험 삼아) ~해 보다’라는 뜻이다. 대명사 it은
the handle을 가리킨다. as well은 ‘또한, 역시’의 의미이다.

전에 “끼얹고 잡아당겨.”라고 중얼거렸다. 그래서 George는 주전
자를 집어 들고 그것을 물로 채우면서 ‘끼얹고 당기기. 끼얹고 당기

warm up ~을 예열하다

기.’라고 생각했다. 그는 눈 속을 헤치고 나가 자신의 얼어붙은 자동

driveway 진입로

차로 갔다.

in haste 서둘러서

(D) 일단 그곳에 도착하자, George는 손잡이를 잡고 꼼짝도 하지
않는 문틀 위로 물을 끼얹고 잡아당겼다. 전혀 어떤 일도 일어나지

seal 꼭 닫다, 밀폐하다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의 차는 표면이 새로이 얼음으로 얇게 덮였

trick 비결, 비법

다. 사실 그것은 꽤 예뻤다. 그것은 먼 현관의 불빛에 반짝거렸다. 그

glaze (표면 등을) 얼음으로 얇게 덮다

는 자신이 몸 앞쪽에도 물을 끼얹어 흐르게 해서 이제는 그도 마찬

drift off 잠이 들다

가지로 얼음으로 얇게 덮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두 손으로 손

mumble 중얼거리다

잡이를 잡아당겨 보았고, 완전히 좌절감에 빠져서 그저 바보같이 그

pitcher 주전자

것을 쳐다보기도 해 보았다. 그것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call in (직장에) 전화를 하다

(C) 그래서 이제 George는 폭설 때문에 결근한다고 직장에 전화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직장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직장

at the top of the hour 매 정시에

에 나가면서 급여를 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았지

keychain 열쇠고리

만, 자신의 하루가 날아갔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는 매 정시에 나

jammed 꼼짝도 하지 않는

와서 다시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그에게 새

porch 현관

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열쇠

splash 끼얹다

어휘 및 어구

drift (눈이 바람에 휩쓸려 쌓인) 더미

dawn on ~에게 떠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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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기 쉬운 유형편

정답

방법이 실패했지만 자동차 열쇠고리에 있는 버튼을 누르자 결
국 자동차 문이 열렸다는 (C)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
라서 주어진 글 (A)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는 ① ‘(B)(D)-(C)’가 가장 적절하다.

	

   

곡하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Exercise 5~7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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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sheer 완전한

do so는 exchange campaign contributions for policy
favors를 대신한다. [ ]는 the belief와 동격 관계를 이룬다.

stupidly 바보같이

어휘 및 어구

Word Search
| 정답 |

1. seal 2. jammed 3. mumble

odd 이상한
classify 분류하다
elect 선출하다
official 공직자
punish 처벌하다

Exercise 8

정답

④

소 재

정치인에게 경쟁 행동으로서의 정직의 의미
해 석

‘정직’을 경쟁 행동의 한 형태로 분류하는 것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행위 사건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믿
는다면,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삼갈 수도 있다. 정치인이 선거에 의한 벌을 피
하기 위해 정직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생각은 부패 행위를 하다가 적
발되는 것의 선거 결과가 그 부패 행위가 주는 선거 이익을 능가한
다는 생각에 달려 있다. 그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지
위를 남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부 계약을 그 공직자, 그 공직
자의 친구, 또는 그 공직자의 가족이 주식을 보유하는 기업과 맺도
록 조종하는 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공익을 명백히 위반
하는 것이다. 다른 형태의 부패 행위는 특히 재선을 목표로 하는 것
일 수도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 기부금을 정책적 특혜로 교환
한다면, 그들은 선거 기부금을 거절(→ 수용)하는 것이 재선될 확률
을 ‘높일’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해 그렇게 하는[선거 기부금을 정책
적 특혜로 교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인이 선거에서 이기기

scandal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부정행위 (사건)
refrain from ~을 삼가다
ethically 윤리적으로
for the sake of ~을 위해
retain 유지하다
electoral 선거에 의한, 선거의
consequence 결과
corruption 부패
outweigh 능가하다
corrupt 부패한
abuse 남용하다
steer 조종하다, 몰고 가다
contract 계약
stock 주식
violation 위반
be aimed at ~을 목표로 하다
contribution 기부(금)
favor 특혜
Word Search
| 정답 |

1. odd 2. corrupt 3. stock

위해 정직하게 행동한다는 생각은 때로는 부정직함도 공직자가 재
선에서 이기도록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문제 해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 기부금을 정책적 특혜로 교환하는, 즉
선거 기부금을 받고 정책적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 선거
기부금이 재선 확률을 높일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행위이므
로, 선거 기부금을 수용한다는 내용이 되어야 글의 흐름이 자
연스럽다. 그러므로 ④의 rejecting(거절)을 accepting(수용)
과 같은 어휘로 고쳐야 한다.
구조 분석

Exercise 9

정답

④

소 재

사회적 맥락이 말에 주는 힘
해 석

언어 전략을 더 많이 공부할수록,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굉장히
유연하고 가변적인 일련의 행동을 배워왔는지에 더 깊은 인상을 받
게 되지만, 여러분은 또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그 모든 힘든

for policy favors, they do so based on the belief
[that accepting the contributions will increase their
probabilities of being reelected].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말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사회적 맥락, 행

	

■ If elected officials exchange campaign contributions

92

동, 영향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어두운 골목에서는, 여러
분의 말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할 사회적 힘이라고 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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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아마 거의 아무것도 갖지 못할 것이다. 즉 여러분과 마주치

Exercise 10

정답

④

는 사람과의 상호 관계나 자원 교환의 내력을 갖지 못할 것이다. 여
소 재

러분의 말은 ‘무시될’ 것이다. 단어 그 자체에는 힘이 없고, 오직 자
원과 상호 관계의 사회적 맥락만이 힘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쓴맛이 나는 약초를 좋아하게 된 이유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의 육촌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상황은 달
러분의 말에 더 많은 ‘힘’을 부여할 사회적 관계에서의 내력이 있는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두운 골목에 있는 낯선 사람과 관
련된 문제는 그들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말은 자원과 상호 관계의 사회적 맥락 내에서만 힘을 가지게
된다는 내용의 글이다. 주어진 문장은 상대방이 육촌이라는 사
회적 맥락 내에서는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적 상황이므
로, 그 가설적 상황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now로 시작하는
문장, 즉 사회적 맥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하
는 말이 영향력이 있다는 내용 앞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사회적 맥락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낯선 상대방에게 하
는 말 그 자체로는, 즉 the words themselves, your words,
Your words, words themselves로는 영향력이 없다는 내용
다음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④이다.
구조 분석
	

■ You now have historical reciprocities in your social

relationships [to give more ‘power’ to your words to
change the person’s behaviour].
[ ] 는 historical reciprocities in your social
relationships를 수식하는 to부정사구이다.
어휘 및 어구

second cousin 육촌(부모의 사촌의 자녀)
strategy 전략
flexible 유연한
variable 가변적인
consequence 영향, 결과
alley 골목
have little in the way of ~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

약효는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의 진화적 성공에 기여했다. 예를 들어,
자연에서 가장 쓴맛이 나는 식물 중 일부는 영양분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귀중한 약도 제공한다. 그러므로 이 약의 쓴맛을 견디기 위
해서 인간은 이 식물의 맛을 극복하는 (아니, 좋아하는) 것을 배우는
법을 채택해야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기본적인 ‘효과의 법
칙’을 사용하는 전략을 개발할 수 있었는데, 즉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가 뒤따르는 (쓴맛이 나는 식물을 먹는 것
과 같은) 행동은 그 행동의 가능성을 높이리라는 것이고, 따라서 질
병에서 회복하려고 할 때 이 약초를 다시 먹을 가능성을 높이리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추구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피
하도록 행동한다는 것, 이것은 간단하고 매우 효과적인 생물학적 전
략이다. 우리의 생명 작용이 어떻게 이것을 성취하는가? 그것은 우
리의 선호(즉 기호)를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들 쪽으로 바꾸는데,
심지어 그것이 약초의 쓴맛을 좋아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렇다.
→ 일부 쓴맛이 나는 식물의 치유적 성질을 경험한 후, 인간은 그것
의 쓴맛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게 되어, 진화상의 성공으로 이어졌
다.
문제 해설

일부 쓴맛이 나는 식물의 약효 성분으로 인간이 치유 효과를
경험한 후, 인간은 그 맛을 전략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진화
론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요
약문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은 ④ ‘치유적(healing) 받아들이는(embrace)’이 가장 적절하다.
① 중독적 - 찾는
② 중독적 - 피하는
③ 자극적 - 받아들이는
⑤ 치유적 - 피하는
구조 분석

■ For example, [some of the most bitter-tasting plants

fall on deaf ears 무시되다, 귀 기울여지지 않다

in nature not only contain nutrients]; [they also
provide valuable medicines].
「not only ~ (but) also ...」가 [ ]로 표시된 두 개의 절을 연

resource 자원

결하고 있다.

confront 마주치다

Word Search
| 정답 |

1. flexible 2. confront 3. alley

틀리기 쉬운 유형편

문제 해설

해 석

	

라질 것이다! 여러분은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여

어휘 및 어구

undoubtedly 의심할 여지없이
contribute to ~에 기여하다
contain 포함하다
11강 -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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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nutrient 영양분

(C) 파라오의 사후세계에서의 성공은 노동자 자신의 풍요로운

tolerate 견디다, 참다

삶과 직결되어, 노동자의 피라미드 건설 사업 참여는 그의 삶
과 사후세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으므로, religious(종교적
인)를 써야 한다. aesthetic은 ‘미적인’이라는 뜻이다.

adopt 채택하다
overcome 극복하다
probability 가능성

구조 분석

medicinal 약효가 있는

■ In that way, scholars view the pyramid building as
	

seek to do ~하려고 하다

something [more similar to a public works campaign
{embedded with religious significance}], not as a
punitive occupation for dissatisfied slaves.
[ ]는 something을 수식하는 형용사구이고, 그 안에 있는
{ }는 a public works campaign을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biological 생물학적인
biology 생명 작용
accomplish 성취하다
Word Search
| 정답 |

1. contain 2. tolerate 3. adopt

어휘 및 어구

theory 이론
scholar 학자
construct 건설하다

Exercise 11

정답

③

소 재

피라미드 건설 노동자
해 석

피라미드가 건설된 방식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있다. 최근 몇 년 동
안 많은 학자는 피라미드가 노예의 노동을 이용하여 건설되었다는
이전의 견해를 일축했는데, 일부 학자가 여전히 그 이론을 고수하
고 있기는 하다. 전에 Giza의 발굴 책임자였던 Zahi Hawass 박
사를 포함한 오늘날의 많은 이집트 학자는 Giza의 피라미드가 대부
분 숙련된 노동자인 약 2만에서 3만 명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인부
를 이용하여 건설되었다고 생각한다. Hawass와 다른 이들은 노예

adhere to ~을 고수하다
director 책임자, 감독
crew (같은 일에 종사하는) 일단, 승무원
skilled 숙련된, 능숙한
afterlife 사후세계
prosperity 풍요로운 삶, 번영
embedded 내포된
significance 의의, 의미
occupation 업무, 일, 직업
dissatisfied 불만이 있는
Word Search
| 정답 |

1. theory 2. construction 3. occupation

제나 봉건 노동 제도를 통해 강제로 징용되는 대신에, 사람들이 기
꺼이 건설 사업에 참여했다고 생각한다. 파라오의 사후세계에서의
성공은 노동자 자신의 풍요로운 삶과 직결되었고, 따라서 노동자의
참여는 그의 삶과 사후세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Exercise 12~14

정답

12. ③ 13. ⑤ 14. ④

학자들은 피라미드 건설을 불만이 있는 노예들에 대한 징벌적 업무
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의가 내포된 공공 공사 활동과 더 유사한 어
떤 것으로 간주한다.
문제 해설

(A) 일부 학자는 여전히 피라미드가 노예의 노동을 이용하여
건설되었다는 이론을 고수한다고 했으므로, 많은 학자는 그렇
지 않다고 해야 문맥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dismissed(일축했
다)를 써야 한다. supported는 ‘지지했다’라는 뜻이다.
(B) 노동자가 강제로 피라미드 건설 사업에 징용되지 않았다
고 했으므로, willingly(기꺼이)를 써야 한다. obligatorily는
‘의무적으로’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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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악을 행한 자의 자업자득
해 석

(A) 옛날에 경건한 벗의 방문을 자주 받는 한 왕이 있었다. 그 벗이
왕을 방문할 때마다, 그는 “선을 행하는 자는 선으로 대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그의 악행으로도 그에게 충분할 것이므로 악으로 대하
지 말라.”고 말하곤 했다. 왕은 이 사람의 현명한 말에 매우 감명받
았다. 또 다른 남자는 왕과의 좋은 관계에 대해 그 벗을 부러워하여,
사악한 계략을 꾸몄다. 그는 왕에게 가서 그의 벗이 모든 사람에게
왕이 입내가 많이 난다고 말해 왔다고 말했다. 왕은 그에게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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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투심이 많은 남자는 왕에게 벗
의 다음 방문 때 그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가 냄새
를 피하려고 손으로 얼굴을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 분석

■ The king asked him [if he had been telling people that
	

(C) 벗이 왕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던 날, 질투심이 많은 남자는 저녁
식사를 하자고 집으로 그를 초대했다. 그는 음식에 마늘을 많이 넣

관들에게 그 서신을 가져온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라고 지시했
다는 내용이 언급되었으므로, 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
은 것은 ④이다.

었다. 벗이 왕을 방문했을 때, 그는 왕이 자신의 입김에서 마늘 냄새
를 맡지 않도록 손으로 자신의 코와 입을 가렸다. 왕은 질투심이 많
은 남자를 믿었다. 그는 한 통의 서신을 작성해서 벗에게 그것을 행
정관들에게 가져가라고 말했다. 왕이 서신을 작성하는 경우는 오직

어휘 및 어구

관들에게 그 서신을 그들에게 가져온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라고 지

frequently 자주

시했다.

companion 벗, 친구

(D) 벗이 행정관들에게 가는 도중에, 질투심이 많은 남자가 그가 손
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물었다. 그 벗은 그에게 그것은 왕의 서신이

treat 대하다

라고 말했다. 질투심이 많은 남자는 그에게 저녁 식사에 대한 보답으

sufficient 충분한

로 서신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벗은 그에게 서신을 넘겨주었다. 질투

envy 부러워하다

심이 많은 남자가 행정관들에게 갔고, 그들은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devise 꾸미다, 고안하다

(B) 다음날 왕은 여느 때처럼 벗이 자신을 방문하는 것을 보고는 깜
짝 놀랐다. 벗은 그에게 질투심이 많은 남자가 자신이 서신을 행정

plan 계략, 계획

관들에게 전하러 가고 있는 중에 자신에게서 그것을 가져가 버렸다

watch 주의 깊게 살펴보다

고 말했다. 왕은 그에게 그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입내가 난다고 말

administrator 행정관

해 왔는지 물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가 입과 코를 가렸는지

garlic 마늘

물었다. 벗은 그에게 질투심이 많은 남자가 자신에게 대접한, 마늘이

infuse 넣다, 스미게 하다

들어간 음식에 대해 말했다. 왕은 “실로, 악을 행하는 자의 악행으로

pay ~ a visit ~을 방문하다

도 그에게 충분하구나.”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invite ~ over ~을 집으로 초대하다

틀리기 쉬운 유형편

누군가에게 보상을 내리려고 할 때였다. 하지만 이 경우에 그는 행정

he had bad breath], and [if not, why he had covered
his mouth and nose].
두 개의 [ ]는 asked의 직접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evil 악(행); 사악한

bad breath 입내, 구취

instruct 지시하다
문제 해설

prison 감옥

12 질투심이 많은 남자가 왕에게 다음에 벗이 방문하면 그 벗

hand ~ over (to ...) ~을 (…에게) 넘기다[건네주다]

이 왕의 입내를 피하려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말하는 주어진 글 다음에, 질투심이 많은 남자가
마늘이 많이 들어간 음식으로 왕의 벗을 모략에 빠뜨려, 결국
왕이 서신으로 벗에 대한 투옥을 지시하는 내용의 (C)가 이어
져야 하고, 왕의 벗이 서신을 가지고 행정관들에게 가는 도중,
질투심이 많은 남자가 그 서신을 넘겨받아서 가져갔는데, 결국
자승자박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내용의 (D)가 이어져야 한
다. 그다음에 벗이 여느 때처럼 자신을 방문한 것에 깜짝 놀란
왕이 그 연유를 묻는 내용의 (B)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
은 ③ ‘(C)－(D)－(B)’이다.

payment 보답, 보상, 지불
jail 감옥
Word Search
| 정답 |

1. companion 2. payment 3. administrator

13 (a), (b), (c), (d)는 모두 왕의 경건한 벗을 가리키고, (e)
는 질투심이 많은 남자를 가리키므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⑤이다.

14 (C)의 하단부에서 왕이 서신을 작성하는 경우는 오직 누
군가에게 보상을 내리려고 할 때였지만, 이 경우에 왕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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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12

Week 6

1④
7⑤
13 ③

2④
8④
14 ③

complex 복잡한
강

본문 138~149쪽

3②
9④

4③
10 ①

5②
11 ②

6②
12 ④

variety 변이형
fixed 변하지 않는, 고정된
entity 실체
dominant 지배적인
identity 정체성
fragment 파편화되다

Exercise 1

정답

④

소 재

라틴어와 달리 세계어가 된 영어
해 석

interpersonal 사람과 사람 사이의
contact 접촉, 연락
mutual 상호 간의
intelligibility 이해 가능성
cease 멈추다, 중단되다
so far as ~ is concerned ~에 관한 한
  

우리는 ‘새로운 영어들’이 있고, 영어는 라틴어와 같이 단지 ‘변하지

function 기능하다

않고 죽은’ 실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언어 변이형들의 다소 복잡한
집합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영어에는 또한 지배적인 중심이 없
다. 영어는 많은 중심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국가적 정체
성과 지역적 정체성 둘 다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다.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면에서 영어는 전성기의 라틴어와 정말 닮았다. 그
러나 라틴어는 파편화되었다. 그것의 중심은 유지되지 않았고, 그 언

triumph over ~을 이겨내다
eventually 결국
dialect 사투리
Word Search
| 정답 |

1. variety 2. dominant 3. mutual

어의 다양한 사용자들은 서로 단절된 채, 각자의 분리된 길을 갔다.
영어가 기능하는 세계는 매우 다른데, 그것은 의사소통, 여행, 그리
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이 비교적 어려운(→ 쉬운) 세계이다. 그
변이형들의 상호 이해 가능성이 가끔 위협 받을지도 모르지만, 멈출
가능성은 없다. 언어에 관한 한, 어떤 종류의 ‘초영어적’ 정체성이 ‘지
역적’ 정체성을 주장하기 위해 그 언어로 독자적인 길을 가려는 어
떤 욕구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지역
‘사투리’를 가진 초‘언어’가 있게 될지도 모른다.
문제 해설

영어는 라틴어와 달리 그 변형들 간의 상호 이해가 멈출 것 같
지 않다는 다음 문장의 내용으로 보아 의사소통, 여행,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이 비교적 쉬운 세계에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④ difficult(어려운)를 easy(쉬운)와 같은 어
휘로 바꾸어야 한다.
구조 분석
	

■ The world [in which English functions] is very
different: it is one [in which communications, travel,

and interpersonal contacts are relatively easy].
첫 번째 [ ]는 The world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 ]는 one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며, one은 a world를 대신
하여 쓰였다.
어휘 및 어구

recognize 인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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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2

정답

④

소 재

과학의 방법으로서의 실험과 예측
해 석

많은 사람이 마치 어떤 식으로 세상을 적극적으로 능숙하게 처리하
지 않고는 어떤 성과, 적어도 과학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어떤 성과
도 거둘 수 없는 것처럼 과학이란 단지 실험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이 정말 무
엇에 관한 것인지 오해하는 것이다. 과학의 본질은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것이다. 통제된 실험을 설계하는 것 즉, 결과
를 능숙하게 처리하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상황이 발생하도록
시도하는 것은 분명히 가설과 그것이 예측하는 내용의 정확성을 증
명하는 한 가지 방법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예측된
내용도 또한 그 누구의 편에서든 아무런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펼쳐
질 때 그것을 미래의 관찰과 견주어 봄으로써 매우 강력하게 검증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혜성의 출현에 관해 정확히 예측하고, 그것을
볼 수 있을 연월일 그리고 심지어 정확한 시간까지 명시하는 천문학
자들은 실험을 한 적도 없었고, 사실 실험을 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 혜성이 예상한 때에 정말 나타난다면, 아무도 그들을 비과학적이
라고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EBS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088~159 수능특강2023(영어독해연습)정답(11~미니).indd 96

2022-01-06 오후 6:19:34

문제 해설

과학이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지식을 얻는 방법에는 통제된 실
험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그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내용
과, 천문학자들이 실험 없이 혜성의 출현을 예측한다는 내용
사이에, 예측 역시 미래의 관찰과 견주어 봄으로써 검증될 수
있다는 내용이 필요하므로, ④가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
장 적절한 곳이다.
구조 분석

Exercise 3

정답

②

소 재

씨앗의 상품화
해 석

씨앗은 농업과 식품 사슬 전체에 관한 투쟁의 장소가 되어 왔다. 씨
앗에 내재하는 생식 가능성과 변이성을 고려해 볼 때, 씨앗의 자연
적인 특성은 농부에게 재배 방법에서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한

expected}], no-one is going to accuse them of being
unscientific.
[ ]는 provided(~이라면)가 이끄는 조건의 부사절이다.
does는 appear를 강조하는 조동사이다. { }는 when it is
expected에서 「주어+ be동사」가 생략된 형태이다.

략은 농부의 통제로부터 씨앗을 분리시키고, 천연자원을 상품화하

	

편, 선택 번식을 통해 품종을 개량할 기회를 주었다. 자본주의의 전

어휘 및 어구

prediction 예측(된 내용)
observation 관찰
unfold 펼쳐지다
intervention 개입
experiment 실험
get anywhere 성과를 거두다
respectable 존경받을 만한
manipulate 능숙하게 처리하다, 잘 다루다
essence 본질
acquire 얻다, 획득하다
hypothesis 가설 (pl . hypotheses)
outcome 결과
demonstrate 증명하다
accuracy 정확성
astronomer 천문학자
precise 정확한
appearance 출현
comet 혜성
specify 명시하다

다. 자연을 상품화할 때 주요 단계로 육종업자들은 같은 특질의 씨
앗을 번식할 수 없는 잡종 씨앗을 개발해, 그 결과 농부는 농사철마
다 새로 씨앗을 사야 한다. 이른바 ‘잡종 강세’의 이점이라는 것을 언
급하면서, 미국의 농업 연구는 자연 수분 품종을 개량하기보다는 그
런 품종들을 우선시했다. 농부가 여전히 번식시키고 개량할 수 있는
씨앗에 대해서, 씨앗으로 쓸 자신의 곡물을 팔 (혹은 심지어 번식시
킬) 농부의 권리를 제한하는 다양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 통제가 확
대되었다. 특히 미국에서 농부는 또한 구입한 다른 필요 자원, 곡물
계약, 부채, 그리고 다른 수단을 통해 의존 상태에 갇혔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씨앗이 상품으로 바뀌면서 농부는 씨앗에 대
한 권리를 박탈당했다.
문제 해설

씨앗을 상품으로 만들어 공급하는 산업을 키우면서, 같은 특
질의 씨앗을 번식시킬 수 없는 잡종 씨앗을 팔아 농부들이 농
사철마다 새로 씨앗을 구매하도록 만들었고, 다양한 법률
로 농부들이 씨앗을 팔거나 번식시키는 것을 통제했다는 내
용이므로, 요약문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은 ② ‘상품
(commodities) - 박탈된(deprived)’이 가장 적절하다.
① 무기 - 보호하는
③ 상품 - 알게 된
④ 선물 - 자랑스러워하는
⑤ 선물 - 모르는
구조 분석

■ Capitalist strategies have sought [to uncouple seeds
	

accuse ~ of ... ~을 …이라고 비난하다

고, 그리하여 농부가 별개의 공급 산업에 의존하게 하려고 애써 왔

틀리기 쉬운 유형편

■ But, [provided the comet does appear {when

Word Search
| 정답 |

1. prediction 2. experiment 3. astronomer

from farmers’ control], [to commoditize natural
resources], and thus [to make farmers dependent upon
a separate supply industry].
and로 연결된 세 개의 [ ]는 sought에 이어지는 to부정사구
이다.
어휘 및 어구

seed 씨앗,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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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struggle 투쟁

어를 가져다주지만, 우리 인류는 줄어든 집중력과 손상된 인간관계

given ~을 고려해 볼 때

와 같은 ‘가능한’, ‘모호한’, ‘먼’ 결과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생존

inherent 내재하는

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조건 하에서 진화하지 않았다. 우리의 일

reproducibility 생식 가능성

상생활은 기술 발전 때문에 급변하고 있고, 기술이 우리의 삶에 미

variability 변이성, 가변성

치는 장기적인 잠재적 영향을 이성적으로 또는 정확하게 평가하는

characteristic 특성

것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다음 몇십 년 동

variety 품종

안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용하고 있을지,

selective breeding 선택 번식

또는 그것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정말 모른다. 그것은 그저

cultivation 재배, 경작

너무 복잡하고 모호하며 멀리 있어서 우리의 현재 행동을 유지하도

capitalist 자본주의의

록(→ 바꾸도록)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 우리가 지구의 기후 변화

strategy 전략

에 대처하거나 정크 푸드를 피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

uncouple 분리시키다

으로, 우리는 그러한 근심 중 어떤 것이라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

commoditize 상품화하다

다. 그것들은 참으로 그날그날의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위협으로 인

supply 공급

식되지 않는다.

industry 산업

문제 해설

breeder 육종업자, 육종업체

우리는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가져다준 급
변하는 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채 살고 있어
서, 그렇게 복잡하고 모호하며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결과는 우
리의 현재 행동을 바꾸도록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는 맥락이
되어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③ maintain(유지하다)
을 alter(바꾸다)와 같은 어휘로 바꾸어야 한다.

cite (예증·확인을 위해) 언급하다, (이유나 예를) 들다
hybrid vigor 잡종 강세
agricultural 농업의
prioritize 우선시하다
extend 확대하다
restrict 제한하다
grain 곡물

구조 분석

lock 가두다

■ T h e t e c h r evo l u t i o n b r i n g s u s t h e I n t e r n e t ,
	

dependency 의존 (상태)

smartphones, and social media, but our species did
not evolve under conditions [in which {thinking in
terms of possible, vague, distant consequences such
as diminished attention and impaired relationships}
would affect survival].
[ ]는 condition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 }는 관계절 안

input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원
contract 계약
debt 부채
means 수단
Word Search
| 정답 |

1. cultivation 2. cite 3. extend

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
어휘 및 어구

when it comes to ~에 관한 한

Exercise 4

정답

③

소 재

장기적인 관점의 부족함
해 석

evolve 진화하다
obese 비만인
ailment 질병
in terms of ~의 관점에서
vague 모호한
consequence 결과

음식에 관한 한, 우리의 뇌는 치즈버거, 감자튀김, 그리고 탄산음료

diminish 줄이다

를 먹는 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비만이 되고 신체적인

impair 손상시키다

질병을 겪을 가능성을 증가시키는지에 관해 생각하도록 진화하지

advance 발전, 진보; 발전하다

않았다. 기술 혁명은 우리에게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소셜 미디

capacity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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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nally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잖아.”라고 어머니는 나의 이기적인 태도에 대해 나를 꾸짖으시고는

accurately 정확하게
evaluate 평가하다

당장 내 방으로 가라고 하셨다. Norma는 그날 밤 11시에 퇴근해
서 집에 왔다. 그녀가 “저, 집에 왔어요.”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녀의

long-term 장기적인

목소리가 열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Norma가

complicated 복잡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었다. 나는 숨을 쉬기가 어려웠

manner 방식

다. 그녀는 아름다운 새 코트를 입고 있었다. 뜨거운 눈물이 내 눈을

tackle 대처하다

따끔거리게 했다. 바로 그때 어머니가 나를 소리쳐 불렀다. “Norma

register as ~로 인식되다

가 자기 봉급으로 사온 것을 와서 보렴.” 나는 질투의 눈물을 닦았

relevant 관련된

다. 그녀는 어머니의 침실로 달려가 큰 상자를 가지고 돌아와 그것

| 정답 |

1. obese 2. consequence 3. diminish

코트, 후드가 달린 새로운 짧은 A자 라인 스타일 코트가 있었다.
문제 해설

정답

5. ② 6. ② 7. ⑤

소 재

언니가 사 준 코트
해 석

(A) 언니 Norma는 항상 열심히 일해서 우리 어머니로부터 ‘우리 다
큰 딸’이라는 칭호를 얻은 반면, 나는 항상 ‘게으른 Joan’이라고 불
렸다. Norma는 자신의 칭호를 받을 만했다. 그녀는 겨우 열두 살이
었을 때 시간제로 일했다. 1946년 9월에 내가 고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녀와 나는 매일 아침 같이 걸어서 등교했다. 학교까
지 걸어가는 45분의 시간은 10월이 되어 가을비가 내리고 북쪽에
서 찬 공기가 내려오자 곧 재미가 줄어들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내
겨울 코트를 입으라고 계속 말씀하셨다.
(C) 그것의 소매는 너무 짧았고 그 코트의 허리는 거의 내 겨드랑이
밑에 있었다. Norma와 나는 나이가 22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

애원했지만 어머니가 사 주지 않으셨고, 추수감사절 가족 저녁
식사를 계획하다가 ‘식사 준비는 할 수 있으면서 왜 새 코트는
사 줄 수 없냐’고 어머니에게 말했다는 내용인 (B)가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그 말로 인해 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었고, 그날 밤
Norma가 자기 봉급으로 새 코트를 사왔다는 내용인 (D)가 이
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주어진 글 (A)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는 ② ‘(C)－(B)－(D)’가 가장 적절하다.
6 (b)는 어머니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Norma를 가리킨다.
7 Norma가 새 코트를 입은 모습을 보고 질투의 눈물을 흘렸
다고 했으므로 ⑤는 ‘I’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구조 분석

■ Mother kept telling me [that she didn’t have the
	

Exercise 5~7

5 열두 살 때부터 시간제로 일하러 다닌 언니 Norma와 ‘게으
른’ 자기를 소개한 뒤, 10월이 되고 추워지자 어머니가 코트를
입고 학교에 다니라고 말했다는 내용인 (A) 다음에, 그 코트가
작아서 필자가 그것을 입기를 거부했고 Norma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내용인 (C)가 이어지며, 계속 코트를 사 달라고

머니는 계속해서 나에게 새 코트를 사 줄 돈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money for a new coat], and I kept refusing to wear
the little girl’s coat to school.
「keep + -ing」는 ‘계속 ~하다’라는 표현이다. [ ]는 telling

나는 작은 여자애의 코트를 입고 학교에 가는 것을 계속 거부했다.

의 직접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고, 마침내 같은 사이즈가 되어 물려받을 옷이 없었다. 사실, Norma
도 자기의 코트가 너무 작아서 나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다. 어

(B) 나는 발을 굴렀고, 입을 삐죽거렸으며, 애원했다.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다. 몇 번의 벌을 받은 후, 나는 결국 오래된 코트를 입고

어휘 및 어구

earn 얻다, 획득하다

학교로 출발했다. 11월 초순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내가 걸어서
등하교할 때, 북풍으로 인해 모자를 쓰지 않은 내 머리 주위로 눈이

label 부르다, 명칭을 붙이다

소용돌이쳤다. 어머니는 벌써 해마다 하는 추수감사절 가족 저녁 식

work part-time 시간제로 일하다

사를 계획하고 계셨다. 어머니는 나와 함께 손님 명단과 메뉴를 막

put on ~을 입다

점검한 참이었다. 그때 나는 그녀[어머니]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하는

beg 애원하다

실수를 했다. “도대체 어떻게 모두에게 식사 대접할 온갖 식료품은

punishment 벌, 처벌

살 수 있으면서 제게 새 겨울 코트는 사 줄 수 없는 거예요?”

go over ~을 점검[검토]하다

(D) “얘, 늘 너와 너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

sleeve 소매

deserve 받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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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에게 건네주었다. 그 안에는 내가 여태까지 본 가장 아름다운

Word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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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armpit 겨드랑이

글자대로의 해석을 특정하게 발전시킨 것이라 했으므로 ④의
primary(일차적인)를 secondary(이차적인)와 같은 어휘로 바
꾸어야 한다.

hand-me-down (특히 옷을) 물려받은
refuse 거부하다
scold 꾸짖다

구조 분석

promptly 당장

■ We see [language as being basically “literal”] and
	

selfish 이기적인

[metaphors as being a particular development of
this literality], [a kind of specialist tool suited for
artistic purposes, such as poetry or rhetorics].
첫 번째와 두 번째 [ ]는 and로 연결되어 동사 see에 이어
지고 있으며, 세 번째 [ ]는 a particular development of
this literality와 동격 관계이다.

enthusiasm 열기, 열의
sting 따끔거리게 하다, 찌르다
paycheck 봉급
wipe 닦다
envy 질투
Word Search
| 정답 |

어휘 및 어구

1. deserve 2. promptly 3. enthusiasm

occupy ~의 마음을 차지하다, ~의 주의를 끌다
scholar 학자
relate to ~과 관련되다
by no means 결코 ~이 아닌
inform 영향을 끼치다

Exercise 8

정답

④

소 재

은유의 개념
해 석

은유 사용이 인간 대화의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은
수세기 동안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주의를 끌어왔으며, 은유가 어떻
게 작동하고 어떻게 언어와 더 보편적으로 관련되는지에 대한 문제
는 결코 새롭지 않다. 이것에 대한 중대한 분석은 서력기원 수백 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주제에 대한 그의 글
은 오늘날까지도 논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내
린 정의에서, “은유는 사물에 다른 어떤 것에 속하는 이름을 부여하
는 데 있다.” 그는 단어가 ‘진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른 비유적 표
현들 중에서) 은유는 더 진정한, ‘관습적’ 의미의 변용이라는 주어진
가정에 자신의 논증 근거를 두었다. 은유가 일차적인(→ 이차적인)
언어 기능이라는 이 근본적인 생각은 그 이후로 줄곧 우리의 은유
에 대한 관점을 지배해 왔다. 우리는 언어를 기본적으로 ‘글자 그대

debate 논쟁
definition 정의
consist in ~에 있다
assumption 가정
amongst ~ 중에서(= among)
figure of speech 비유적 표현
modification 변용
genuine 진정한, 순수한
conventional 관습적인, 기존의
fundamental 근본적인
notion 생각
dominate 지배하다
ever since 그 이후로 줄곧
literal 글자[문자] 그대로의
rhetoric 수사, 미사여구, 수사법[학]
Word Search
| 정답 |

1. occupy 2. assumption 3. dominate

로의’ 것으로, 은유를 이러한 글자대로의 해석을 특정하게 발전시킨
것, 즉 시나 수사 같은 예술적 목적에 적합한 일종의 전문적인 도구
로 본다.
문제 해설

은유가 사물에 다른 어떤 것에 속하는 이름을 부여하는 데 있
으며, 관습적인 의미의 변용이라고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이러한 근본적 생각(This fundamental notion)’이라 하
며 언어를 기본적으로 ‘글자 그대로의’ 것으로, 은유를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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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소 재

의식적인 정신과 물질 세계에 대한 속성 이원론자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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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ce 물질

해 석

의식적인 정신과 물질 세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더 미묘한 입장 중

distinct 뚜렷이 다른

하나는 속성 이원론이다. 속성 이원론자들은 물질주의자들이 한 종

latter 후자의

류의 물질, 즉 물리적 물질만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옳다고 인

in addition to ~에 더해

정한다. 하지만 그들은 물리적 물질이 물리적, 정신적 속성을 모두

possess 소유하다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그들은 정신적 속성이 물리적 속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뚜렷이 다르며, 물리적 속성으로 격하될 수 없다고 가정한다.

over and above ~에 덧붙여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두뇌가 두 가지의 상당히 다른 종

Word Search
| 정답 |

1. property 2. hemisphere 3. distinct

을 경험하고, 치즈에 대해 생각하고, Vienna를 기억하는 것과 같은
정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속성 이원론자는 후자의 속
성은 그 두뇌에 의해 소유되는 모든 다양한 물리적 성질에 더하여
존재하는 추가적인 속성이라고 말한다. 속성 이원론자는 한 가지 종
류의 물질, 즉 물리적 물질만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물질주의
자에게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의식적인 정
신에 대한 사실이 우리에 대한 모든 물리적 사실에 덧붙은 사실이라
는 점에 대해서는 물질 이원론자에게 동의한다는 것에 주목하라.
문제 해설

Exercise 10

정답

①

틀리기 쉬운 유형편

류의 속성, 즉, 무게가 1.8킬로그램이고, 두 개의 반구가 있으며, 신
경 세포들이 있는 것과 같은 순수하게 물리적인 속성, 그리고 고통

소 재

인간에게 이로운 지능형 기술 개발
해 석

지능형 기술은 우리가 많은 문화적, 사회적 장애를 극복하도록 도

주어진 문장은 정신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이 뚜렷이 다르다고
한 가정의 구체적 예가 되고, ④ 이후의 문장에서 The latter
properties가 주어진 문장의 mental properties, such as
experiencing pain, thinking about cheese, remembering
Vienna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④이다.

울 수 있다. 인공 지능 기계를 올바르게 만든다면, 그것들은 조정자
와 중재자가 되어, 우리가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는 공동 지침을 제
공할 수 있다. 일단의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프로그래머들이 ‘진실 기
계’를 만들기 위해 연합을 결성했다.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기술 기
업 중 30개 사는 디지털 제네바 협정을 입안하여, ‘어디에서라도 무
고한 민간인 혹은 기업’에 대하여 사이버 공격을 시작하는 어느 정
부든 돕지 않기로 약속하는 일련의 원칙에 동의했다. 만약, 그리고

구조 분석

이것들은 중요한 ‘만약’인데, 우리가 지능형 기술의 알고리즘 투명성

possess two quite different sorts of properties:
{purely physical properties, such as weighing 1.8 kg,
having two hemispheres, containing neurons};
and {mental properties, such as experiencing pain,
thinking about cheese, remembering Vienna}].
[ ]는 명사절로 suppose의 목적어 역할을 하며, 두 개의
{ }는 two quite different sorts of properties의 구성 요

을 위해 지능형 기술을 규제하여 그 기술에 설명가능성을 주입할 수

소를 나열한 것이다.

영역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 Some suppose, for example, [that human brains

   

있으며, 만약 우리의 지능형 창조물이 우리의 신념과 열망을 인식하

어휘 및 어구

suppose 가정하다
property 속성, 특성
purely 순수하게
hemisphere 반구
neuron 신경 세포
subtle 미묘한
property dualism 속성 이원론

도록 코드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나아갈 길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마음 이론,’ 즉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지 알 수 있는 능력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
다면, 우리는 우리의 차이점을 조정하여, 기계가 더욱 공정하도록 만
들어 신뢰하며, 단지 소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타협
→ 우리가 인공지능이 더 개방적이고 정직한 방식으로 작동하게 하고,
인간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불
공정함을 물리쳐 인간 사회를 통합시키는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다.
문제 해설

지능형 기술의 알고리즘 투명성을 위해 지능형 기술을 통제하
고, 그것이 인간의 신념과 욕망을 인식하도록 코드화할 수 있
다면, 결과적으로 공정하고 다수를 이롭게 하여 인간 사이의
차이점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

  

12강 - 정답과 해설

088~159 수능특강2023(영어독해연습)정답(11~미니).indd 101

101

2022-01-06 오후 6:19:37

정답과 해설
칸 (A), (B)에 들어갈 말은 ① ‘이해하도록(understand) - 불
공정함(unfairness)’이 가장 적절하다.
② 이해하도록 - 비능률
③ 모방하도록 - 가난
④ 모방하도록 - 외로움
⑤ 코드화하도록 - 장애
구조 분석

Exercise 11

정답

②

소 재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가 불충족되었을 때의 결과
해 석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매우 자
랑스러워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존중 욕구에 의해서 자신을 돌보
는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 주려는 동기가 유발된다. 만약 그가 바라

our divides, [building and trusting our machines to
be more fair] and [seeing more clearly the areas of
compromise {that profit more than just the few}].
첫 번째 [ ]는 조건절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 ]는 분사
구문으로 부수적인 상황을 나타낸다. { }는 the areas of
compromis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는 반응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좌절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다음

	

■ [If we can do this], we may be able to reconcile

어휘 및 어구

그림을 그리는 데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거나, 전혀 그리지 않거나,
혹은 미래의 그림에 대해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게 함으로
써 무의식적으로 타협한다. 처음에는 그림에 대한 자부심과 즐거움
을 포기하는 것이 마음 아플 수도 있지만, 그는 빠르게 억제에 익숙
해질 것이다. 성장하면서 그는 자신이 왜 칭찬에 당황하는지 혹은
왜 자신의 작품을 폄하하고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하려고 노

obstacle 장애(물)

력하지 않는지 모를 수도 있다. 그가 아는 것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

mediator 조정자

즉 어쨌든 눈에 띄는 것은 매우 불편하다는 것뿐이다.

impartial 공정한
neutral 중립적인
form 결성하다
influential 영향력 있는
author 입안하다
subscribe to ~에 동의하다
commit 약속[맹세]하게 하다
assist 돕다
mount (공격을) 시작하다, 개시하다
civilian 민간인
enterprise 기업
regulate 규제하다, 단속하다
algorithmic 알고리즘의
transparency 투명성
infuse 주입하다
awareness 인식
reconcile 조정하다, 중재하다
divide 차이점
compromise 타협
profit 이롭게 하다
Word Search
| 정답 |

1. obstacle 2. transparency 3. reconcile

문제 해설

(A) 어린아이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에
대해 바라는 반응과 연관된 욕구이므로 esteem(존중)을 써야
한다. protection은 ‘보호’라는 뜻이다.
(B)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랑스러워하는 아이가 바라던 반
응을 얻지 못하면 그림을 열심히 그리지 않는 등의 무의식
적 타협을 한다고 했으므로 repression(억제)을 써야 한다.
compliment는 ‘칭찬’이라는 뜻이다.
(C) 아이가 자라면서 자신이 칭찬받는 것에 당황해하거나, 자
신의 작품을 폄하한다는 것은 자신이 누군가의 눈에 띄는 것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므로 uncomfortable(불편한)을 써
야 한다. comfortable은 ‘편안한’이라는 뜻이다.
구조 분석

■ [If he doesn’t get the reaction {he hopes for}], the
	

communal 공동의

discouragement might be so disturbing that he
unconsciously compromises by [not working as hard
on his next drawing], [not drawing at all], or [not
letting himself feel proud about future drawings].
첫 번째 [ ]는 조건절이며, { }는 앞에 the reaction을 가리
키는 관계사가 생략된 관계절이다. 「so ~ that ...(너무 ~해서
…하다)」 구문이 쓰였으며, 세 개의 [ ]는 전치사 by에 병렬
로 연결된 동명사구이다.
어휘 및 어구

toddler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
caregiver 돌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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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uragement 좌절감

(C) “Amandla 학교가 녹색 객차를 타게 되어 기뻐, 그렇다고 생각
하지 않니!”라고 가방을 의자 밑에 놓으며 그녀가 말했다. “그들이

disturbing 충격적인

약간의 사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멋진 일이야!” 처음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compromise 타협하다

으로 Charlene은 이 아이들 중 많은 수가 살고 있는 낡은 아파트
와 자신과 자신의 팀 동료들이 살고 있는 안락한 집에 대해 생각했

hurt 아프다

다. 그녀는 즉시 응하지 않았지만, Stephanie가 큰소리로 노래하기

get used to ~에 익숙해지다

시작하자, “우리는 챔피언이고 우리는 승리할 거라네!”라고 열심히

repression 억제

노래를 따라 불렀다.

reaction 반응

embarrassed 당황한

문제 해설

12 소프트볼 토너먼트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Charlene과 동
료들이 기차역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 (A) 다음에, 상대

Word Search
| 정답 |

1. caregiver 2. disturbing 3. repression

Exercise 12~14

정답

12. ④ 13 ③ 14. ③

소 재

Charlene과 친구들의 기차 여행
해 석

(A) 기차역은 소란스러웠다! Charlene의 소프트볼 팀은 Cape
Town에서 열리는 토너먼트에서 경기를 할 예정이었고, 모든 팀원
들은 Port Elizabeth 지역 출신의 모든 팀들을 위해 특별히 전세를
낸 기차로 여행을 하려 하고 있었다. 모든 선수들이 자신들의 스포
츠 백을 들고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Charlene 팀의 코치인
Cohen 선생님은 소녀들에게 그들이 어떤 기차 객차에 타게 될지
알려 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Charlene은 자신이 편안한 녹색 일등
석 객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이 허락되기를 바랐다.
(D) 그 녹색 객차는 꽤 산뜻하고 화려한 반면, 다른 객차들은 더 낡
았다. Cohen 선생님은 소녀들이 들어가야 하는 객차의 이름과 번
호를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쳤으며 열차가 이미 역을 출발하고 있는 것처

적으로 더 산뜻하고 화려한 객차와 낡은 객차들 중 낡은 객
차에 타게 되어 Charlene이 실망을 하는 상황인 (D)가 이어
지고, 그 와중에 가장 친한 친구인 Stephanie를 만나 기분이
나아지는 상황인 (B)가 이어지고,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Amandla 학교의 아이들이 약간의 사치를 경험할 수 있는 좋
은 객차에 타게 되어 기쁘다는 Stephanie의 이야기에 힘차게
노래를 따라 부르는 Charlene의 모습을 묘사하는 (C)가 이어
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주어진 글 (A)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는 ④ ‘(D)－(B)－(C)’가 가장 적절하다.
13 (a), (b), (d), (e)는 모두 Charlene을 가리키고 (c)는
Stephanie를 가리키므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③이다.
14 (C)에서 Stephanie가 노래를 부르자 Charlene도 따라
불렀다고 했으므로, 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이다.
구조 분석

■ For the first time Charlene thought of [the run-down
	

potential 잠재력

apartments {where many of these kids lived}] and [the
comfortable homes she and her teammates lived in].
두 개의 [ ]가 and로 연결되어 전치사 of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 }는 the run-down apartments를 수식하는 관계
절이다.
어휘 및 어구

럼 열차를 향해 돌진했다. 그 소음 위로 Charlene은 자신의 이름을

in uproar 소란하여

들었다. “Charlene Rankin, 6호차, C객실.” 그녀는 불평하는 소리

platform 플랫폼, 승강장

를 냈다.

coach (스포츠 팀의) 코치, (기차의) 객차

(B) 그녀는 Cape Town까지 내내 자신의 바로 앞에 있는 초라
한 파란색 객차를 타고 가야 할 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물건을

grumble 투덜거리다

집어 들면서 투덜거렸고 자신의 손에 쿠키 상자를 건네는 어머니

compartment (객차 내의) 칸막이 객실

께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했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인

beam 활짝 웃다

Stephanie가 같은 객실에 있는 것을 보고 기뻤다. 팀 주장이기도
한 Stephanie는 기쁨으로 활짝 웃었다.

carriage 객차

scarcely 거의 ~하지 않다

luxury 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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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run-down 낡은
sing along 노래를 따라 부르다
heartily 열심히
fancy 화려한
yell 소리를 지르다
rush toward ~을 향해 돌진하다
pull out of ~ (역을) 출발하다[떠나다]
Word Search
| 정답 |

1. comfortable 2. grumble / groan 3. compartment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수능과 동일한 구성과 난이도,
OMR 카드 마킹 연습까지
선배들이 증명한 실전 훈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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고교.indd 9

088~159 수능특강2023(영어독해연습)정답(11~미니).indd 104

2021. 9. 7. 오후 3:36

2022-01-06 오후 6:19:39

수능특강 영어영역 영어독해연습

정답과 해설
Mini Test

088~159 수능특강2023(영어독해연습)정답(11~미니).indd 105

2022-01-06 오후 6:19:39

정답과 해설

Week 7

1②
7③
13 ④
19 ⑤
25 ⑤

1

Mini Test
2
8
14
20
26

③
⑤
②
③
④

3
9
15
21
27

②
⑤
②
④
③

본문 150~175쪽

4③
10 ④
16 ⑤
22 ④
28 ④

5
11
17
23

③
②
③
④

6
12
18
24

①

번째 [ ]는 and에 의해 연결된 절로 앞절의 내용을 추가적
으로 설명한다.
어휘 및 어구

⑤

the gifted 영재

④

rare 드문, 진기한

②

anonymous 익명의, 무명의
donor 기부자, 기증자
grant 보조금; 주다, 부여하다
raise 모금하다

1



| 정답 |

②

소 재

학교를 위한 기부금 요청
해 석

Newman 씨께
Ken-Rose 영재학교는 드물고 멋진 기회를 받았습니다. 한 익명의
기부자께서 우리가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1 대
2 매칭 보조금을 제안했습니다. 작년 우리의 위기 시에 귀하는 학교
의 아주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귀하의 후원을 받기를

donation 기부금
crisis 위기
turn to ~에게 의지하다
bring ~ out of the red ~을 적자에서 벗어나게 하다
broaden 넓히다
benefactor 후원자, 기부자, 은인
facility 시설
major 대대적인, 주요한
renovation 수리
maintenance 보수, 유지
make the most of ~을 최대한 활용하다

바라며 귀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귀하께서 후원하시
는 2달러마다, 기부자는 1달러를 기부할 것입니다. 귀하의 과거 후
원 덕분에, 우리 학교는 적자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부
자 기반을 크게 넓혔고, 더는 소수의 후원자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급여는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우
리의 시설은 대대적인 수리와 보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Jane Hobson 올림
문제 해설

‘We are turning to you now in hopes of getting your
support. Basically, for every $2 you give, the donor
will donate $1.’에서 편지를 쓴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기부금
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②이다.
구조 분석

2

	

하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 정답 |

③

소 재

기대했던 비행기의 비상(飛上)
해 석

나는 반듯이 누워서, 얼굴은 위로, 머리는 보안 담장을 향한 채, 첫
비행기가 위로 날아가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풀밭은 마치 아무도 전
에 거기에 누워 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매우 부드러웠다. 벌들이 화
밀(花蜜)을 향해 지그재그로 날아갈 때, 산들바람이 상쾌했고 내 코
를 간지럽혔다. 나는 손을 머리 뒤로 넣어 베개처럼 베고서 기대에
차서 다리를 꼼지락거렸다. 그때 나는 그것, 즉 내 밑의 땅이 엄청
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곤충들이 푸른 풀잎들 사이로 자신들
이 숨어 있던 장소에서 날아올랐다. 그 힘으로 인해 내 몸이 이전과

be done] — [the salaries of our teachers remain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e national average] and
[our facilities are in need of major renovation and
maintenance].
첫 번째 [ ]는 much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와 세

는 매우 다르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의 비교 대상인 곤충처럼 그

	

■ However, there is still much [that remains to

  

106

자리를 피해 도망치는 대신 나는 기대감에 풀잎을 움켜쥐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유체 이탈을 경험했다. 나는 거대한 헤라클레스가 내
위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내 몸 위로 100피트도 안 되는
것처럼 보였다. 오, 세상에! 허리케인 같은 돌풍과 함께 그것은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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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정답 |

	

로 치솟았다. 입을 크게 떡 벌린 채 나는 방금 목격한 광경에 말문이
막혔다.

②

소 재

문제 해설

풀밭에 누워 비행기가 날아오르기를 기대하면서(in anticipation)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대한 헤라클레스(비행기)가 돌풍과 함께
하늘로 치솟는 것을 목격하고 놀라서 입을 벌리고 말문이 막
혔던 ‘I’의 경험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I’의 심경 변화로는
③ ‘기대에 찬 → 놀란’이 가장 적절하다.
① 즐거운 → 우울한
② 만족한 → 짜증이 난
④ 겁먹은 → 안도하는
⑤ 호기심 어린 → 실망한
구조 분석

최적의 연예 상품 정보 제공
해 석

기능 수행 대신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는 쾌락적 특성은 연예 상품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어떤 상품에 대한 추
가 정보의 한계효용은 소비자들이 실용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애쓸
때 거의 항상 플러스인 반면, 연예 상품의 경우에는 새로운 지식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새로운 스릴러
소설의 광고에서 살인자의 정체가 드러나게 할 때, 소비자의 흥분이
올라가는 대신 ‘떨어질’ 수 있다. 관리자들은 너무 많은 정보가 즐거
움을 방해할 수 있고, 그래서 최적의 정보 제공량을 결정하는 것이

beneath me].
[ ]는 it과 동격을 이루는 표현으로 it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러 사전 출시 ‘버즈 마케팅’은 소비자와 소비자 사이의 흥미를 자극

다.
■ [With my mouth gaping wide open], I was speechless

면서, 새로운 연예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를 형성하는 데 아주

	

	

연예 상품의 성공에 결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아울

at the sight [I had just witnessed].
첫 번째 [ ]에는 주어의 부수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with +
명사구+분사구」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두 번째 [ ]는 the
sight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lie on one’s back 반듯이 눕다
security 보안, 경비, 안보
anxiously 애타게, 걱정스럽게

큰 역할을 한다.
문제 해설

일반 상품과는 달리 연예 상품의 경우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이 소비자의 흥분이나 기대감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최
적의 정보량을 결정하는 것이 상품의 성공에 결정적이라는 것
이 글의 핵심이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구조 분석

■ Managers have to understand [that too much
	

breeze 산들바람, 미풍

하기 위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미세 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

Mini Test

■ Then I felt it, [the massive tremble of the ground

information can hamper pleasure, {so that

crisp 상쾌한, 바삭바삭한

<determining the optimal amount of information
provision > can be crucial for an entertainment

tickle 간지럽히다
nectar 화밀(花蜜)
wiggle 꼼지락거리다
anticipation 기대, 예상
pillow 베개
massive 엄청나게 큰, 거대한
tremble 흔들림, 진동; 흔들리다, 떨리다

product’s success}].
[ ]는 understand의 목적어인 명사절이고, { }는 「so that
~」 구문으로 ‘그래서 ~하다’라는 결과의 의미를 표현한다.
{ } 안에서 동명사구인 < >가 주어이다.
어휘 및 어구

character 특성, 개성, 성격

flee 도망치다, 피하다

functional performance 기능 수행

counterpart 상응하는 것[사람], 대응물

implication 의미, 영향, 함축

grab 움켜쥐다

marginal utility 한계효용

soar 치솟다, 급증하다

positive 플러스의, 긍정적인

gust 돌풍, 격정, 분노

strive for ~을 얻으려고 애쓰다

gape 입을 떡 벌리다

utilitarian 실용적인

witness 목격하다; 목격자

reveal 드러내다, 밝히다

       

blade 풀잎, (칼, 도구 등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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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murderer 살인자

는 것이므로,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비유전적 요소들이 세대에 걸쳐 생물학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① 확장된 유전 이론에 엄청난 결점이 있다는 제안
② 개별적인 유기체의 진화에는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생각
④ 유전자가 여전히 후손의 특징에 대한 결정 요인이라는 현상
⑤ 유전자의 화학적 구조는 척박한 환경에서조차 변하지 않을
가능성

determine 결정하다
optimal 최적의
provision 제공, 공급, 지급
crucial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pre-release 사전 출시(의)
buzz 버즈 마케팅, (벌 등의) 윙윙거림
huge 아주 큰, 막대한
fine-tune 미세 조정을 하다
stimulate 자극하다

구조 분석

■ The narrow concept of heredity [that has prevailed
	

Tips


•m
 arginal utility(한계효용): 효용이란 사람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함
으로써 얻는 만족이다. 한계효용은 한 재화나 서비스를 한 단위 더 소비함으로
써 얻는 추가적 만족을 뜻한다.


•b
 uzz marketing(버즈 마케팅):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여 스스로 입소문을 내게 하는 마케팅 기법

4

	

| 정답 |

③

소 재

확장된 유전 개념
해 석

since the early decades of the twentieth century]
has resulted in [the exclusion from the realm
of possibility of some very real and important
biological phenomena], such as the possibility [that
an individual’s experiences during its lifetime can
have predictable consequences for the features of its
descendants].
첫 번째 [ ]는 The narrow concept of heredity를 수식하
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 ]는 술어 동사 has resulted in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구이며, 세 번째 [ ]는 the possibility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절이다.
어휘 및 어구

encompass 아우르다, 포함하다, 품다
emerge 등장하다, 나타나다

유전적 과정과 비유전적 과정을 모두 아우르는 유전 개념이 이미 등

be referred to as ~이라 불리다

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종래의 유전자 중심의 관점과 차별화하기 위

differentiate 구별하다

해 ‘확장된 유전’이라고 불릴 수 있다. 20세기 초반 몇십 년부터 만
연해 온 좁은 범위의 유전 개념은 개체의 평생 동안의 경험이 그것

conventional 종래의, 관습적인, 전통적인
prevail 만연하다, 유행하다, 우세하다

의 후손이 갖는 특징에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과

exclusion 배제

같은, 몇몇 매우 실제적이고 중요한 생물학적 현상을 가능성의 영역

realm 영역

으로부터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한 영향은 오랫동안 ‘화학

have consequences for ~에 영향을 미치다

적 불가능성’과 분자생물학의 ‘중심적인 정설’에 대한 위배로 일축되

feature 특징

었다. 그러나, 현재 과학 문헌에서 매우 다양한 그러한 현상들이 보

descendant 후손

고되어 왔다. 이러한 측면의 유전은 수십 년 동안 생물학과 의학계

dismiss 일축하다, 무시하다

의 사각지대였지만, 마침내 방에 있는 코끼리(모두 알지만 말하지 않

violation 위반, 침해

고 있는 문제)가 눈에 띄기 시작하고 있다.

molecular biology 분자생물학

문제 해설

종래의 유전 개념과 달리 ‘확장된 유전’이라는 개념은 유전적
과정과 비유전적 과정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개체의 평생 동안
의 경험이 후손이 갖는 특징에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측면의 유전이 생물
학이나 의학계의 사각지대였다가 마침내 눈에 띄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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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 문헌, 논문, 문학
blind spot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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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 재

환경과 인권의 관계
해 석

환경과 인권의 향유 사이에는, 환경과 인권 모두에 대한 통합적 접
근을 정당화하는 부인할 수 없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악화되는
환경은 인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명,
건강, 일, 교육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연간 2백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십억 건의 질병이 오염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환경
의 질적 저하와 생태계 감소의 부정적 영향은 물 부족, 어장 고갈, 삼
림 벌채와 안전하지 못한 관리에 기인한 자연재해, 그리고 유독하고
위험한 폐기물과 제품의 처분과, 이에 덧붙여 기상 이변 및 말라리
아와 다른 매개 감염병의 증가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더욱이 경제
활동으로 인한 환경의 질적 저하는 민족 정체성, 사회적 불평등, 차
침해를 동반한다.
문제 해설

환경과 인권의 향유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악화되
는 환경이 특히 인간의 생명, 건강, 일, 교육에 대한 권리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경제 활동으로 인한 환경의 질적 저
하가 자주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의 침해와 동반된다는 것 등을
종합해 볼 때 글의 요지로는 ③이 가장 적절하다.
구조 분석

어휘 및 어구

undeniable 부인[부정]할 수 없는
linkage 연관, 결합, 연합
warrant 정당화하다, 보증하다
integrated 통합된
deteriorate 악화하다, 저하시키다
impact 영향을 미치다
among others 무엇보다도
be attributed to ~에 기인하다
pollution 오염
degradation 질적 저하, 타락
decline 감소
fishery 어장, 어업
depletion 고갈

Mini Test

별의 문제와 교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주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의

은 environmental degradation caused by economic
activities를 가리킨다.

deforestation 삼림 벌채
disposal 처분, 처리
toxic 유독한
extreme weather event 기상 이변
be accompanied by ~을 동반하다
violation 침해, 위반
intersect with ~과 교차하다
ethnic identity 민족 정체성
discrimination 차별

	

■ The negative effects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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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cosystems decline can be measured through
[water shortage, fisheries depletion, natural disasters
{due to deforestation and unsafe management}, and
disposal of toxic and dangerous wastes and products],
as well as [increases in extreme weather events
and in the spread of malaria and other vector-borne
diseases].
두 개의 [ ]는 전치사 through의 목적어로 as well as로 연
결되었다. { }는 natural disasters를 수식하는 어구이다.
■ Moreover, environmental degradation [caused
by economic activities] is often accompanied by
violations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as it may
intersect with issues of ethnic identity, social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첫 번째 [ ] 는 주어의 핵심어인 e nv i r o n m e n t a l
degradation을 수식하는 분사구이고, 두 번째 [ ]는 as가
이끄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두 번째 [ ] 안의 it

소 재

동물의 존재가 의료에 미치는 영향
해 석

사회적 선망[바람직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낯선 사람들 사이의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 작용을 증가시키는 동물의 능력에 대한 연구
는 한결같이 긍정적이었다. 환자와 치료사 사이의 친화감 형성을 앞
당기고, 게다가 둘 사이의 의미 있는 상호 작용도 촉진하는 동물의
힘을 증명하는 많은 일화적 진술과 함께 고려될 때, 이러한 연구 결
과는 중요한 의료적 함의를 갖는다. 만약 동물의 존재가 치료사를
더 행복하게, 더 친근하게, 덜 위협적으로, 그리고 더 느긋해 보이게
할 수 있다면, 일부 환자들이 더 많은 편안함을 더 빨리 느낄 것이라
고 믿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의료 제공자에 대한 환자의 인식을 향
상하는 것 외에도, 동물의 존재는 집중할 수 있는 상냥하고 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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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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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 주제를 제공하며, 이는 작업 동맹의 발전을 더욱 앞당기고
향상시킬 수도 있다.

구조 분석

③

소 재

문제 해설

동물의 존재가 환자와 치료사 사이의 친화감 형성을 앞당기고
둘 사이의 의미 있는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글의 주제로는 ① ‘의료에서 동물의 도움을 받는 개
입[치료]의 이점’이 가장 적절하다.
② 의학 실험에서 동물 사용을 위한 지침
③ 환자의 치료를 위해 적합한 동물들의 특성
④ 반려동물 주인들 사이의 친밀한 상호 작용
⑤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의 의료적 고려 사항

| 정답 |

사건의 지각 방식에 따른 스트레스 반응
해 석

뇌의 지각적 그리고 인지적 기능은 여러분이 사건을 어떻게 지각하
는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어느 수련의가 한 환자의 통증을 효과
적으로 관리해 오지 못하여 여러분이 그와의 상호 작용이 약간 어렵
다고 가정하자. 이 수련의가 인사도 없이 지나친 후, 그 환자의 주치
의가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을 보고자 요청한다. 이 사건을 해석
하는 방식이 예기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예
를 들어, 그 요청이 그 주치의가 여러분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두려움이나 분노의 반응을 표출하

of anecdotal statements {attesting to the power of
animals <to hasten the building of rapport between
patient and therapist >, as well as <to facilitate
meaningful interaction between the two >}], these
findings have important healthcare implications.
[ ]는 ‘고려될 때’를 뜻하는 When considered로 시작되
는 분사구문이며, { }는 the large numbers of anecdotal
statements를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두 개의 < >는 the
power of animals를 수식하는 to부정사구로 as well as에

기 쉽다. 반면에, 이 사건의 의미를 그 주치의가 틀림없이 회의를 위

	

■ [When considered alongside the large numbers

의해 병렬 구조로 연결되었다.
어휘 및 어구

alter 바꾸다, 변경하다, 개조하다
perception 인식, 지각
desirability 선망, 바람직성, 호감도
uniformly 한결같이
anecdotal 일화적인
statement 진술, 성명

스터(연구의 결과를 한 장으로 요약한 것)에 관하여 의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건이든 그에 대한 반응의 선택은 여러분이 무엇을
지각하고 어떻게 여러분의 지각을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문제 해설

사건을 지각하는 방식, 즉 여러분이 사건에서 무엇을 지각하고
어떻게 지각된 바를 해석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의 발생 여부
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③ ‘상황에 대한 관점: 스트레스 반응 결정 요
인’이다.
① 뇌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
② 스트레스가 생기기 전에 그것에 대비해 봐야 소용없다
④ 위험 또는 기회: 스트레스의 양날의 검
⑤ 지각: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는 방식
구조 분석

■ If, on the other hand, you take these events to mean
	

hasten 앞당기다, 재촉하다

한 막바지 준비에 몰두하고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이 함께 발표할 포

rapport 친화감
therapist 치료사
facilitate 촉진하다, 조장하다
implication 함의, 영향
reasonable 타당한, 합리적인
enhance 향상하다, 강화하다, 높이다
working alliance 작업 동맹
Tips

[that the attending physician {must be preoccupied
with last-minute preparations for a conference}
and {actually wants to discuss the poster you are
presenting together}], you will not experience stress.
[ ]는 mean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그 안에 있
는 두 개의 { }는 and로 연결되어 the attending physician
의 술부 역할을 한다.
어휘 및 어구

working alliance(작업 동맹):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내담자 문

perceptual 지각의

제의 해결이나 증상의 개선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현실적으로 협력하고 함

cognitive 인지의

께 작업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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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 physician 수련의

두 개의 that은 모두 the share를 대신한다.

attending physician 주치의

어휘 및 어구

interpret 해석하다

payment 결제

anticipatory 예기된, 예측의

share 점유율

displeased 불만을 가진

contrast with ~과 대비되다

trigger (감정이나 반응을) 표출하다, 유발하다

sharply 극명하게

be preoccupied with ~에 몰두하다

account for ~을 차지하다

last-minute 막바지의, 최후의

comprise 차지하다, 구성하다

conference 회의

Tips
e-wallet(전자 지갑): 근거리 무선 통신 시스템(NFC)을 휴대전화에 탑재하고
가맹점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비접촉 방식으로 실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
는 모바일 전자 지불 시스템의 한 종류로 digital wallet이라고 한다. 또한, 신용

	

8

결제 외에도 멤버십, 포인트, 쿠폰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
| 정답 |

다.

⑤

소 재

위 그래프는 2017년에 4개국, 즉 일본, 싱가포르, 홍콩, 중국에 걸
쳐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POS)에서의 결제 방식 점유율 값을
보여 준다. 일본에서 POS 지출의 67%는 현금으로였고, 이는 홍콩
의 14%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싱가포르에서 두 가지 비현금 결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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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⑤

소 재

퀸스
해 석

(즉, 전자 지갑과 카드)를 합친 점유율이 현금 결제의 점유율보다 더
높았던 반면에, 현금 결제의 점유율은 전자 지갑 결제의 점유율보

퀸스[마르멜로]는 사과와 레몬을 교배한 작물처럼 생기고 달콤한 향

다 10배 더 높았다. 홍콩에서는 카드 결제의 점유율이 POS 지출의

이 강한 과일이다. 단단하고 신맛이 나는 이 울퉁불퉁한 노란색 과

82%를 차지했는데, 이는 홍콩을 4개국 중 카드 결제에서 선두에 서
게 했다. 카드 지출보다 POS에서의 전자 지갑 지출이 더 낮은 비율

일은, 여전히 야생 형태로 Caucasus 산맥에서 자라는데, 대개 요
리하여 달게 해서 먹었다. 사과보다 Levant와 동남 유럽에 더 일

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 어떤 다른 국가들보다 전자 지갑 결제

찍, 즉 기원전 첫 천년기에 당도한 퀸스는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 식

의 점유율이 더 높았는데, 이는 중국의 POS 지출의 36%를 차지했

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로마인은 그것을 꿀에 보존했고,

다. 홍콩과 중국 양쪽 모두에서, 비현금 결제 방식이 전체 POS 지출

적절하게도 melimelum(꿀 사과)이라고 불렀다. 이 단어는 영어 단

제의 점유율이 더 높았다.
문제 해설

홍콩의 경우만 비현금 결제 방식이 전체 POS 지출에서 4/5가
넘게 차지했으므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
다.
구조 분석
	

■ In Singapore, the combined share of the two non-

cash payments (i.e., e-wallet and card) was larger
than that of cash payments, while the share of cash
payments was 10 times greater than that of e-wallet
payments.

어 ‘marmalade’가 유래한 포르투갈어 marmelada의 기원이다.
페르시아인과 아랍인은 자주 고기와 퀸스를, 예를 들어 스튜에 한데
넣었고, 꿀로 퀸스 절임을 만들었다. 중세 유럽에서 퀸스는 요리의
속을 채우는 재료, 소스, 퀸스 사탕절임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차
갑고 건조한 성질로 분류되는 퀸스는 식욕을 자극하고 소화를 돕는
것으로 의사들에 의해 칭송받았다.
문제 해설

식욕을 자극하고 소화를 돕는 것으로 의사들에 의해 칭송받았
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구조 분석

■ [Still growing in the Caucasus in its wild form], this
	

에서 4/5가 넘게 차지했는데, 전자 지갑 결제의 점유율보다 카드 결

lumpy, yellow fruit [that is hard and sour] was us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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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어구



■더 나은 가습: 이 가습기는 기울어진 노즐이 특징인데, 이는 시원
한 미스트를 더 넓은 범위로 퍼지게 합니다. 누수 방지 설계가 물
이 사고로 새어 나올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휴대성: 400mL로 손바닥 크기의 가습기는 어느 탁자에나 쉽게
들어맞습니다.


eaten cooked and sweetened.
첫 번째 [ ]는 this lumpy, yellow fruit that is hard and
sour를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분사구문이다. 두 번째 [ ]
는 this lumpy, yellow fruit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사용 용이성: 한 개의 버튼으로 전원과 분사 방식을 제어합니다.


cross 잡종, 이종 교배, 십자가

지속 분사 방식을 위해서는 버튼을 한 번 누르고 간헐 분사 방식

sour 신맛이 나는, 시큼한

을 위해서는 두 번 누르십시오. 가습기를 끄려면 버튼을 3초간 누

namely 즉

르십시오.

mythology 신화

■팁


preserve 보존하다; 절임

1. 사용 전에 면 심지를 완전히 적시십시오.
2. 가장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광천수, 끓인 후 식힌 물, 또는 깨끗

appropriately 적절하게



root 기원, 뿌리

한 수돗물을 사용하십시오.

derive 유래를 찾다, 이끌어 내다

문제 해설

frequently 자주
stew 스튜(재료를 한데 섞어 소스 팬에 넣고 장시간 푹 끓여 만드는 국
물 있는 서양식 요리)

stuffing 속을 채우는 재료, 소(만두 등을 만들 때, 맛을 내기 위해 익히기
전에 속에 넣는 여러 가지 재료)

한 개의 버튼으로 전원과 분사 방식을 제어한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구조 분석
	

■ This humidifier features a tilted nozzle, [which

sweetmeat 사탕절임(과일이나 야채 등을 설탕물에 절인 식품)

spreads cool mist to a wider range].
[ ]는 a tilted nozzle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관계절이다.

praise 칭송하다
stimulate 자극하다

어휘 및 어구

appetite 식욕
aid 돕다

portable 휴대용의

digestion 소화

humidifier 가습기
whisper quiet 저소음의, 속삭임처럼 조용한
disturb 방해하다
up to 최대 ~까지
feature ~이 특징이다
tilted 기울어진
nozzle 노즐
mist 미스트, 분무

10

	

| 정답 |

④

leakproof 누수 방지의
spill 새어 나옴, 유출; 새다

소 재

fit 들어맞다

휴대용 가습기

soak 적시다
boiled 끓인

해 석

휴대용 가습기

tap water 수돗물



■15dB의 저소음 작동: 15dB의 저소음 작동으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또는 잠을 자는 동안 여러분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
니다.


■장시간의 작동 및 자동 꺼짐: 물을 가득 채우면, 가습기는 지속 분
사 방식에서는 최대 10시간까지, 간헐 분사 방식에서는 최대 15
시간까지 작동하고, 물이 비면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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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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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 재

⑤

소 재

책가방 및 학용품 운동

생명 윤리학자의 윤리적 문제 해결 방법론

해 석

해 석

책가방 및 학용품 운동
저희는 책가방과 학용품이 필요한 지역 어린이들이 새 학년을 시작
하는 것을 돕기 위한 운동을 통합하여 조정합니다. 각 어린이는 학
용품으로 채워진 책가방을 받습니다. 모든 책가방과 학용품은 지역
사회에 의해 아낌없이 기부됩니다. 저희는 개학한 기간에 어린이들
에게 봉사하고, 개학 첫날에 맞춰 물품을 나누어 줍니다.

생명 윤리학자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각기 다른
방법론을 사용한다. 이 방법론들은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각기 다른 철학 학파와 연결되어 있다. 그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
는 것은 ‘도덕적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규범적 틀
을 제공하려는’ 목표이다. 일반적으로 윤리적 방법론은 두 가지 모형
으로 나눌 수 있다. 연역적 방법론의 접근방식은 윤리학의 특정 이
론에서 윤리적 원칙을 추출하고, 그러고 나서 당면한 문제에 적용되
도록 그 원칙에서 윤리적 규칙을 추론한다. 귀납적 방법론의 접근방

누구나 자신의 지역 사회에서 이 운동을 주최할 수 있습니다. 이웃,

식은 미리 형성된 윤리적 원칙과 함께 작동하지 않는다. 그 접근방

친구, 가족, 또는 동료로부터 물품을 모으십시오. 금전 기부를 하면

식은 경험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당면한

저희는 그것을 학용품 운동에 입금하겠습니다.

문제의 현실에 대한 경험과 관찰을 이용한다. 연역적 접근방식은 옳

기부 물품을 가져오시는 시간과 장소

고 그른 것에 대해 너무 경직되고 임상실습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가져다 두는 시간: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비판받는 반면, 귀납적 접근방식은 단일 경험에 너무 집중하여 때때

사무실: 1 Davis Drive, Salisbury, CA 55990

로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고 비판받는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그 구

 모든 물품은 꼭 새것이어야 합니다.

분이 아무리 엄격해 보일지라도 대부분의 생명 윤리학자는 한 가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630-101-1004

Mini Test

어린이를 돕기 위해 수집 운동을 주최하거나 기부하세요!

접근방식을 엄격하게 따르지는 않는다.
문제 해설

문제 해설

누구나 자신의 지역 사회에서 책가방 및 학용품 운동을 주최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②이다.
구조 분석
	

■ We [serve the children during the back-to-school

season] and [distribute the goods in time for the first
day of school].
두 개의 [ ]는 and로 연결되어 주어 We의 술부 역할을 한다.
어휘 및 어구

school supply 학용품
drive (수집·모금) 운동
coordinate 통합하여 조정하다
in need of ~이 필요한
generously 아낌없이, 후하게
donate 기부하다
distribute 나누어 주다

⑤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 however 다음에 동사 appear가
있으므로, 보어 역할을 하도록 부사 strictly를 형용사 strict로
고쳐야 한다.
① What they have in common은 What이 이끄는 관계절로
주어 역할을 하고 주격 보어가 단수형 명사 the aim이므로, 단
수형 동사 is는 어법상 적절하다.
② ethical principles를 수식하는 관계절에서 which 다음
에 완전한 절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전치사+관계사」의 구조인
from which가 관계절을 이끄는 것은 어법상 적절하다.
③ They use ~ at hand가 완전한 절이므로 develop은 준동
사의 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하기 위하여’라는 목적
의 의미를 가지는 to부정사는 어법상 적절하다.
④ they ~ picture가 완전한 절인 가운데, so와 호응하는 접속
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너무[매우] ~해서 (그 결과) …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so ~ that ...」의 형태가 되어야 하므로, 접속
사 that은 어법상 적절하다.
구조 분석

monetary 금전의

■ Whereas deductive approaches are criticized for
	

credit 입금하다
drop-off 가져다 두기
      

brand new (완전한) 새것의

[being {too rigid regarding what is right and wrong}
and {too remote from clinical practice}], indu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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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approaches are criticized for [being so focused on
single experiences that they, at times, lose sight of the
‘big picture’].
두 개의 [ ]는 각각 그 앞에 나온 전치사 for의 목적어 역할
을 하는 동명사구이다. 첫 번째 [ ] 안에 있는 두 개의 { }
는 and로 연결되는 병렬 구조로 being에 이어진다.

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한 실험에서 그들은 굶주린 거미의 눈을 가려
서 일시적으로 앞이 안 보이게 만들었다. 이러한 불능 상태에도 불
구하고 그 거미는 이십 센티미터까지 떨어진 공중에 떠 있는 먹잇감
동물을 탐지하여 몇 센티미터를 뛰어올라 그것을 포획할 수 있었다.
그에 반해서 거미줄을 기반으로 하는 거미들은 겨우 일 센티미터 떨
어진 먹잇감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 물론 이런 두 거미 종류 간의
유사점(→ 차이점)은 별로 놀랍지 않은데, 거미줄을 기반으로 하는

어휘 및 어구

거미들은 거미줄에 의존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먹잇감을 탐지할 필

bioethicist 생명 윤리학자

요가 없다. 반면에 이동하는 사냥꾼에게 장거리 먹잇감 탐지의 이점

methodology 방법론

은 명백하다.

be linked to ~과 연결되다

문제 해설

school of thought 학파

거미줄의 도움 없이 공중으로 뛰어올라 먹잇감을 포획하는 거
미 종류는 비교적 멀리 떨어진 먹잇감의 위치를 탐지할 수 있
는 반면에, 거미줄을 기반으로 하는 거미 종류는 먹잇감을 탐
지할 수 있는 거리가 매우 짧으므로 두 거미 종류 간의 차
이가 있다는 내용이 되어야 문맥상 적절하다. 따라서 ④의
similarity(유사점)를 difference(차이점)와 같은 어휘로 바꾸
어야 한다.

have ~ in common ~을 공통으로 가지다
aim 목표
adequate 적절한
normative 규범적인
framework 틀
principle 원칙
apply 적용하다
at hand 당면한

구조 분석

■ [Although the majority of the invertebrates {that it

rigid 경직된, 엄격한

captures in the wild} are those {that walk}], it is also
able to capture flying insects.
[ ]는 Although가 이끄는 양보의 부사절이다. 그 안에 있는
첫 번째 { }는 the invertebrat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두 번째 { }는 thos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Despite this incapacity, the spider was able [to detect
airborne prey animals up to 20 centimeters away] and
[to capture them with a leap of several centimeters].
and로 연결된 두 개의 [ ]는 able에 이어지며 병렬 구조를

	

preconceived 미리 형성된, 선입견의
regarding ~에 대해[관해]
remote 동떨어진
clinical practice 임상실습
lose sight of ~을 보지 못하다

	

division 구분, 구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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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 재

거미 Cupiennius salei의 사냥법
해 석

어휘 및 어구

wandering spider 떠돌이 거미
capture 포획하다, 포착하다
aid 도움
spectacular 화려한, 장관의

떠돌이 거미 Cupiennius salei 는 거미줄의 도움 없이 먹잇감을
포획한다. 비록 이 거미가 야생에서 포획하는 무척추동물의 대부분

precise 정확한

이 걸어 다니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날아다니는 곤충도 포획할

assume 당연한 일로 생각하다, 추정하다

수 있다. 그것은 화려하고 매우 정확하게 공중으로 뛰어올라 이것

visual cue 시각적 단서

[포획]을 한다. 거미들이 여덟 개의 잘 발달한 눈을 가지고 있다는 점

carry out ~을 수행하다[실행하다]

을 고려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들이 이러한 놀라운 재주를 수행하

demonstrate 보여 주다, 입증하다

기 위해 시각적 단서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temporarily 일시적으로, 임시로

Freidrich Barth와 그의 동료들은 이것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blind 앞이 안 보이게 만들다, 눈이 멀게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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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apacity 불능 상태, 무능

and Chinese produced vast bodies of sophisticated
knowledge, {ranging over mathematics, medicine,
astronomy, natural philosophy and technology}].
「It is known that ~」은 ‘~이라고 알려져 있다’의 의미로 명
사절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know가 수동태로 사용되었
으며,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 }는 vast bodies of sophisticated knowledge를 추가

detect 탐지하다, 발견하다
airborne 공중에 떠 있는, 공기로 운반되는
locate 위치를 찾아내다
mere 겨우 ~의, 단지 ~만의
mobile 이동하는
obvious 명백한, 분명한

	

적으로 설명하는 분사구문이다.
■ Indeed, much of this knowledge was appropriated

	

14

| 정답 |

②

소 재

고대 과학의 자율성 제한

and reworked by the Muslim and Christian scholars
[who are normally credited with having initiated the
scientific project in the Middle Ages].
[ ]는 the Muslim and Christian scholars를 수식하는 관
계절이다. 그 안에 있는 having initiated는 관계절의 술어
동사인 are보다 시제상 앞서 일어난 일이므로 동명사의 완료
형 「having +과거분사」를 사용했다.

고대 그리스인, 인도인 그리고 중국인이 수학, 의학, 천문학, 자연 철

Mini Test

해 석
어휘 및 어구

학 그리고 과학 기술을 아우르는 방대한 양의 고도로 발달한 지식을

vast 방대한, 막대한

만들어 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실로 이 지식의 많은 부분은 중

body 많은 양[모음]

세 시대에 과학 활동을 시작한 공이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여겨지

sophisticated 고도로 발달한, 세련된

는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학자에 의해 전용되고 재가공되

range over ~을 아우르다[다루다]

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고대의 현자들도 ‘과학자’라고 부르면

astronomy 천문학

안 되는 걸까? 간단하지만 일반적으로 적절한 대답은 그들이 속했

natural philosophy 자연 철학

던 사회들이 과학자에게 특정한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appropriate 전용하다; 적당한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과학으로 인정하는 것은 영원히 추구될 수도

rework 재가공하다, 고치다

있는 목적은 고사하고 그 자체의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항상 다른 것

credit ~ with ... …을 ~의 공으로 여기다

을 위해 행해졌다. 그 ‘다른 것’은 여가 혹은 국정 운영 기술일 수도

initiate 시작하다, 착수하다

있는데, 각각은 나름의 방식으로 과학이, 비록 여전히 상당한 창의성

the Middle Ages 중세

과 혁신 그리고 통치하는 왕조에 따라 때로는 오래 지속됨까지도 허

antique 고대의, 골동품인; 골동품

용하기도 했으나, 자율성은 절대 허용하지 않았던 체제인 고정된 체

applicable 적절한, 적용할 수 있는

제 내에서 작동하도록 강요한다.

assign 부여하다, 할당하다

고대 사회에서는 과학자들에게 특정한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
지 않았고 과학은 항상 여가, 국정 운영 기술과 같은 다른 목적
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고정된 체제 내에서 작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② ‘자율성’이 가장 적절하다.
① 지속성
③ 협동
④ 정교화
⑤ 대중화
구조 분석
	

■ It is well known [that the ancient Greeks, Indians

in service of ~을 위한
end 목적
let alone ~은 고사하고, ~은 말할 것도 없고
pursue 추구하다
leisure 여가
statecraft 국정 운영 기술, 정치적 수완
rigid 고정된, 융통성 없는
framework 체제, 체계
allow for ~을 허용하다
considerable 상당한, 많은
dynasty 왕조, 지배층
longevity 오래 지속됨, 장수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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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②

소 재

사이버콘드리아(cyberchondria)
해 석

인터넷에서 건강 정보를 찾아낼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정
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손쉬운 방법과 가벼운 검색을 이
용한다. 이것은 Klawitter와 Hargittai에 의해 시행된 연구 결과인
데, 그들은 온라인에서 건강 정보를 찾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미국
성인 집단을 인터뷰했다. 이렇게 비체계적으로 건강 정보를 찾아내

conduct 시행하다
diverse 다양한
be blamed for ~ 때문에 비난받다
access 접근하다
symptom 증상
extensive 광범위한
make sense of ~을 이해하다
erroneously 잘못되게
diagnose 진단하다
specific 특정한

는 것은 ‘사이버콘드리아’라고 불리는 질환 때문에 흔히 비난받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실제로 심각한 병에 걸리지 않은 때
도 그렇다고 믿는 것이다. 건강 뉴스와 정보에 관한 많은 디지털 자
료가 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이 모든 정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할 수 있어서,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심각하게 아프다고 잘못 진단
한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의사에게 가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하고
특정한 치료와 약을 요구한다. 대부분의 경우 그 자가 진단은 틀린

16

	

광범위한 의학 훈련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증상 목록에 쉽게 접근

| 정답 |

⑤

소 재

창의적 반응을 유도하는 방해

것이다.
문제 해설

빈칸이 포함된 문장은 사이버콘드리아(cyberchondria)의 개
념적 설명을 하고 있으며, 뒤에 건강에 관한 많은 디지털 자료
에 쉽게 접근이 가능해서 사람들이 흔히 스스로를 아프다고 잘
못 진단한다고 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② ‘자신들이 실제로 심각한 병에 걸리지 않은 때도 그렇
다고’가 가장 적절하다.
① 자신들의 건강 정보가 해킹될 리 없다고
③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많은 질병을 예방하도록 돕는다고
④ 자신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고
⑤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의학 정보가 매우 신뢰할 수 없
다고
구조 분석
	

■ When people search out healt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they typically [use short-cuts and superficial
searches] rather than [engage in systematic
processing of online information].
두 개의 [ ]는 rather than에 의해 비교되고 있는 술부이다.
어휘 및 어구

short-cut 손쉬운 방법
superficial 가벼운
engage in ~을 하다, ~에 종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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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심리학자들은 창의적이기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성가신 장애물, 집
중을 방해하는 것, 혹은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인에 대한
몇 가지 실험실 연구를 했다. 한 연구에서, Charlan Nemeth와
Julianne Kwan은 짝지은 사람들에게 파란색과 녹색을 띤 슬라이
드를 보여 주고, 그것들이 파란색인지 혹은 초록색인지 큰 소리로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실험자들은 속이기 위한 수단이 있었
는데, 각 쌍의 구성원 한 명은 사실 연구원들의 공모자였으며, 그들
은 슬라이드가 분명히 파란색이었을 때 가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인
‘초록색’을 외치곤 했다. 완전히 혼란스러워지고 나서, 실험 대상자
들은 그다음에 하늘, 바다, 눈과 같은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과 관
련이 있는 단어들을 자유롭게 연상하도록 요청받았다. 혼란을 주는
많은 신호를 받은 사람들은 재즈, 불꽃, 슬픈, 피카소와 같은 보다 독
창적인 단어 연상을 만들어 냈다. 창의적 반응을 여는 미리 짜인 그
계획이 주는 완전한 방해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
문제 해설

연구의 공모자들이 보인 반응으로 완전히 혼란스러워진 상황
에서, 제시된 색과 관련된 단어를 자유롭게 연상하라는 요청에
보다 독창적인 단어를 떠올렸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빈
칸에는 ⑤ ‘완전한 방해’가 가장 적절하다.
① 색 구별
② 분명한 예측 가능성
③ 불분명한 지시
④ 과도한 평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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슛 두어 개에 막 성공한 후에 슛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하는 것

구조 분석
	

■ Psychologists have conducted several laboratory

studies of ordinary people [struggling with messy
disruptions, distractions or constraints in situations
{that ask them to be creative}].
[ ]는 ordinary people을 수식하는 분사구이며, { }는
situation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disruption 장애물, 방해물
distraction 집중을 방해하는 것
constraint 제약
thoroughly 완전히
subject 실험 대상자
free-associate 자유롭게 연상하다

이다. 여론 조사에 참여한 100명의 농구팬 중 91명은 이 말을 믿는
데, 즉 그들은 성공이 성공을 낳는다고 믿는다.
문제 해설

뜨거운 손 현상에 대해 스포츠 참가자는 내면의, 느껴지는 경
험을 언급하며, 직전의 슛 두어 개에 막 성공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그다음 슛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느낀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성공이 성공을 낳는다’이다.
① 행운은 기술을 압도한다
② 연습은 완벽을 만든다
④ 스타 선수가 역경을 이겨낸다
⑤ 아마추어가 프로를 능가한다
구조 분석

be subjected to ~을 받다

	

■ A plausible way of expressing these attitudes is [that

a player has a better chance of making a shot after
having just made his last two or three shots than he
does after having missed his last two or three shots].
[ ]는 주격 보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그 안에는 「better
~ than ...」을 통해 비교 구문을 보여 주고 있고, does는 has
a chance of making a shot을 대신하는 대동사이다.

set-up 사전에 짠 계획, 장치
distinction 구별
predictability 예측 가능성

Mini Test

a mess of 많은

어휘 및 어구

heroism 영웅적인 행위

	

17

sequence 연속적인 사건들, 순서, 수열
| 정답 |

③

소 재

뜨거운 손 현상
해 석

Stephen J. Gould는 “우리는 ‘뜨거운 손’의 존재를 믿는데, 이는
우리가 패턴에 의미를 부여해야 하고, 그리고 영웅적인 행위, 용기
및 탁월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의미를 좋아하고, … 그리고 무작위
자료에서의 연속적인 사건들의 횟수와 길이에 대한 감이 없기 때문
이다.”라고 쓰고 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깊은 수준에서 사실일 수도
있지만, 스포츠 참가자가 뜨거운 손의 실체에 대해 제시하는 이유는
분명히 아니다. 스포츠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뜨
거운 손 현상을 지지하며 내면의, ‘느껴지는’ 경험을 언급할 것이다.
여러분이 뜨거울[잘될] 때는, 놓칠 리 없는 것처럼, 즉 모든 슛이 그

random 무작위의
cite 언급하다
internal 내면의, 내부의
in favor of ~을 지지하여, ~을 위해서
miss 놓치다
layup 레이업 슛(농구 골 밑 근처에서 사용하는 슛 방법 중 하나)
concentrate 집중하다
plausible 그럴듯한
attitude 생각, 사고방식, 태도
poll 여론 조사를 하다
Tips
hot hand phenomenon(뜨거운 손 현상): 어떤 농구 선수가 슛 몇 개를
연속 성공하면, 사람들은 흔히 그 선수가 다음 슛도 성공할 거라고 믿는 현상을
의미한다.

저 손쉬운 레이업 슛인 것처럼 느껴진다. 여러분이 차가울[안될] 때
는, 무엇을 하든, 얼마나 집중하든, 시도하는 모든 슛이 실패인 것처
럼 느껴진다. 이러한 생각을 표현하는 그럴듯한 방식은 선수가 직전
의 슛 두어 개를 놓친 후에 슛에 성공할 확률이 있는 것보다 직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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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9

	

18

소 재

| 정답 |

⑤

소 재

공유 플랫폼 모델

질병의 범주

해 석

해 석

선진 경제국에서는, 일반 가정에 저장되어 있는 물건의 최대 80퍼센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숙모가 아프다고 말한다면,

트가 한 달에 고작 한 번만 사용된다. 공유 플랫폼 모델은 새로운 형

여러분은 아마도 그녀가 암이나, 심장병에 걸렸거나, 사고를 당했거

태의 디지털 기술에 의해 점점 더 가능해져서, 소비자, 기업 그리고

나, 흔한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질환들이 가진 공

소기업가들에게 새로운 관계와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그들은 유휴
물자를 임대, 공유, 교환 또는 대여한다. 드물게 사용되는 제품을 만

통점은 그것들이 모두 신체적 질병이라는 것이다. (C) 그렇지만 사
람들은 정신적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질 수도

드는 데 들어가는 자원이 더 적어지고, 소비자는 돈을 벌고 저축도

있으며, 혹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다. 이것들도 역시 질병이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공유 사업 모델을 기반

다. 질병은 건강의 구성 요소 중 하나가 기능해야 하는 대로 잘 기능

으로 구축된 많은 기업이 수백만 명의 회원, 상당한 언론의 관심, 그
리고 몇몇 경우에는 400억 달러가 넘는 가치 평가를 획득했다. (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B) 비록 우리가 이것을 지적으로는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질병에 대해 말할 때 비신체적인 질

지만 만약 언론사들이 유통 경로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원한다

병을 생각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비신체적인 질병

면, 그들은 왜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뉴스를 공유하기를 꺼리는

이 신체적인 질병보다 덜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이고, 이러한 관점은

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과 기업들이 유휴 제품을 쉽게 사용

의료 및 보건 기관에 의해 강화된다. (A) 이러한 결론에 대한 증거는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러한 사업체들은 그것들을 만드는 데 사용

건강보험 회사가 최근에 와서야 수년 동안 신체적 질병에 대해 보상

되는 자원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짜내고 있다.

해 왔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신 질환에 대해 보상할 것을 요구
받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질병은 단지 신체적으로 아픈 것보다 훨씬

문제 해설

자주 사용되지 않는 유휴 물자를 공유하는 사업 모델에 관해
기술하는 글이므로,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 상에서 보이는 경향
성에 관해 말하는 것은 어색하다. 그러므로 글의 흐름과 관계
가 없는 문장은 ④이다.
구조 분석
	

■ A number of companies built on this sharing

business model have gained [millions of members],
[considerable media attention] and [in some cases
$40 billion-plus valuation].
세 개의 [ ]는 모두 have gained의 목적어로,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
문제 해설

아프다고 하면 보통 신체적 질병을 떠올린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 하지만 비신체적인 질병도 있다는 (C)가 이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처럼 비신체적인 질병을 떠올리지 못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B)가 이어져야 하고, 그것에 대한 증거
를 언급하는 (A)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는 ⑤ ‘(C)-(B)-(A)’가 가장 적
절하다.
구조 분석
	

■ Illness is defined as one of the components of health

어휘 및 어구

micro-entrepreneur 소기업가
lend 대여하다, 빌려주다
idle 유휴의, 가동되지 않는
infrequently 드물게
valuation 가치 평가

not functioning as well as it should.
「as +부사+ as」는 ‘~만큼 …하게’로 해석되는 원급 비교 문
장을 구성한다. 이 문장에서 사용된 well은 functioning을
수식하는 부사이다. 대명사 it은 one of the components
of health를 대신하여 쓰였다.
어휘 및 어구

utilize 활용하다

assume 생각하다, 가정하다

channel 경로

come down with (가벼운 감기 등에) 걸리다, 들다

reluctant 꺼리는

condition 질환, 질병

squeeze 짜내다, 추출하다

insurance 보험

  

distribution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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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보상하다

생산성이 창의성 목표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A)의 내
용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
어질 글의 순서로는 ③ ‘(B)－(C)－(A)’가 가장 적절하다.

fashion 방식
encompass 포함하다, 망라하다
intellectually 지적으로

구조 분석

reinforce 강화하다

■ Theoretically, then, in the workplace, productivity,
	

establishment 기관, 시설

the most common focal goal would be shielded from
resource-stealing goals, [such as creativity], [leading
to decreased creative performance].
첫 번째 [ ]는 resource-stealing goals의 예를 제시하며,
두 번째 [ ]는 앞 절의 내용에 부수적으로 이어져 결과를 나

impairment 장애
isolated 고립된
define 정의를 내리다
function 기능하다

타내는 분사구문이다.
어휘 및 어구

	

20

shield 보호하다, 가리다
| 정답 |

③

목표 보호가 생산성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해 석

목표 보호는 주요 목표에 대한 주의력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중
심 목표가 우선시되고 다른 목표들이 잊혀질 때 일어난다. (B) 그렇
다면, 이론적으로, 직장에서 가장 일반적인 중심 목표인 생산성은 창
의성과 같은 자원을 탈취하는 목표로부터 보호되어, 창의적인 업무
수행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비록 어떤 연구도 창의성과 목표 보
호에 관해 직접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Shalley에 의한 한 연

in an effort to do ~하기 위한 노력으로
theoretically 이론적으로

Mini Test

소 재

prioritize 우선시하다

workplace 직장
resource 자원
lead to ~을 유발하다
performance 업무 수행
suggest 시사하다
suffer 악화되다
outcome 결과
emerge 나타나다, 드러나다

구는 창의성이 다른 목표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보호 효과에 굴복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C) 자신의 실험 연구에서,
Shalley는 생산성 목표와 창의성 목표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지 않았으며, 생산성과 창의성 결과가 모두 나타났다. (A) 오직 창의
성 목표는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거나 어려운
생산성 목표가 설정되었을 때만 비로소 창의성이 감소했다. 달리 말
하면, 생산성이 창의성 목표로부터 보호되지 않았다.
문제 해설

주요 목표에 대한 주의력을 보호하기 위해 목표 보호가 일어난
다는 주어진 문장 다음에, 이론적으로는 중심 목표(생산성) 보
호로 인해 창의성이 저하되겠지만, 다른 목표와 달리 창의성의
경우는 보호 효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Shalley의 연구를
소개하는 (B)가 이어져야 한다. 그런 다음, Shalley의 연구에
서 생산성과 창의성 두 가지 모두 어려운 목표를 설정했을 때
는 창의성이 악화되지 않았다는 (C)가 이어지고, 창의성 목표
는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거나 어려운 생
산성 목표가 설정되었을 때만 비로소 창의성이 감소했다는 즉,

21

| 정답 |

	

있었다. 두 가지 목표가 모두 어려운 경우, 그때는 창의성이 악화되

소 재

영국의 민간 기업과 공공 부문의 관리 방식
해 석

다른 많은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영국 민간 부문 기업 관리 방
식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관리 방식 협의에 근로자가 없다는 것이
다. 다른 많은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회사 이사회에 대한 종업원 대
표제나 노동자 협의체를 위한 근로자 권리에 대한 법적 지원이 없
다. 예를 들어,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에서는 종업원 이사회 대표
제가 널리 보급되어 있다. 이러한 부재는, 더 많은 정보가 공급되고
상대적 임금과 같은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고려가 제공되는 독일에
비해, 회사 이사회와 투자자 간 관리 방식 논의에서 인적자원관리
문제에 대한 고려의 정도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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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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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에서는 상황이 다소 다르다. 지방 당국이 운영하는 학교
및 대학과 같은 교육 기관은 일반적으로 관리 기관에 대한 직원 대
표제 규정을 만든다. 하지만 공공 부문의 핵심 부분 운영에 대한 민
간 부문 개입이 늘고, 공공 부문의 일부가 국가 또는 지방 당국 통제

문제 해설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했을 때 영국 민간 부문 기업 관리 방식
에서는 근로자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
이 이어지다가 ④ 이후에는 지방 당국이 운영하는 교육 기관에
서는 관리 기관에 대한 직원 대표제 규정을 만든다고 했으므
로, 공공 부문에서는 상황이 다소 다르다고 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④이다.
구조 분석

④

소 재

대인 관계에서 설득 시도에 대한 정보 처리의 두 가지 방식

로부터 더욱 자율화되면서, 관리 기구에 대한 직원 개입 정도는 축
소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 정답 |

해 석

사람 간의 만남에서 우리를 설득하는 것의 많은 부분은 지엽적으로
처리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보통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매력도로 평가하지 않으며, 또 다른 사람이 웃고 있는지, 유머러스한
지, 우리 가까이에 서 있는지,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는지, 우리를 칭
찬하는지 등의 여부를 매 순간순간 단위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이러
한 행동은 지엽적인 경로를 통해 처리되지만, 모두 설득하려는 시도
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술집에
가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술 한잔을 사 준다면, 우리는 보통 의식적
으로 우리가 이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고,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하
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압박을 느끼고, 그래서 호

running of key parts of the public sector has
increased], and [as some parts of the public sector
have become more autonomous from state or local
authority control], [the extent of staff involvement in
governance bodies] has tended to be reduced.
첫 번째와 두 번째 [ ]는 and로 연결된 부사절이고, 세 번
째 [ ]는 주절의 주어이다.

혜용 자동 조종 장치가 작동되기 시작해서, 우리가 다음 술 한잔을

	

■ However, [as private sector involvement in the

어휘 및 어구

public sector 공공 부문
notable 주목할 만한
feature 특징
private sector 민간 부분
corporate 기업의
absence 없음, 부재
arrangement 협의
legal 법적인
employee representation 종업원 대표제

직접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정보
를 중앙에서 처리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받고 있는
미소와 칭찬에 대해 의심하게 되거나, 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아무
런 의무도 없이 어떤 것을 제공하고 있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응낙의 시도는 본인에게 해로운 결과를 낳을 가능성
이 있다.
문제 해설

대인 관계에서 설득 시도의 직접성의 여부에 따라 정보 처리가
다르게 일어나 설득 행위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
의 글이다. 주어진 문장은 직접적인 설득 시도에 대해서는 정
보를 중앙에서 처리하기 시작한다는 내용이므로, 이전에는 의
심하지 않았던 상대방의 미소와 칭찬의 저의에 대해 궁금해할
수도 있다는 내용 앞에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④이다.
구조 분석

■ Then we may [become suspicious of the smiles and
	

board 이사회

살 공산이 있다. 실제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works council (노사 협상을 위한) 노동자 협의체
investor 투자자
consideration 고려
authority 당국
provision 규정
involvement 개입, 관여
autonomous 자율적인

praise {we are receiving}] or [wonder {why this
person is offering us something with no obligation}].
두 개의 [ ]는 or로 연결되어 may에 이어진다. 첫 번째 [ ]
안에 있는 { }는 the smiles and praise를 수식하는 관계
절이고, 두 번째 [ ] 안에 있는 { }는 wonder의 목적어 역
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어휘 및 어구

aware 인식하는, 알고 있는
persuade 설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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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ly 중앙에, 중심적으로

위한 해악과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한 해악을 구별한다는 것
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인간에게는 도덕적 추론에서의 타고
난 보편적 특성, 즉 공유된 도덕적 추론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
다. 따라서 요약문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는 ④ ‘갈등
(conflicts) - 공유된(shared)’이 가장 적절하다.
① 의무 - 정교한
② 의무 - 공유된
③ 고려사항 - 차별화된
⑤ 갈등 - 차별화된

interpersonal 사람 간의, 대인 관계의
encounter 만남
rate 평가하다
via ~을 통해
in debt 빚을 진
likelihood 공산, 가능성
auto-pilot 자동 조종 장치
kick in 작동되기 시작하다, 활성화되다
suspicious 의심하는

구조 분석

obligation 의무

■ Marc Hauser believes that you learn morality like you
	

boomerang 본인에게 해로운 결과를 낳다

do language.
do는 learn을 대신하는 대동사이다.
어휘 및 어구

	

| 정답 |

④

소 재

도덕성의 보편적 특성
해 석

Marc Hauser는 여러분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도덕성을 배운
다고 믿는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 도덕성의 규칙을 추출하
는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들은 도덕적 딜레마를 사용하
여 이 견해를 검증하는데, 가장 흔한 것은 전차 딜레마이다. 전차 딜
레마에서는 과속하는 전차가 철로에 오도 가도 못하는 다섯 사람을

inborn 타고난

Mini Test

23

morality 도덕(성)
extract 추출하다
trolley (car) 전차
footbridge 인도교
pedestrian 보행자
favor 찬성하다
distinguish 구별하다
consistent 일관적인
universal 보편적 특성
reasoning 추론

치어 죽이게 될 것이다. 전차를 다른 선로로 돌리면 다섯 사람을 구
하게 될 것이지만, 그 선로에 있는 다른 한 사람을 죽이게 될 것이다.
중의 보행자를 다리 위에서 밀쳐내 선로 위로 떨어뜨려 전차를 멈
춰야 한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전
차의 방향을 바꾸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같은 목적을 위해 누군가를
미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 그들
은 목적을 위한 해악과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한 해악을 구별한다.
결과는 모든 문화에 걸쳐 매우 일관적이어서, 이것이 도덕적 추론에
서의 보편적 특성일 수도 있다.
→ 연구자들은 전차 사고 실험과 같은 윤리적 갈등 상황을 이용하여
Marc Hauser의 주장을 검토하는데, 연구 결과는 인간에게는 일종
의 공유된 도덕적 추론이 있다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 같다.
문제 해설

인간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도덕성을 배운다고 믿은 Marc
Hauser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전차 딜레마와 같은 윤리적
갈등 상황을 이용한 결과, 모든 문화에 걸쳐 사람들이 목적을

24~25

	

인도교 딜레마에서는 다섯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과체

| 정답 |

24 ② 25 ⑤

소 재

음악에서의 변화와 다양성
해 석

많은 음악 역사가들은 미술과 음악의 변화 사이에서 밀접한 유사성
을 이끌어 낸다. 약간의 유사성이 있지만, 그림은 정적이며, 시대, 형
식 및 원근법이나 혹은 창작되었을 때 사용된 회화의 기법 면에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을 미술과 비교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
하다. 그것은 시간 안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것은 아
마도 상징적 표현, 신화, 우의적이거나 혹은 다른 식별 표시, 그리고
그림에 나타난 인공물들을 인식하기 위한 많은 역사적 지식에 달려
있을 것이다. 카탈로그나 설명이 없으면 (그림 속의) 그 인물들이 누
구를 묘사하도록 의도되었는지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도 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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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 [Even if many people praise the garden], [then no

가 선택한다면, 심지어 400년 된 곡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을 통
해 연주를 현대화할 수 있다. 우리는 제한을 받지 않고 다양한 악기

two will ever {see it from the same perspective}, or
{detect the subtle perfumes in the same way}], [nor
will we ever see the same garden in an identical way
on successive visits].
첫 번째 [ ]는 Even if가 이끄는 부사절이다. 두 번째 [ ]
에서 두 개의 { }가 or에 의해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will
ever에 이어지고 있다. 세 번째 [ ]에서 부정어 nor로 절이
시작되고 있어서 주어(we)와 조동사 will이 도치되었다.

로 작품을 연주할 수 있다. 어느 최신 CD 카탈로그를 찾아보더라
도 정말 얼마나 많은 연주자들이 인기 있는 고전 작품에 대한 새로
운 혹은 더 나은 해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것
이다. 음악은 정원에 비유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모양, 색깔,
향기로부터 꽃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것은 결코 정적이
지 않다. 우리의 음악 감상이 그러하듯이 식물은 자라고 변화한다.
새로운 특징들이 끊임없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잡초나 실수가 있기
도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외관은 토양, 배치, 그리고 정원사에
달려있다. 많은 사람이 정원을 칭찬할지라도, 어떤 두 사람도 결코
같은 관점에서 정원을 보거나, 같은 방식으로 미묘한 향기를 감지하
지 않을 것이며, 잇따른 방문에서 우리는 같은 정원을 결코 같은 방
식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그러한 변화는 정원의 즐거움을
제공하는데, 그것(그러한 변화)은 음악 공연과 감상의 흥분 및 획일
성(→ 개별성)을 제공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요소이다.
문제 해설

24 미술은 정적이며 시간적 제약을 받고 해석하는 데 많은 역
사적 지식이 필요하지만, 음악은 정원의 식물이 자라고 변화하
듯이 곡을 재해석할 수 있고 결코 정적이지 않다고 기술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는 ② ‘변화: 음악에서 활력의 원천’이 가
장 적절하다.
① 음악과 미술은 정말로 문화를 반영한다!
③ 적절한 미술 감상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④ 창의성의 개념은 항상 변한다
⑤ 예술적 영감은 대자연에 풍부하게 있다
25 어떤 두 사람도 정원을 같은 관점에서 보지 않고, 정원을
잇따라 방문할 때 결코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는 것과 마찬
가지로 음악 공연과 감상도 항상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e)의 uniformity(획일성)를 individuality(개별성)와 같은 어
휘로 바꿔야 한다.
구조 분석

어휘 및 어구

analogy 유사성, 유추
comparison 비교, 대조
static 정적인
perspective 원근법, 관점
may well 아마도 ~일 것이다
mythology (집합적으로) 신화
identifying sign 식별 표시
dilemma 어려운 상황, 딜레마
description 설명, 묘사
portray 묘사하다
interpret 해석하다
composition 곡, 작곡, 구성
restrict 제한하다
reference 찾아보기, 참고, 문의
provide a take on ~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다
perfume 향기, 향수
weed 잡초
overall 전체적으로 보면
soil 토양
layout 배치
detect 감지하다
subtle 미묘한
identical 똑같은, 동일한
successive 잇따른, 계속되는

	

■ Not only is it locked in time, but [viewing it] may

	

조적으로, 우리는 음악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고, 우리

정사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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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tion 변화

26~28

	

well depend on a great deal of historic knowledge [to
recognize the symbolism, mythology, allegorical or
other identifying signs, and artefacts shown on the
pictures].
「Not only ~, but ...」으로 두 개의 절이 연결되었다. Not
only가 문두에 나와서 주어(it)와 동사(is)가 도치되었다. but
다음의 절에서 첫 번째 [ ]가 주어이고, 두 번째 [ ]는 ‘~하
기 위하여’라는 의미의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

| 정답 |

26 ④ 27 ③ 28 ④

소 재

난처한 상황을 행복한 순간으로 바꾸는 친절한 행동

EBS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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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A) 나는 유월절 주간 동안 Ashkelon에 있는 동네 슈퍼마켓에 갔
다. 카트에 음식을 가득 싣고 내 차로 돌아왔을 때, 나는 내 열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장에서도 물어보고 내가 걸었던 곳을 되짚
어가 보았지만, 열쇠는 없었다. 나는 가게 밖의 경비원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어떤 것이 내 차인지 보
여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창문으로 들여다보았고 조수석에 있는 내
열쇠를 보았다.
(D) 나는 열쇠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문을 잠그는 실수를
한 것이었다. 한 가지 문제는 해결됐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
나? 경비원은 옆 가게의 전기 기술자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들이 뒤 유리창의 작은 공간을 통해 조심스럽게 넣어서 혹시 자물쇠

구조 분석

■ A young man with a mustache came to help, and
	

버튼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와이어가 있는지 그에게 물어보았다. 전

성공하는 내용의 (B)가 이어져야 하고, 끝으로 필자는 자신이
처했던 난처한 상황에서 친절함을 베풀어 준 사람들 덕분에 행
복감을 느낀다고 말하는 내용의 (C)가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주어진 글 (A)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④ ‘(D)-(B)-(C)’
가 가장 적절하다.
27 (a), (b), (d), (e)는 모두 전기 기술자를 가리키고, (c)는
햇빛을 가려 주었던 젊은이를 가리키므로, 가리키는 대상이 나
머지 넷과 다른 것은 ③이다.
28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필자가 겪은 일을 경험했고 그 일이
얼마나 짜증 나는지 기억난다고 말하면서 공감했으므로, 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기 기술자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내 열쇠를 구해내려고 애쓰기 시작

지금 바쁘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 명사절이다.
■ Throughout the entire time, all the passers-by
	

(B) 그러나 그는 단호했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그 열쇠를 꺼
낼 겁니다.”라고 계속해서 말했다. 콧수염을 기른 한 젊은이가 도와

Mini Test

patiently provided shade [so the electrician could see
{what he was doing}].
[ ]에는 ‘~이 …하도록’을 뜻하는 「so +주어+조동사(could)
+동사원형 ~」 의 구문이 쓰였고, { }는 see의 목적어로 쓰

했다. 10분 후, 나는 그를 보내 주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그는 휴대
전화로 다른 일에 관한 전화를 받고 있었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주러 왔고, 전기 기술자가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끈기

sympathized and each and every one of them told me
[it had happened to them at some point] and [they
recalled {how annoying it was}].
두 개의 [ ]는 told의 직접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고, { }
는 recalled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로 「how +형용사+주

있게 햇빛을 가려 주었다. 45분 후, 온갖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시도
해 본 후, 그는 긴 금속 와이어를 낚싯대로 사용하여 열쇠를 낚아서
꺼냈다. 그런 다음 그는 열쇠로 문을 열었고, 나에게 행복한 휴일을
보내라고 하면서, 자기 일을 하러 돌아갔다. 그런 다음 나는 (‘그 열
갔다.
(C) 경비원도 (적절하게도 천사의 이름인 Michael이라는 이름을 가
진) 나의 ‘구세주’도 그것을 받기를 원치 않았고 자신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말했다. 햇빛을 가려 주었던 젊은이는 자신이 나타났
던 것처럼 갑자기 사라졌다. 그 시간 내내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공
감했고, 그들 모두 각자 어떤 시점에 그 일이 자신들에게도 발생했
고, 그것이 얼마나 짜증 나는 일이었는지 기억난다고 나에게 말했다.
하지만 경비원 Tony, ‘천사’ Michael, ‘햇빛을 가려준 사람’ Jacob
의 친절 덕분에, 그것은 나에게 짜증 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감을 주
는’ 경험이었고, 열쇠에게도 또한 마찬가지였다[들어올려지는 것이
었다].
문제 해설

어+동사」의 어순이 쓰였다.
■ The guard saw an electrician working next door and
asked him [if he had a wire {they could <ease through
a tiny space in the back window> and <maybe manage
to lift up the lock button>}].
[ ]는 asked의 직접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며, { }는 a
wir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그 안에 두 개의 < >는 병렬
구조로 could에 연결되었다.
	

쇠로!’) 문을 잠그고 그들에게 초콜릿을 사 주려고 다시 가게로 달려

어휘 및 어구

security guard 경비원
peep 살짝 보다, 엿보다
determined 단호한, 결심이 굳은
mustache 콧수염

26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하고 나서 필자는 자동차 열쇠가 없

electrician 전기 기술자

는 것을 알았고, 가게 밖의 경비원이 차 안에 열쇠가 있는 것
을 보았다는 내용의 (A)에 이어, 옆 가게의 전기 기술자가 모
든 일을 제쳐두고 차 안에 있는 열쇠를 꺼내려고 애쓰는 내용의
(D)가 이어져야 한다. 그런 다음 온갖 기발한 아이디어를 시도
해본 후에 전기 기술자가 필자의 차 안에서 열쇠를 꺼내는 데

ingenious 기발한, 독창적인
fish out (낚시하듯이) ~을 꺼내다[빼내다]
fishing rod 낚싯대
savior 구세주, 구조자
passer-by 지나가는 사람, 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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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sympathize 공감하다, 동정하다
recall 기억해 내다, 상기하다
uplifting 행복감을 주는, 들어올리는
ease 조심스럽게 움직이다, 덜다, 완화하다
rescue 구출하다, 구조하다
          

release 풀어주다, 해방하다

Week 8

1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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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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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ini Tes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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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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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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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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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76~201쪽

4⑤
10 ③
16 ①
22 ②
28 ④

5
11
17
23

①
③
②
①

6
12
18
24

④

| 정답 |

④

②
④
③

소 재

돌아가신 아버지의 집 처분
해 석

Randolph 씨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장례식에서 해 주신 선생님의 다정한 말씀
에 감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선생님을 세입자
로서 높이 평가하셨고, 우리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선생님께서 아버
지의 아래층에 살게 되어 기뻤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처리하
는 절차를 시작했기에 아버지의 집 상황을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기로 결정했는데, 우리는 모두 상당
히 멀리 떨어져 살고 있으므로 집주인이 되는 책임을 원하지 않습니
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집을 내놓기 전에, 우리는 선생님
께서 직접 그 부동산을 사는 데 혹시 관심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
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기타 비용에서 실현할 수 있는 절감 때문
에 시장 가격에서 합리적인 할인을 바탕으로 한 제안을 틀림없이 기
꺼이 고려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집은 매우 가치 있는 임대 부
동산이고, 주택 담보 대출 비용은 세입자로부터의 수입에 의해 대부
분 상쇄될 것입니다. 만약 관심 있으시면 10월 31일까지 연락해 주
십시오.
Jennifer Martin 드림
문제 해설

실전 연습이 불안한 수험생이라면!
단 한 번의 수능을 위한
2회분 모의고사 긴급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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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분석

■ We would certainly be happy to consider an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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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의 집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세입자에게 직접
그 집을 살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
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based on a reasonable discount from the market
value] because of the savings [we would realize in
real estate agency commissions and other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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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 ]는 an offer를 수식하는 분사구이고, 두 번째 [ ]
는 the saving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funeral 장례식
emergency 비상 (상황)
estate (한 개인의, 특히 유산으로 남겨진) 재산
status 상황, 상태
property 부동산

가 추위에 떨고 있는 자신에게 걱정과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
네는 것에 목이 메고 그 순간을 붙잡고 싶었다는 내용이다. 따
라서 글에 드러난 ‘I’의 심경 변화로는 ③ ‘수상쩍어하는 → 고
마워하는’이 가장 적절하다.
① 화난 → 후회하는
② 만족한 → 어리둥절한
④ 당황한 → 자랑스러워하는
⑤ 흥분한 → 실망한
구조 분석

landlord 집주인, 임대주

■ When he spoke I realized [that I was watching his
	

list (팔 물건으로) 내놓다

concern for me take form].
[ ]는 realiz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그 안에
서 「지각동사(watching)+목적어(his concern for me)+
목적격 보어(take form)」 구문이 사용되어 ‘~이 …하는 것을

real estate agent 부동산 중개인
commission 수수료
offset 상쇄하다

지켜보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 정답 |

③

소 재

버스에서 만난 어른의 따뜻한 관심
해 석

대략 60대쯤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버스 뒤편 어딘가에서 나타났다.
그는 내 옆에 앉았고, 우리 사이에 자신의 큰 쇼핑 가방을 놓았다. 나
는 버스 운전사가 거울로 그를 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남자는 어떤 것도 훔쳐
달아나지 않을 거야. 그는 내 낡은 외투와 내가 내 코르덴 바지를 필
사적으로 끌어안고 있는 것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다. 버스의 열기가
내 신발 밑창으로 밀려들었고, 나는 눈을 감고서 그 온기가 내가 그

Mini Test

어휘 및 어구

get away with ~을 훔쳐 달아나다
worn 낡은, 해진
desperate 필사적인
sole 밑창
clear one’s throat 헛기침을 하다
intrude 방해하다, 침범하다
shiver 떨다
take form 구체화되다, 형태를 갖추다
sensation 느낌, 기분
foreign 생소한, 이질적인
gassy 가스의, 가스가 가득 찬
rare 드문, 진귀한

를 잊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그때 그가 헛기침을 하더니 내 팔을
건드렸다. “실례해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방해해서 미안해요. 그
이 내 눈과 마주쳤을 때 나는 전에 결코 본 적이 없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친절한 남자의 얼굴이었다. “피곤해 보여요.”라고 그가 말했
다. “힘든 하루를 보냈어요?” 그가 말을 했을 때, 나는 나에 대한 그
의 걱정이 구체화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느
낌은 새롭고 생소했다. 버스가 멈추면서 가스 소리를 냈고, 그는 자
리를 뜨기 위해 일어났다. “나는 여기서 내려요.”라고 그가 말했다.
“남은 크리스마스가 오늘 밤보다 더 낫기를 바라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잠시 동안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나
에 대한 이 드문 걱정을 꼭 붙들고 싶었다.
문제 해설

버스에서 만난 남자에 대해 처음에는 도둑이 아닐까 의심하다

3

	

러나 떨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네요. 괜찮아요?” 그의 눈

| 정답 |

소 재

경기력 향상을 위한 도전
해 석

여러분의 스포츠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데는 위험이 따른다. 처음에
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신감도 또한 상처를 입
을 수도 있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인지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여러분은, “이런, 예전의 더 안전한 방식이 제법 잘,
분명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방식보다 훨씬 더 잘 작동했으니, 아
마 그냥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던 방식을 계속해야 할까 보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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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마음속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거에 효과가 있었을 수도

것을 기억하는가? 일반적으로, 한 명의 적극적인 학생이 “오! 오! 제

있고, 현재 여러분의 위치에 이르게 해 준 것이 미래에는 효과가 없

가 답을 알고 있어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곤 하고, 교실 뒤쪽에 있

거나 여러분이 목표로 하고 싶은 곳에 이르게 해 주지 않을 것이다.

는 덜 적극적인 몇몇 학생들이 손을 반쯤 위로 얌전하게 들었을지

텍사스의 옛 속담에 있듯이, “만약 여러분이 늘 하는 것이라곤 여러

도 모른다. 선생님은 혼자서 잘난 체하는 학생을 다시 시켜야 할지,

분이 지금까지 늘 해 왔던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이 정말로 얻을 수

아니면 뒤에 있는 소심한 학생 중 한 명을 시켜야 할지 결정해야 했

있는 것이라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얻었던 것뿐이다.” 여러분의 노력

다. 이 비유의 핵심은 선생님들이 학급에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소

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스포츠에서 다음 달,

심한 학생을 시키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

내년, 혹은 5년 후에 있고 싶은 곳에 쏟아야 한다. 여러분은 다음 수

심한 학생들이 선생님이 자신들에게 의견을 말하라고 격려하고 있

준의 기량을 보이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하게 기량을

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 중 더 많은 학생이 기꺼이 손을 들게 된

보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다.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것은 몇 가지 잠재적인 해결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흔히, 한두 가지 강력하고 분명한

문제 해설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던 안전한 방식
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다음 수준의 기
량을 보이기 위한 방식을 시도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는 ⑤가 가장 적절하다.
구조 분석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테면 Wag Dodge에게 닥친 Mann Gulch
화재로부터 도망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방어용 완충 지대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불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다른 아이디어들은
그것들이 문제의 요소들과 약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불로 불과 싸우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다. 이 아이디어들은 소심한 학생들로 자신들의

	

■ Your efforts shouldn’t be devoted to [where you are

now] but [where you want to be next month, next
year, or in five years in your sport].
「not A but B」 구문이 사용되어 ‘A가 아니라 B인’이라는 뜻
을 나타내는데 두 개의 [ ]가 각각 A와 B에 해당한다. 두 개
의 where는 선행사가 표시되지 않은 관계부사로서, 전치사
to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절을 이끈다.
어휘 및 어구

struggle 어려움을 겪다, 분투하다
confidence 자신(감), 확신
suffer 상처를 입다, 고통을 받다
path 길, 진행 방향
stick with ~을 계속하다
devote 쏟다, 바치다
cut it 충분하다, 효과가 있다

측두엽 책상에 앉아 있다.
문제 해설

어떤 문제와 관련해 분명한 해결 가능성을 가진 가장 먼저 떠
오르는 아이디어가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 확신에 차서 적극적
으로 손을 드는 학생이라면, 불로 불을 끄는 것처럼 당면 문제
에 대한 해결 가능성이 외견상 약해 보여 잘 떠오르지 않는 대
안적 아이디어는 교실 뒤쪽에서 반쯤 손을 올리고 있는 소심한
학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⑤ ‘처음에는 유망하지 않아 보이는 대안적 생
각들’이다.
① 통찰력 있는 사고방식을 방해하는 비현실적인 해결책들
② 이전에 제안된 것들보다 더 분명한 가능성들
③ 모든 가능성에 대한 개방성의 현실적인 한계들
④ 사람이 문제 해결을 위해 채택하는 덜 동떨어진 연상들
구조 분석
	

■ The key to this analogy is [that teachers often make

4

	

| 정답 |

⑤

소 재

소심한 학생에 비유되는 대안적 아이디어
해 석

the decision {to call on a shy student} even before
they pose a question to the class].
[ ] 는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 } 는 the
decision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to부정사구이다.
어휘 및 어구

pose (질문을) 던지다, 제기하다
pause 잠시 멈추다
assertive 적극적인, 자기주장이 강한

초등학교를 회상해 보자. 여러분의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어

show-off 잘난 체하는 사람, 자랑해 보이는 사람

떤 학생들이 대답을 하기 위해 손을 드는지 보려고 잠시 멈추곤 한

shy 소심한, 수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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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ogy 비유

가장 적절하다.

encourage 격려하다, 용기를 북돋우다

구조 분석

encounter 부딪히다, 맞닥뜨리다

■ From a sociological perspective, it has been useful
	

evoke 불러일으키다, 환기하다

[to view the construct of culture from a somewhat
dichotomous perspective {in which the notion of the
cultural insider can be contrasted with that of the
cultural outsider}].
it은 형식상의 주어이며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 }는 a
somewhat dichotomous perspective를 수식하는 관계절
이고 그 안의 that은 the notion을 대신하는 대명사이다.

obvious 분명한, 명백한
confront 닥치다
buffer zone 완충 지대
Tips
Mann Gulch fire(맨 협곡 화재 사고): 1949년 8월 5일 미국 몬태나주의 맨
협곡에 불이 났다. 현장에는 최고의 화재 진압 전문가인 소방 대장 Wag Dodge
와 대원들이 급파되었다. 불길이 계곡 전체로 번지고 더는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어휘 및 어구

이르자 Dodge는 호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 불을 붙여 자기 주위의 풀숲에 던졌
다. ‘불탄 자리는 다시 불타지 않는다’라는 경험을 떠올려 불 속에서 맞불을 내어

perspective 관점, 시각

불이 붙지 않는 공간을 만든 것이다. Dodge는 대원들에게 장비를 버리고 그 공

construct (복합) 개념

간으로 뛰어들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대원들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산등성이 쪽

contrast 대비하다, 대조하다

으로 내달렸다. 결국 Dodge는 살아남았고 16명의 대원 중 13명이 숨졌다.

contemporary 현대의

Mini Test

scholarship 학문
complexity 복잡성
comparison 대비, 비교
subjectivity 주관성

5

	

| 정답 |

①

소 재

음악에서 문화 기반 차이에 의한 범주화의 문제점
해 석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문화 내부자의 개념이 문화 외부자의 개
념과 대비될 수 있는 다소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문화라는 개념을 바

categorization 범주화, 분류
nuanced 미묘한 차이가 있는
ethnic 민족의, 인종의
geographical 지리적인
obscure 가리다, 숨기다
variability 다양성, 변이성
hold up 들어맞다, 계속 유효하다

라보는 것이 유용했다. 현대의 학문은 이러한 대비의 복잡성과 그러
한 흔한, 지나치게 단순화된 둘로 나누기의 핵심에 놓여 있는 상당
한 주관성에 관심을 불러 모았다. 비록 음악이 자주 문화적 정체성

6

| 정답 |

	

과 연관되어 있고 따라서 내부자/외부자 범주화에 영향을 받기 쉽지
만, 개인이 어떤 특정한 문화의 음악과 상호 작용하는 용이성은 차
이가 더 미묘할 수도 있다. 청중과 연주자가 음악과 상호 작용하고
그에 반응하는 방식의 문화 기반 차이는 자주 민족 정체성이나 지
리적 위치에 의해 설명되며, 이는 결국 범주적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그것들은 복잡한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
향이 있고, 상당한 집단 내 다양성을 가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음
악 처리에 대한 뇌 기반 이해를 고려할 때 잘 들어맞지 않는다.
문제 해설

음악에서 문화 기반 차이에 의한 문화 내부자와 외부자로의 범
주화는 복잡한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집단 내 다양성을
가리고 뇌에 기반한 음악 처리 과정을 고려할 때 잘 들어맞지
않는 여러 문제점을 가진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요지로는 ①이

소 재

각 예술 고유의 감각적 소재와 아름다움
해 석

시, 음악, 회화, 즉 모든 다양한 예술의 산물을 회화에서는 색깔, 음
악에서는 소리, 시에서는 리듬 있는 단어의 특정한 기술적인 특성으
로 보완해, 동일한 정해진 양의 상상력을 단지 여러 다른 표현으로
바꾼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많은 대중적인 비평의 실수이다. 이렇게
하면, 예술에 있어서 감각적인 요소, 그리고 그것과 함께 예술에서
본질적으로 예술적인 거의 모든 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 된다. 그
래서 각 예술의 감각적인 소재가 다른 어떤 것의 형태로 바꿔 말할
수 없는 미의 특별한 측면이나 특성, 즉 종류가 뚜렷이 다른 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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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체계를 그것과 함께 가져온다는 정반대의 원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

order 체계, 체제

가 모든 진정한 미학 비평의 시작이다. 예술이 순수 지성은 더 말할

impression 인상, 느낌

것도 없고 순수 감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통한 ‘상상적 사

distinct 뚜렷이 다른

유’를 다루는 만큼, 감각의 특별한 능력 그 자체의 종류 차이에 상응

aesthetic 미학적인

하는 미적 아름다움의 종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address 다루다, 처리하다

예술은, 그 각각의 독특하고 바꿔 말할 수 없는 감각적인 매력을 지

still less ~(이 아님)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니고 있으며, 상상력에 도달하는 그 각각의 특별한 방식, 즉 각각의

intellect 지성, 지력

소재에 대한 그 각각의 특별한 할 일을 가지고 있다.

corresponding to ~에 상응하는

많은 대중적인 예술 비평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시, 음악,
회화, 즉 모든 다양한 예술은 동일한 상상력을 단지 여러 다른
표현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각각이 그 각각의 감각적인 매력
과 소재로 다른 형태로는 바꿔 말할 수 없는 고유의 미적 아름
다움을 표현한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주제로는 ④ ‘그 각각의
감각적인 소재로 각 예술이 가지는 고유의 아름다움’이 가장 적
절하다.
① 미적 경험에서 감각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역할
② 창의적 사고를 다양한 형태로 바꾸는 방법
③ 서양 예술사에서 장르의 전통적인 분류 체계
⑤ 예술에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매체들과 그 특징들
구조 분석

peculiar 독특한, 고유의
charm 매력
mode 방식, 양식

7

	

문제 해설

| 정답 |

④

소 재

이야기하기
해 석

{poetry, music, and painting, all the various products
of art}, as {but translations into different languages
<of one and the same fixed quantity of imaginative
thought>, <supplemented by certain technical qualities
of colour, in painting; of sound, in music; of
rhythmical words, in poetry>}].
It은 형식상의 주어이며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그 안에서
「regard A as B」 구문이 사용되어 ‘A를 B로 여기다’라는 의
미를 나타내는데 두 개의 { }가 각각 A와 B에 해당한다. 첫
번째 < >는 translations에 이어지는 전치사구이며, 두 번째
< > 안에서 of sound와 of rhythmical words 앞에 반복되
는 certain technical qualities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형태인 것처럼, 이야기하기, 즉 어떤 경험을 말로 옮기기는 그 사

	

■ It is the mistake of much popular criticism [to regard

어떤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기억을 도울 수도 있는 리허설의

어휘 및 어구

criticism 비평
poetry 시
language 표현, 표현 도구
supplement 보완하다, 보충하다
rhythmical 리듬 있는, 운율의
apprehension 이해
principle 원리, 원칙
phase 측면, 양상

  

128

건을 사람의 머릿속에서 체계화하고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다. 감정적인 경험은 당연히 이야기하기를 불러일으키는데, 왜냐하
면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더 많이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알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언어는 그렇다면 감정의
격변 뒤에 이어지는 중요한 인지 및 학습 과정을 위한 수단이다. 어
떤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성공적으로 체계화하고 흡
수시킬 수도 있으며, 이것은 그 사람이 그 격변(의 경험)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단 어떤 사건이 인지적으로
흡수되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더는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일단 그것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떠나가 버리면, 그들은 정말로
그것에 대해 잊을 수도 있다.
문제 해설

어떤 사건, 특히 감정적인 경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
을 머릿속에서 체계화하여 그것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제목으로는 ④ ‘감정적 경험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하기’가 가장 적절하다.
① 감정적 언어가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가?
② 언어 장애를 일으키는 부정적인 경험
③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 기억 보존 개선 방법
⑤ 언어 발달이 인지적 사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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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onically, [once an event is cognitively assimilated,

individuals no longer need to ruminate about it]
and, [once it is out of their minds, they may actually
forget about it].
두 개의 once는 접속사로 쓰여 ‘일단 ~하면’으로 해석된다.
두 개의 [ ]는 and로 연결되어 있다. 세 개의 대명사 it은 모
두 (the) event를 가리킨다.
어휘 및 어구

aid 돕다; 도움

액(£405)의 두 배를 넘지 않았으므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구조 분석

■ Among the five categories surveyed, meal plans
	

구조 분석

was the one [that showed the lowest average spend
for both men and women].
meal plans를 하나의 항목으로 간주하여 동사는 단수형
(was)으로 쓰였으며, one은 category로 이해할 수 있다.
[ ]는 the one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translate ~ into ... ~을 …으로 옮기다[바꾸다]

average 평균의

organize 체계화하다

yearly 연간의

assimilate 흡수하다, 동화하다

spend 지출액, 비용

by definition 당연히, 정의상

overall 종합적인, 전체의

provoke 불러일으키다, 촉발하다

supplement 보조제

attempt 시도하다

Mini Test

meal 식사

vehicle 수단, 매개체

come in at ~이 소요되다, (비용이) ~이 되다

cognitive 인지적인

dedicate (시간ㆍ노력을) 할애하다[바치다]
proportion 부분
budget 예산
survey 조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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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건강 및 운동을 위한 지출

9

| 정답 |

	

해 석

위의 그래프는 성별에 의한 영국에서의 건강 및 운동 항목에 대한
평균 연간 지출액을 보여 준다. 영국 여성들의 평균 연간 종합 지출
액으로 1,910파운드가 소요되었고, 이는 1,655파운드가 소요된 남
성들의 평균 종합 지출액보다 더 많았다. 여성들은 운동복(연간 405
파운드)과 개인 트레이너(263파운드)에 남성들이 두 가지 항목 각각
에 지출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썼으며, 남성들은 두 가지 항목 각
각에 324파운드와 172파운드를 썼다. 보조제와 체육관 회원권은
남성들의 건강 및 운동에 있어서 가장 큰 지출의 원인이 된 두 가지
항목이었다. 여성들은 자기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보조제에 할애하
였고, 운동복이 이를 뒤따랐는데, 전자(보조제)에 지출된 금액은 후
자(운동복)에 지출된 금액의 두 배가 넘었다. 조사된 다섯 개의 항목
중에서, 남성과 여성 둘 다에게 있어 평균 지출액이 가장 낮았던 것
은 식단이었다.
문제 해설

여성들이 보조제에 지출한 금액(£695)은 운동복에 지출한 금

소 재

이탈리아 예술가 Marisa Merz
해 석

이탈리아 예술가 Marisa Merz는 1926년에 이탈리아 Turin에
서 태어난 조각가이자 화가였다. 그녀는 영향력 있는 아르테 포베
라(가난한 미술) 운동의 유일한 여성 예술가였는데, 이것은 1960
년대 후반에 Turin에서 시작되어 197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던
운동이었다. 그녀는 뜨개질과 끈 꼬기와 같은 전통적인 가내 수공예
를 흔히 사용하며, 그 운동에 독특하게 여성적인 관점을 불어넣었다.
Marisa Merz는 아르테 포베라의 선구자인 남편 Mario Merz
(1925-2003)의 그늘에 자주 가려져, 9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린 후
에야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미술관의 인정을 받았다. 그녀는 40
대가 되어서야 미술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부엌에서
알루미늄으로 ‘Living Sculptures’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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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그녀의 작품은 1967년에 Turin의 Piper Club에 최초로 전시되었
다. 결혼 전의 성(姓)을 포함하여, Marisa Merz의 젊은 시절에 관
뒤늦게야 인정을 받았지만, Marisa Merz는 인생의 후반기까지도
작업을 계속했다.

전기 찻주전자 사용 설명서
■최초 사용 전:
주전자를 Max 선까지 채우고 끓이세요. 물을 버리고 이 과정을 2

	

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아르테 포베라의 선구적인 예술가로

해 석

회 또는 3회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제조 공정으로부터 남아 있

문제 해설

는 먼지나 잔여물이 모두 제거됩니다.

Marisa Merz는 자신의 정원이 아닌 부엌에서 알루미늄으로
‘Living Sculptures’를 만들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세척 및 유지:
- 최적의 성능 보장을 위해 망사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합


않는 것은 ④이다.

니다. 흐르는 물에 헹구고 낡은 칫솔과 같은 부드러운 솔로 솔

구조 분석

질을 하세요.

■ She brought a uniquely female perspective to the

- 세척용 분말은 표면을 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외관 세척을 위해


	

세척용 분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
- 다시 켜기 전에 주전자가 식을 수 있도록 15~20초 기다리십시


movement, [often using traditionally domestic crafts,
{such as knitting and braiding}].
「bring A to B」는 ‘B에 A를 불어넣다[가져오다]’로 해석된
다. [ ]는 She를 의미상의 주어로 갖는 분사구문이며, { }
는 traditionally domestic crafts의 예시를 나열한 부분이

오.
- 본 기기는 물을 데우기 위해서만 적합하므로, 다른 액체를 위해


다.

사용하지 마십시오.

어휘 및 어구

■보증:

sculptor 조각가

	

sole 유일한

이 제품은 구매일로부터 일 년 내에 자재 결함으로 인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무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influential 영향력 있는

문제 해설

uniquely 독특하게

세척용 분말은 외관을 긁을 수도 있어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
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이다.

domestic 가내의, 집안의
craft 수공예
overshadow 그늘로 가리다

구조 분석

pioneer 선구자

	

■ Do not use cleaning powders [to clean the exterior]

recognition 인정

as they may scratch the surface.
[ ]는 to부정사구로 목적(~하기 위해)의 의미로 해석된다.
as는 접속사로 쓰여 이유(~ 때문에)의 의미로 해석된다. 대
명사 they는 cleaning powders를 가리킨다.

exhibit 전시하다
maiden name 결혼 전의 성(姓)
leading 선구적인

어휘 및 어구

initial 최초의
discard 버리다
residue 잔여물
manufacturing 제조의
ensure 보장하다
optimum 최적의
mesh 망사의, 철망의

10

	

| 정답 |

③

periodically 주기적으로
rinse 헹구다

소 재

전기 찻주전자 사용 설명서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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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 액체

어휘 및 어구

faulty 결함이 있는

annual 연례의

free of charge 무료로

collect 모으다, 모집하다
donation 기부 물품, 기부
weekday 평일
provide 제공하다

11

	

| 정답 |

③

local 지역의

소 재

담요 및 의류 기부 운동

12

	

해 석

담요 및 의류 기부 운동
이 계절에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세요! 이것은 Harrison
County가 두 번째로 주최하는 연례행사입니다.

	

조심스레 사용한 깨끗한 담요와 모든 연령과 치수의 남성용, 여성
용, 10대용, 아동용 의류를 모아 주세요.

	

■가져오세요!
여러분의 담요와 의류를 Home Avenue 258에 위치한 Harrison
County 주민 센터로 가져다주세요.

	

■언제:
2022년 7월 말까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기부
물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000개의 따뜻한 담요와 의류를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우리 지
역 사회의 아동과 성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모
두가 여러분의 기부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제 해설

Harrison County가 매년 주최하는 연례행사이며, 아동용 의
류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을 위한 의류를 기부받는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모은 기부 물품
을 해외가 아닌 지역 사회에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므
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③이다.
구조 분석
	

■ Our goal is [to provide 1,000 warm blankets and

clothes to the children and adults of our local
communities {who are in need of warmth}].
[ ] 는 주격 보어로 쓰인 to 부정사구이다. { } 는 the
children and adults of our local communities를 수식하
는 관계절이다.

소 재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
해 석

20세기 후반에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줄어든 것은 동물에 대해 증
가하는 관심을 수반했는데, 그것은 한 세기 전 동물 보호주의의 첫
번째 큰 물결 동안 일부 유럽 국가에서 목격되었던 것에 필적하고
그다음에는 거의 틀림없이 그것을 능가했다. 과학이 동물에 대한 관
심의 증가를 초래한 유일한 요인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말에서 자
동차로의 변화, 그리고 시골에서 도시 생활로의 인구 이동은, 대부분
의 사람들이 동물을 운송이나 식품 제공자로서의 실용적인 역할에
서보다는 동료와 가족 구성원으로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두 차
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이 종식되어, 산업화된 국가 사람들은 개인
의 안전과 생활필수품 이외의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방되었다. 그리고 자연을 소재로 한 영화에서 만화 영화에 이르기
까지 미디어는 동물을 때로는 매혹적인 자연의 존재로, 그리고 때로
는 공감하는 인간화된 존재로 묘사했다. 그러나 이런 다른 요인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든지, 동물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변화는 대중의 이
해 변화를 강화하고 강조했다.
문제 해설

② 주어인 The change from horses to automobiles, and
the demographic shift from rural to urban living 다음에
술어 동사가 이어져야 하므로, meaning을 meant로 고쳐야 한
다.
① a growing concern for animals를 수식하는 관계절을 이
끄는 관계사이므로 that은 어법상 적절하다.
③ 술어 동사 freed의 목적어인 people in the industrialized
countries가 관심을 갖는다는 내용이므로 목적격 보어인 to부
정사 표현에 be concerned를 쓴 것은 어법상 적절하다.
④ 앞에 나온 복수 명사인 beings를 대신하는 대명사로 ones
를 쓴 것은 어법상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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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⑤ whatever는 ‘무엇이든지’라는 의미로 양보의 부사절을 이
끄는 복합관계대명사로 whatever the role of these factors
was에서 was가 생략된 구조이므로 어법상 적절하다.

해 석

군대의 군복에 대하여 말할 것이 많다. 그것은 국가와 긴밀하게 동
일시되고 그 통일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군대의 군복은 그것의 국가
적 역할에 대한 의식을 강화한다. 그리고 군복이 전투에 적합해야

구조 분석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똑같이 중요한 다른

	

■ Clearly, science was not the only factor [that brought

about the growing concern for animals].
[ ]는 the only factor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고려 사항들과 견주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만약 야물커, 터번, 그
리고 다른 종교적 의상들이 허용되지 않으면, 유대인, 시크교도, 그
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취업의 길과 그들의 조국에 봉사할 기회가

어휘 및 어구

둘 다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서로 다른 신앙을 지닌

shrink 줄어들다, 감소하다

사람들로 구성된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이다. 군복을 포함한 미국

divide 경계선, 구분선

의 국가적 상징물들이 그 사실을 무시하지(→ 반영하지) 말아야 할

accompany 수반하다

  

명백한 이유는 없다. 게다가, 그저 머리쓰개의 차이가 집단적 연대

concern 관심, 걱정

를 손상시킬 것 같다면, 피부색, 억양, 그리고 이목구비의 차이는 그

rival 필적하다

렇게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 우리는 흑인, 아시아인, 그리고 다른

arguably 거의 틀림없이, 주장하건대

사람들이 군대에 들어오는 것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군복을

surpass 능가하다

버려서는 안 되는 한편, 그것[군복]은 진정한 종교적, 문화적, 그리고

protectionism 보호주의

다른 필요조건들을 수용하기 위해 적절한 수정에 개방적이어야 하

factor 요인

는데, 물론 그것들[필요조건들]이 군대의 효율성을 손상하지 않는다

bring about ~을 초래하다

는 조건에서이다.

shift 이동

문제 해설

rural 시골의

군복에 종교적으로 다른 의상의 요소들이 포함되도록 허용되
어야 한다는 글의 내용으로 보아, 군복을 포함한 미국의 국가
적 상징물들이 미국이 서로 다른 신앙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라는 사실을 반영하지 말아야 할 명백
한 이유가 없다는 맥락이 되어야 하므로, ③ ignore(무시하다)
를 reflect(반영하다)와 같은 어휘로 바꾸어야 한다.

urban 도시의
companion 동료
utilitarian 실용적인, 공리적인
provider 제공자
transportation 운송
industrialized 산업화된
security 안전

구조 분석

necessities 생활필수품

■ In short, [while the uniform should not be discarded],
	

depict 묘사하다

it should be open to appropriate modification to
accommodate genuine religious, cultural and other
requirements, [provided of course that they do not
compromise military effectiveness].
첫 번째 [ ]는 ‘~인 한편’이라는 뜻의 while이 이끄는 양보
의 부사절이다. 두 번째 [ ]는 조건의 부사절로 provided
that은 ‘~이라면’이라는 뜻이다.

sympathetic 공감하는
humanize 인간화하다
alter 변화하다
reinforce 강화하다
give weight to ~을 강조하다

어휘 및 어구

uniform 군복, 제복
armed forces 군대

13

	

| 정답 |

③

identify 동일시하다
symbolize 상징하다

소 재

군복에 문화적 다양성 반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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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y 통일성
reinforce 강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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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ciousness 의식

한 표준과 예측 가능한 종류의 경험을 약속한다.

it goes without saying that ~은 말할 필요도 없다

문제 해설

combat 전투

패스트푸드점에서 비숙련 시간제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업무
의 정형화를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 일정한 결과를 내는 효과를
얻는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⑤ ‘표준화’가 가장 적절하다.
① 다양성
② 전문 지식
③ 융통성
④ 보상

consideration 고려 사항
apparel 의상
disallow 허용하지 않다
deny 주지 않다
avenue 길, 접근 수단
diverse 다양한
obvious 명백한
besides 게다가

구조 분석

headdress 머리쓰개, 머리 장식

	

■ The key factor [making it possible {to run an industry
with a workforce <dominated by young, inexperienced

collective 집단적인
solidarity 연대, 유대
discard 버리다
appropriate 적절한
modification 수정
accommodate 수용하다
genuine 진정한
requirement 필요조건

Mini Test

part-time employees who do not stay on the job for
long>}] is the extreme routinization of the work.
[ ]는 주어인 The key factor를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it
은 형식상의 목적어이고 { }가 내용상의 목적어이다. < >
는 a workforce를 수식하는 분사구이고, who do not stay
on the job for long은 young, inexperienced part-time
employe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exclude 배제하다

어휘 및 어구

compromise 손상하다

run 운영하다
industry 산업
workforce 인력, 작업 요원
dominate 대부분을 차지하다, 지배하다
	

14

| 정답 |

⑤

소 재

패스트푸드점에서의 작업 표준화
해 석

inexperienced 경험이 부족한
routinization 정형화, 관례화
repeatedly 반복적으로
instruction 지시
minimize 최소화하다
virtually 사실상, 거의
eliminate 없애다, 제거하다

이 다수를 점하는 인력으로 산업체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exercise 행사하다

요소는 업무의 극단적인 정형화이다. 업무가 정형화되면, 각 노동자

managerial 경영진의

는 경영진이 마련한 지시에 따라 제한된 수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

operation 운영, 작업

행하게 되어, 노동자가 재량권을 행사할 필요나 기회를 최소화하는

simplified 단순화된

데,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를 없앤다. 이런 종류의 표

advantageous 유리한

준화는 고용주에게 다양한 이점을 준다. 그것은 운영에 대한 경영진

capacity 능력

의 통제를 늘리고 숙련된 노동자를 고용할 필요성을 없앰으로써 임

uniformity 균질성, 획일성

금 비용을 줄인다. 단순화된 일은 빨리 학습될 수 있어 고용주가 숙

outcome 결과

련된 노동자에게 덜 의존하게 한다. (업무의) 정형화는 결과의 균질

massive 대규모의, 대량의

성을 증진하는 능력 때문에, 패스트푸드 회사에 특히 유리하다. 대규

standard 표준, 기준

모 광고 캠페인은 패스트푸드 고객에게 음식 및 서비스에 관한 특정

predictable 예측 가능한

               

직장에서 오랜 기간 일하지 않는 젊고 경험이 부족한 시간제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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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15

	

| 정답 |

②

소 재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공동체 자치권의 필요성
해 석

개인은 자신과 일체감을 가지는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에 의한 흡수,
비방 또는 비뚤어진 유형화를 당하게 되면 방어할 수단이 없고 보
호받지 못한다. 식민지 상황에서 개인의 권리에 관한 담론은 그보다
앞서 정치적 공동체의 자치권이 없다면 무의미한 것과 꼭 마찬가지
로, 많은 상황에서 개인의 권리는 전제 조건으로 그 자체를 유지하
고 다시 만들어 낼 수 있는 공동체의 권리를 그야말로 필요로 한다.
따라서 만약 인권 헌장이 힘 있는 자들 편에서 정복의 도구로 인식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의 약하고 취약한 구성원에게 자율권
을 주는 도구(인권 헌장이 의도한 바)로 인식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권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에게도 귀속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
다. 실제로 유엔 인권 선언 16조는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
적인 구성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
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한편, 29조는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
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
무를 부담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assimilation 흡수, 동화
stereotyping 유형화, 정형화
colonial 식민지의
discourse 담론
meaningless 무의미한
self-government 자치(권)
precondition 전제 조건
maintain 유지하다
reproduce 다시 만들어 내다, 재생산하다
human rights charter 인권 헌장
perceive 인식하다
instrument 도구
empower 자율권을 주다, 권한을 주다
vulnerable 취약한
article 조항
state 분명히 밝히다, 명시하다
fundamental 기초적인, 기본적인
entitle 권리[자격]를 주다
duty 의무
personality 인격
attach to ~에게 귀속되다[부여되다]

문제 해설

구조 분석
	

■ An individual is defenseless and unprotected [if the

community {with whom he or she is identified} is
subjected to {assimilation by another}, {vilification}
or {perverse stereotyping}].
[ ]는 조건의 부사절이고, 첫 번째 { }는 the community
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or로 연결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 }는 to에 이어지며 병렬 구조를 이룬다.
어휘 및 어구

16

	

식민지 상황에서 공동체의 자치권 보장 없이 개인의 권리에 관
한 담론이 무의미하듯이, 공동체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라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② ‘권리가 개인
뿐만 아니라 집단에게도 귀속된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권력은 우리가 그것을 남용한다면 위험하다
③ 인권이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다르다
④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시작되는 곳에서 우리의 자유는 끝난다
⑤ 모든 권리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반한다

| 정답 |

①

소 재

자기 표출
해 석

우리는 자신을 잘 알면서도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못하
는 사람들을 관찰해 왔다. 그들의 동료는 독심술사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과 기술을 통해 비공개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극복할 수 없다면
이런 사람들은 흔히 답답하도록 불가사의한 상태를 유지한다. 몇몇
내성적인 임원들이 이 함정에 빠진다. 지도자들이 영향력을 발휘하
도록 요구되는 속도 때문에 문제는 악화된다. 조직의 시간은 갈수록
더 빠르게 움직인다. 우리는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
킬 수 있는 기술의 능력에 관한 자신의 설득력 있는 비전을 우리에
게 이야기한 매우 재능 있는 실리콘 밸리의 임원을 관찰했다. 그녀

defenseless 방어 수단이 없는

는 그 가능성에 대해 열정으로 불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가 그

community 공동체

녀의 부하 직원들에게 그녀가 무엇을 옹호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

be identified with ~과 일체감을 가지다

봤을 때, 그들은 도대체 알지를 못했다. 그녀는 자기 표출을 위한 적

be subjected to ~을 당하다[겪다]

절한 전달 수단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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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문제 해설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
의 예가 언급되었으므로, 빈칸에는 ① ‘자기 표출을 위한 적절
한 전달 수단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가 가장 적절하다.
② 적절한 검증의 중요성을 간과했던 것이다
③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꽤 명확한 생각을 해
냈던 것이다
④ 자신의 발전 도구로 멘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⑤ 자신의 실제 성격의 매우 제한적인 면만 보여 주었던 것이다

관객들은 자신들이 화면 속 음식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
며 영화의 음식물이 누구에게나 심지어 배우들에게도 정말로 실재
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불신을 유예해야 한다. 여기에 영화 음식
의 사회적 차원이 있다. 배우들이 무대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의 얼굴
표정은 음식을 맛있거나 생소하거나 역겨운 것으로 부호화하면서
음식 경험의 질을 평가한다. 따라서 영화의 식사 경험은 맛의 이원
적 혹은 변증법적인 특징을 드러내는데, 이는 한 맛이 다른 맛과 대
비되어 평가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연기하는 식객이 맛의 감각 작용
에 더는 접근할 수 없는 극장 좌석에 앉아 있는 가상의/상상력이 풍

구조 분석

부한 식객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화면 속

	

■ The problem is made worse by the speed [with

which leaders are required to make an impact].
make something worse 는 ‘~을 악화시키다’라는 의미
인데, 문장에서는 이것이 수동태로 사용되었다. [ ]는 the
speed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그들의 관객에게 그들의 음식을 즐기거
나, 무시하거나 혹은 혹평하도록 가르친다. 만약 먹는 이미지가 불쾌
한 것으로 부호화된다면 관객이 매력적인 맛의 경험을 상상할 가능
성은 거의 없다.

관객들은 화면 속 음식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배우가 가르쳐
주는 대로 맛을 상상한다고 했으므로 배우가 불쾌하다고 표현
한다면 관객이 그 맛을 매력적으로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② ‘먹는 이미지가 불쾌한 것으로 부호화된다’
가 가장 적절하다.
① 그 시각적 음식 신호가 실제와 꼭 같다
③ 각 장면마다 다른 종류의 음식이 사용되지 않는다
④ 특정한 맛이 그들 문화의 요리에서 흔하지 않다
⑤ 음식의 겉모양을 위해 먹을 수 없는 재료가 사용된다

colleague 동료
mind reader 독심술사
nondisclosure 비공개, 알리지 않음
introverted 내성적인
executive 임원, 간부
trap 함정
impact 영향력
organizational 조직의, 기업의
talented 재능 있는
compelling 설득력 있는

Mini Test

문제 해설

어휘 및 어구

구조 분석

capacity 능력

	

■ The cinematic dining experience thus reveals the

transform 변화시키다

binary or dialectical quality of taste, and not only [in
that one taste is evaluated in opposition to another],
but also [in that the acting diner impacts the reaction
of the imaginary/imaginative diners in the theater
seats {who have no further access to gustatory
sensation}].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이 사용되어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두 개의 [ ]가 각각 A와 B에 해
당하는데 그 안의 「in that ~」은 ‘~이라는 점에서’라는 뜻이
다. { }는 관계절로 the imaginary/imaginative diners
in the theater seats를 수식한다.

passion 열정
prospect 가능성, 전망
follower 부하, 졸개
stand for ~을 옹호하다[지지하다]

	

17

소 재

영화 관객의 맛 경험의 사회적 차원

| 정답 |

②

어휘 및 어구

suspend 유예하다, 일시 중지하다
convince 확신시키다, 납득시키다
substantive 실재의, 실재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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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herein 여기에, 이러한 사실에

영과 행복에 이바지하는 책임 있는 인공 지능의 개발을 언급하
고 있는 ④가 글의 흐름과 관계 없다.

dimension 차원
cinematic 영화의

구조 분석

cuisine 음식, 요리

■ In fact, if anything, AI is [strengthening the link
	

culinary 음식[요리]의

between democracy and economics], [supporting the
manipulation of information to meet the needs of a
few], and [enabling the emergence of super economic
powers {that are outside democratic scrutiny and
control}].
세 개의 [ ]가 and로 연결되어 is에 이어진다. { }는 관계
절로 super economic powers를 수식한다.

disgusting 역겨운, 혐오스러운
reveal 드러내다
binary 이원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in opposition to ~과 대비되어
imaginary 가상의, 상상에만 존재하는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한
sensation 감각 (작용)

어휘 및 어구

  

appealing 매력적인

disrupt 붕괴시키다, 방해하다
ensure 확실하게 하다, 보장하다
inclusive 포괄적인, 모든 것을 포함한
if anything 오히려, 어느 편인가 하면

	

| 정답 |

④

소 재

인공 지능 기술과 초대형 경제 권력의 출현
해 석

인공 지능과 디지털 기술은 이미 민주주의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을
붕괴시키고 있고,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니며, 과정이 더 포괄적이도
록 확실히 하고 있다. 사실 오히려 인공 지능은 민주주의와 자본 환
경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소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의 조
작을 지원하고, 민주적 감시와 통제를 벗어난 초대형 경제 권력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뉴스 항목, 정치 후보 또는 기업에 관한
정보에 대한 우리의 접근을 결정하는 데 알고리즘이 사용될 때, 의
견과 투표는 바뀔 수 있고, 잠재적 정부가 만들어지거나 무너질 수

economics 자본 환경, 경제학
manipulation 조작
emergence 출현, 발생


18

candidate 후보(자)
censorship 검열
unregulated 규제되지 않은
corporation 기업, 회사
in principle 대체로, 원칙적으로
governance 관리, 지배
accountability 책임, 책무
fundamental 기본적인
flourish 번영하다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있다. 알고리즘 검열은 대부분 규제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대기업
들은 관리와 책임이라는 전통적인 민주적 과정을 벗어나 우리가 어
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결정할 수 있다. (책임 있는 인공 지능은 지

19

	

속 가능한 세계에서 인간의 번영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인간의 기
본 원칙과 가치관에 따라 지능형 시스템을 개발하는 인간의 책임과
관련된 것이다.) 더욱이, 동일한 이 기업들은 또한 우리가 정보를 공
유하고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 그들의 제품을 사용하는 상황에 의
해 우리와 우리 정부의 자료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문제 해설

인공 지능과 디지털 기술 사용의 부정적 측면에 관한 글로, 대
기업들이 알고리즘 검열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결
정하고, 우리가 그들의 제품을 사용하는 상황에 의해 우리와
정부의 자료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인간의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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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⑤

소 재

고고학에서의 인공 유물과 유구(遺構)
해 석

고고학자는 인공 유물이란 무엇이며 무엇은 아닌지를 규정해야 한
다. 아주 간단하게, 인공 유물은 대부분의 ‘좋은 것’, 즉 발굴이나 답
사로부터 특별히 내세울 가치가 있는 것을 구성하는데, 그것은 인간
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개조된 것이다. (C) 이 범주 안에 우리는 가장
초기의 석기로부터 도기, 무기, 보석, 의복, 그리고 인간이 만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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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휴대 가능한 그 밖의 거의 모든 것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

the same goes for ~도 마찬가지이다

러나 몇몇 인공 유물 및 그것과 연관된 것은 이동될 수 없다. (B) 우

doorway 출입구, 문간

리는 이것을 ‘유구(遺構)’라고 부른다. 수로 같은 것은 유구인데, 그것

fire pit 화덕

은 분명히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그것을 잃지[훼손하지] 않고는

and the like 기타 등등, ~ 및 이와 같은 것

그것을 이동할 수 없다. 출입구, 화덕, 돌 제단, 기타 등등도 마찬가

stone tool 석기

지이다. (A) 그러나 가끔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그다지 확실하

pottery 도기

게는 모르지만, 그것이 뭔가 ‘중요한 것’임을 알 때, 그것도 또한 유

jewelry 보석

구라고 부른다. 따라서 “하나의 돌은 돌이고, 두 개의 돌은 유구이고,

pretty much 거의

세 개의 돌은 성벽이다.”라는 고고학적인 공리(公理)가 생겼다.

portable 휴대 가능한, 휴대용의

구조 분석

| 정답 |

⑤

소 재

몰입 추구 마케팅의 문제점
해 석

	

■ Quite simply, artifacts make up most of the “good

20

Mini Test

고고학에서의 인공 유물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
이 범주(this category)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간이 만든, 휴
대 가능한 것을 예를 들어 먼저 언급하고 이동할 수 없는 대단
한 것을 소개한 (C)가 이어진다. 이것(these)을 유구라고 부른
다며 이동할 수 없는 것의 명칭을 소개하고 그 구체적 예를 든
(B)가 이어지고, 또한(also) 정체를 확신할 수 없어도 대단한
것을 유구라고 한다며 유구의 개념의 폭을 넓힌 (A)가 이어진
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는 ⑤ ‘(C)(B)-(A)’가 가장 적절하다.

associated 연관된, 관련된

	

문제 해설

	

stuff,” [the stuff {that’s worth writing home about
from an excavation or a survey}] — [they are things
made or altered by human beings].
첫 번째 [ ]는 the “good stuff”를 설명하는 동격의 명사구
이고, { }는 the stuff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 ]
는 artifacts ~ survey를 부가적으로 설명한다.
■ Hence the archaeological axiom [“One stone is a
stone; two stones is a feature; three stones is a wall.”]
Hence 는 ‘따라서, 그러므로’라는 뜻을 갖는 부사인데 뒤
에 comes 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 는 the
archaeological axiom을 설명하고 있다. two stones와
three stones는 각각 연관된 하나의 실체로 파악되므로 단수
로 취급하여 술어 동사로 is를 썼다.
어휘 및 어구

archaeologist 고고학자
artifact (특히 역사적·문화적 의미가 있는) 인공 유물, 인공물
write home about ~에 대해 특별히 내세우다
excavation 발굴
survey 답사, 조사
alter 개조하다, 바꾸다
feature 유구(遺構)(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실마리
가 되는 자취), 특징

마케팅은 ‘몰입’, 즉 시간 경험이 느려질 정도로 인공물을 수반하는
활동에 완전히 몰두하는 데까지 이르는 깊은 수준의 참여와 통제
에 대한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 자동차를 운
전할 때 몰입은 그 기계와 하나가 되는 느낌인데, 그것은 마치 신체
의 연장인 것처럼 작동한다. 인터넷 서핑을 할 때, 그것[몰입]은 기계
와의 상호 작용성에 의해 촉진되는 중단 없는 일련의 반응인데, 본
질적으로 즐거우며 자의식의 상실이 동반된다. (B) 마케팅 담당자들
은 그 소비자 경험을 권한 부여와 통제라는 느낌과 연결하려고 하지
만, 운전의 현실은 간간이 일어나는 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 교통 체
증, 운전 중 분노, 그리고 자동차 운행 비용 상승이다. 인터넷 서핑을
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기억할 수 없는 비밀번호 때문에 괴롭거나,
이메일에서 스팸을 제거하는 일상의 잡무에 짜증이 나거나, 스파이
웨어, 쿠키, 바이러스의 결과에 대처하며 어찌할 줄 모를 수도 있다.
(A) 경험적 소비가 제공하는 몰입의 도취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사무실의 일을 줄이지 않고 집에서 일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데 필요한 추가 노동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서 나온
다. 더 심각한 것은, ‘잘나가던 시절’에 자신들의 몰입의 도취 상태를
지속시켜 줄 소비자의 꿈을 믿은 사람들이 이제 부채의 불안정한 벼
랑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문제 해설

주어진 문장에서 언급된 소비자가 경험하는 몰입의 사례를
자동차 운전과 인터넷 서핑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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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가 가장 먼저 와야 한다. (B)에서 첫 문장의 the consumer
experience가 (C)에서 설명된 소비자들이 자동차 운전과 인터
넷 서핑을 할 때 몰입을 경험하는 것을 가리키고, 마케팅 담당
자들이 소비자들의 그러한 몰입의 경험을 그 제품들에 대한 권
한과 통제의 느낌으로 연결하려고 하지만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므로 (B)가 그다음에 와야 하며, (B)에 부연하
여 소비자들에게 있어 몰입의 추구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는 (A)가 마지막에 와야 한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는 ⑤ ‘(C)-(B)-(A)’가 가장 적절하다.

의 정신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경영학 등 여러 분야에서 몰입 개념의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


•e
 xperiential consumption(경험적 소비):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경험
하게 되는 감정이나 감각이 지배적인 효용이 되는 소비로서, 소유가 아니라 경
     

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소비를 말한다.

구조 분석
	

■ When surfing on the Internet, it is the seamless

는 분사구문이다.

21

	

sequence of responses [facilitated by machine
interactivity], [being intrinsically enjoyable and
accompanied by loss of self-consciousness].
첫 번째 [ ]는 the seamless sequence of responses를 수
식하는 분사구이고, 두 번째 [ ]는 부수적인 상황을 나타내

| 정답 |

⑤

소 재

공항에서의 여권 심사
해 석

항공 여행의 성장은 20세기의 주요 세계 발달 사항 중 하나였다. 이

어휘 및 어구

involvement 참여, 열중
extend to ~에까지 이르다
immersion 몰두, 몰입
involve 수반하다, 포함하다
cut back on ~을 줄이다
buy into ~을 믿다
sustain 지속시키다, 계속하다
shifting 불안정한, 바뀌기 쉬운
cliff 벼랑, 절벽

경향은 21세기에 들어서 지속되어 왔으며 예측 가능한 미래에 지속
될 것이다. 런던의 Heathrow 공항 같은 주요 국제공항은 이제 매
년 수천만 명의 승객을 처리한다. 이것은 공항의 기반 시설과 국경
보안 검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영리 업체와 통제 당국 사이에
끊임없는 압박[긴장]을 만든다. 항공사와 공항 운영자는 소비자 수요
를 충족하고 승객 만족도와 수익성을 증진하기 위해 승객의 신속한
착발 (과정) 통과를 추구한다. 그 결과 정부 당국은 승객의 여권 심사
대 통과를 수월하게 하라는 정치적, 재정적 압박을 받지만, 또한 이
민법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경과 국가의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이
맥락에서 여권 심사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제일선의 보안 과제인데,

debt 부채, 빚
empowerment 권한 부여
road rage 운전 중 분노[울화·난폭 행위]
motoring 자동차 운행, 드라이브
not to mention ~은 말할 것도 없고
overwhelm (너무 많은 일 등으로) 어쩔 줄 모르게 만들다
chore 잡일, 허드렛일
extension 연장, 확장
facilitate 촉진하다
intrinsically 본질적으로
     

accompany 동반하다
Tips

인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일단 이 정보가 규명되고 나면, 통제
당국은 계속하여 국가의 이민법상 승객의 입국 적격성을 알아낼 수
있다.
문제 해설

주어진 문장의 this context(이 맥락)는 공항에서 승객의 여
권 심사대 통과를 수월하게 해야 하는 압박과 이민법의 요
건 충족 및 보안 유지 과제를 의미한다. 마지막 문장의 this
information(이 정보)은 주어진 문장에 언급된 입국 승객의 국
적과 신분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
장 적절한 곳은 ⑤이다.
구조 분석



•f low(몰입): 어떤 일에 집중해 완전히 몰두했을 때의 의식 상태이다. 무아지

그것이 입국하려는 승객의 국적과 신분을 빠르게 알아내는 일차적

사람에게 큰 만족감을 준다. 미국 심리학자 Mihaly Csikszentmihalyi의 저서 ‘몰

of passengers through arrival and departure] [to
meet consumer demand], and [to increase passenger

    

입의 즐거움(Finding Flow)’을 통해 재정의되었다. 인간을 가장 생산적인 상태

■ Airlines and airport operators seek [rapid movement
	

경(無我之境)이나 물아일체(物我一體)라는 표현과 유사한 상태로, 경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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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action and profitability].
첫 번째 [ ]는 seek의 목적어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 ]
는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구이다.

안에 내포된 유대 관계는 결과적으로 한 개인이 더 적절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줄 수도 있다. 반려동물
과의 우정은 또한 다른 사람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있거나 혹은
한정된 관계만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서적 자양분의 원천의 역할

어휘 및 어구

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이 끔찍한 곳처럼 보이지 않을 때조차

passport control 여권 심사(대)

도, 우리는 모두 여전히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유대, 즉 우리가

frontline 제일선의, 최전선의

어떤 사람인지의 바로 그 본질을 형성하는 유대를 필요로 한다.

fundamental 근본적인, 핵심적인

문제 해설

primary 일차적인, 주요한

동물과의 관계를 보통 사람들보다 특별히 의미 있게 경험하는
결핍과 학대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예가 등장하기 전에, 동
물과의 유대 관계로부터 특별히 더 의미 있는 경험을 하는 사
람들이 있다는 내용의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
우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②이다.

determine 알아내다, 결정하다
foreseeable 예측 가능한, 예견할 수 있는
enormous 막대한, 거대한
infrastructure (사회) 기반 시설
border 국경
security check 보안 검사(탑승객의 수하물이나 휴대품에 위험물이 있
는지를 살펴서 찾아내는 일)

구조 분석
	

■ Both Sigmund Freud and his daughter Anna wrote of

[their personal experiences with dogs] and [how this
bonding taught them about “pure love” relationships].
두 개의 [ ]는 모두 전치사 of의 목적어이다.

profitability 수익성
facilitate 수월하게 하다, 촉진하다
requirement 요건, 필요

Mini Test

authority 당국, 권한

어휘 및 어구

immigration 이민, 출입국 관리소

benefit 덕을 보다, 이익을 얻다

establish 규명하다, 확립하다

life context 삶의 여건
meaningful 의미 있는
scholar 학자
perceived 인지된, 지각된
nonjudgmental 비심판적인, 개인적 기준에 의거한 판단을 하지 않는
bonding 유대
deprivation 결핍,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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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use 학대

②

소 재

인간과 동물 간의 관계
해 석

formative 형성기의, 발달기의
consistent 일관된
reliable 신뢰할 만한
turn to ~에게 의지하다
relatedness 유대 관계

일부 학자들은 인간과 동물 간의 관계가 가진 힘과 가치는 인지

encompass 내포하다

된 비심판적 정서적 지원에 기초한다고 주장해 왔다. Sigmund
Freud와 그의 딸 Anna는 둘 다 개와 함께했던 개인적인 경험과

companionship 우정

이러한 유대가 어떻게 그들에게 ‘순수한 사랑’의 관계에 관해 가르

foster 키우다, 육성하다

쳐 주었는지에 관해 썼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고유한

appropriate 적절한

삶의 여건에 기초하여 순수한 사랑의 관계로부터 덕을 볼 수도 있지

serve as ~의 역할을 하다

만, 일부 사람들은 그러한 관계를 특별히 의미 있게 경험할 수도 있

limited 한정된, 많지 않은

다. 예를 들어, (인격) 형성기에 정서적 결핍과 학대의 과거력을 가진

in need of ~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반려동물이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더 일관되고 신뢰할 만

tie 유대 (관계)

한 상대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다. 인간과 동물 간의 우정

count upon ~에게 의지하다

    

    

in turn 결과적으로

  

Mini Test 2 - 정답과 해설

088~159 수능특강2023(영어독해연습)정답(11~미니).indd 139

139

2022-01-06 오후 6:20:02

정답과 해설

23

	

| 정답 |

①

소 재

시간의 길이에 대한 상대적 느낌
해 석

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neuroscientist 신경 과학자
in some respects 어떤 점[측면]에서
fiction 허구, 소설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는 언제나 시간의 탄력성을 인식해 왔다. 좋

occasion 때, 경우

은 시간은 짧은 것처럼 보이고 나쁜 시간은 아주 오래 지속되는 것

perceive 인지[감지]하다

처럼 보인다. 신경 과학자들은 어떤 점에서 이것이 허구가 아니라는

recall 회상, 기억; 회상하다

것을 보여 주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의 길이는 그때가 얼마나 좋

store 저장하다

거나 나쁜지에 연계되어 있다. 신경 과학자들이 알아낸 것은, 우리는

regular 보통의, 평상시의, 규칙적인

그 순간에 시간이 느려지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않는데, ‘그러나’ 그

emergency 비상(사태), 긴급 (상황)

일에 관한 우리의 회상이 우리가 시간이 느려졌다고 느끼게 만든다

operator 운영자, 기사, 조작자

는 것이다. 뇌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뇌

kick in 기능을 발휘하다

가 하드 드라이브에 정보를 저장하는 컴퓨터처럼 작동한다고 생각

fine 세세한, 미세한

해 보라. 삶이 따분할 때 그 하드 드라이브는 보통 양의 정보를 저

hood (자동차 엔진의) 덮개, 두건

장한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에서처럼 우리가 겁이 날 때는 우리 내

expression 표정, 표현

부의 비상사태 운영자인 뇌 편도체가 기능을 발휘한다. 우리의 뇌는

interpret 해석하다, 통역하다

엔진 덮개가 찌그러진 것, 사이드 미러가 떨어져 나간 것, 그리고 상

incident 사건, 일

대 운전자의 얼굴에 드러난 표정의 변화와 같은 더 세세한 세부 사
항을 모은다. 두 개의 하드 드라이브가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것처럼, 모아진 세부 사항의 양이 증가된다. 더 많은 데이터가 저장
된다. 뇌가 그 일을 회상할 때, 뇌는 그 많은 양의 정보를 더 긴 사건
→ 우리가 일을 상기할 때, 심각한 사고와 같은 때는 뇌 속 정보의
양의 증가 때문에 늘어난 것처럼 느껴진다.
문제 해설

우리는 시간의 탄력성을 인식하는데, 신경 과학자에 따르면 시
간이 느려졌다고 회상하는 것이며, 뇌는 비상 상황과 같은 경우
에 더 많은 양의 세세한 정보를 저장하고, 이 많은 정보를 회상
할 때 시간이 더 긴 것으로 해석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요약
문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은 ① ‘상기할(remember) 양(quantity)’이 가장 적절하다.
② 분석할 - 가변성
③ 시뮬레이션을 할 - 유연성
④ 암기할 - 내구성
⑤ 묘사할 - 적용 가능성
구조 분석

24~25

			

으로 해석한다.

| 정답 |

24 ③ 25 ③

소 재

기존의 가치 측정 틀이 간과하는 점
해 석

무형(無形)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통계적인 틀이 없다는
것에는 특별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곧 그것[무형의 가치]의
많은 부분이 결과적으로 과소평가된다는 것이다. 관례대로 측정되
는 바로서의 생산성이 결코 증가할 수 없는, 거대하고 점차 커지고
있는 경제 영역이 있다. 실제로 유형(有形)의 생산물이 없을 때 ‘생산
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무형의 서비스 기
반 경제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을 측정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부적절한 정의의 생산성이 측정되는 것이고, 그것은 실제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의 광범위한 그리고 커지고 있는 부분
이 체계적으로 과소평가되고 있고, 그러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
람들도 또한 그러하다. 예를 들어, 공연 예술가들은 단지 일 년에 최

imagine [that the brain acts like a computer {that
stores information on a hard drive}].
첫 번째 [ ]는 understand의 목적어이고 두 번째 [ ]는
imagine의 목적어이다. { }는 a computer를 수식하는 관

대 365일 밤에만 공연을 할 수 있고 더 ‘생산적’이 될 수는 없다. 간

	

■ To understand [what is going on in the 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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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들은 만약 더 적은(→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한다면 거의 틀림없
이 유의미한 의미에서 더 생산적이 아닌, 덜 생산적으로 될 것이지
만 통계 자료는 반대로 나온다. 온라인 경제에서 디지털 제품들은

EBS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088~159 수능특강2023(영어독해연습)정답(11~미니).indd 140

2022-01-06 오후 6:20:02

근본적으로 무료로 복제될 수 있으므로 무한한 생산성을 보여 줄 수

adequate 적절한, 알맞은

있지만, 만약 가격이 무료로 매겨지면 그 제품들은 아마도 바람직한

framework 틀, 체계

수량으로 생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예시에서, 측정의 개

intangible 무형(無形)의, 실체가 없는

념적 틀은 우리가 (경제 외의 의미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평가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따라서

하지 못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금전상의 의미에서 그것들의 가치

undervalue 과소평가하다

를 평가하는 것을 실제로 어렵게 한다.

productivity 생산성

24 경제에서 무형의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의 비중이 커지고

definition 정의
systematically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statistics 통계 자료, 통계학
infinite 무한한, 막대한
duplicate 복제[복사]하다
essentially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price 가격을 매기다; 가격
desirable 바람직한
varied 다양한, 다채로운
conceptual 개념의

Mini Test

있는데, 관례적인 가치 측정 틀을 가지고는 유형의 생산물이
없는 서비스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가 없어서 생산성도
제대로 가늠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글의 제목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관례적인 가치 측정 틀의 한계’이다.
① 무형 자산의 거래: 위험은 크지만, 보상도 크다
② 서비스 노동자들의 낮은 생산성의 원인
④ 서비스 기반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
⑤ 무형 상품의 마케팅: 소비자들이 볼 수 없는 것을 파는 방법
25 공연 예술가들이 일 년에 공연을 할 수 있는 날의 숫자가 한
정되어 있어 공연 숫자의 많고 적음으로 그들의 생산성을 판단
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무형의 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호사는 치료하는 환자의 수가 많다고 해서 더 생산성이 높다
고 보기는 힘들며 실제로는 덜 생산적일 수 있다는 문맥이 되
어야 하므로 (c)의 fewer(더 적은)는 more(더 많은)와 같은 어
휘로 바꾸어야 한다.

conventionally 관례대로, 인습적으로

   

문제 해설

measurement 측정, 치수
be up to -ing ~할 수 있다
assess 평가하다
in turn 결과적으로
monetary 금전상의, 재정적인

구조 분석
	

■ There are large and growing swaths of the economy

		

26~28

| 정답 |

26 ② 27 ③ 28 ④

소 재

Wally의 크리스마스 연극

	

[where {productivity as it is conventionally
measured} simply cannot grow].
[ ]는 large and growing swaths of the economy를 수
식하는 관계절이다. 그 안에 있는 { }는 관계절의 주어이며
관계절의 술어 동사는 cannot grow이다.
■ But [because an inappropriate definition of
productivity is {what gets measured}, and doesn’t
in fact increase], large and increasing parts of the
economy are systematically undervalued, [as are the
people {who work in those jobs}].
첫 번째 [ ]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고, 그 안에 있는 선
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첫 번째 { }는 is
의 보어 역할을 한다. as가 이끄는 두 번째 [ ]에서 주어 the
people who work in those jobs와 술어 동사 are가 도치
되었고, 그 안에 있는 두 번째 { }는 the people을 수식하
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particular 특별한, 특정한

해 석

(A) Wally Kurlig는 외로운 아이였다. Wally는 공교롭게도 지능 발
달이 더뎠다. 이미 11살이면서 3학년을 막 시작한 그는 신체적으로
움직임이 서툴고 자기 반 친구들보다 훨씬 더 커서 어떤 공놀이 시
합에도 하자고 요청받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 불쌍한 아이는 사이
드라인에 혼자 서서 지켜보곤 했다. 그는 온화하고 친절했고, 그의
덩치 덕분에 자연스럽게 문제가 있는 어린아이들의 보호자였다. 건
장한 Wally가 가까이 있으면 아무도 감히 더 어린아이들에게 문제
를 일으키지 않곤 했다.
(C) 그해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연극에서 연출자는 여인숙 주인 역에
Wally를 뽑았다. 그는 Wally의 덩치 때문에 그의 거절이 더 극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어떤 일에 열중하면 그 일에 자신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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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를 바쳤기 때문에 모두들 그가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고 확

forget [how deeply they were touched by that scene].

신했다. 매년 열리는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은 늘 하던 방식으로 시작

첫 번째 [ ]는 one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 ]는
forge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되었고, 얼마 후, 임신부와 그녀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요셉이 여인숙
으로 향했다. 요셉이 문을 두드리자 차가운 목소리가 “뭐가 필요하
시오?”라고 물었다.
(B) 요셉이 “제발, 아저씨, 저희는 잠잘 곳이 몹시 필요합니다.”라
고 간청하면서, 그들은 애원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Wally는 자신이 지시받은 대로, “빈방 없어요. 가시오!”라고 소리쳤
다. 요셉이 “제 아내가 곧 출산할 것 같습니다. 분명 저희에게 주실
어떤 장소가 있을 겁니다.”라고 간청했다. 이 순간에, 짜증이 난 여인
숙 주인은 매정하게, “나는 여기에 방이 없다고 말했소! 원한다면 뒤
로 돌아가서 헛간에서 주무시오.”라고 말하기로 되어 있었다.
(D) 하지만, Wally는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혔고 이것이 연기일 뿐이
라는 것을 잊었다. 그는 그 처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진짜 슬픔에
잠겨 거기에 서 있었다. 그에게 이것은 더 이상 가짜인 연극 작품이
아니었고 그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다. 그의 주일 학교
선생님은 그가 자기 대사를 잊어버렸다고 여겨서, “그들이 제 갈 길
을 가게 해.”라고 속삭였다. 마리아와 요셉이 가려고 돌아섰을 때, 청
중들은 Wally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
면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갑자기 그는 소리쳤다: “돌아오세요!
내가 헛간에서 잘 테니 당신들은 내 방에서 주무시오!” 그날 밤 참석
했던 그 누구도 그 장면에 자신들이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문제 해설

어휘 및 어구

grade 학년
awkward 서툰
gentle 온화한
by virtue of ~ 덕분에
protector 보호자
dare 감히 ~하다
pleading 애원하는
beg 간청하다
urgent 절박한
lodging 잠잘 곳, 숙박할 곳
vacancy 빈방
be about to do 곧 ~할 것 같다
irritated 짜증이 난
innkeeper 여인숙[여관] 주인
unfriendly 매정하게
barn 헛간
director 연출가, 감독
figure 생각하다
refusal 거절
expectant mother 임신부, 곧 어머니가 될 여자

26 덩치가 크고 지능 발달이 더딘 Wally를 소개하는 내용인
(A) 다음에, 그가 크리스마스 연극에서 여인숙 주인 역할을 맡
았다는 내용이 처음 나오는 (C)가 이어지고, 그다음에 연극 도

get caught up with (감정 등)에 사로잡히다

중에 출산을 앞둔 마리아와 그의 약혼자인 요셉에게 빈방이 없
다는 대사를 Wally가 하는 내용인 (B)가 이어지며, 마지막으
로 그 상황을 연극이 아니라 진짜라고 여기게 된 Wally가 그들
에게 자기 방을 내주는 장면이 나오는 내용인 (D)가 이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한 글의 순서이다.
27 (c)는 연출자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전부 Wally를 가리킨
다.
28 Wally는 연기 도중에 슬픈 감정에 사로잡혀 눈물을 흘리면
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기 방을 내주었으므로, ④는 글에 관
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ponder 곰곰이 생각하다

acting 연기
genuine 진짜인
pretend 가짜인, 가공한
production 연극 작품, 제작
assume 여기다, 가정하다
line 대사
whisper 속삭이다
     

touch 감동시키다

구조 분석
	

■ No one would dare cause trouble for the younger

children when burly Wally was near.
dare가 부정문에서 사용될 때, 뒤에 to부정사 또는 to 없는

	

부정사 둘 다 쓰일 수 있다.
■ No one [who was present that night] will be abl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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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④
19 ④
25 ④

2
8
14
20
26

⑤
⑤
⑤
⑤
④

3
9
15
21
27

미를 나타내는 to부정사구이다.

3

Mini Test
⑤
⑤
②
⑤
④

본문 202~227쪽

4⑤
10 ④
16 ⑤
22 ⑤
28 ⑤

5
11
17
23

④
③
②
⑤

6
12
18
24

어휘 및 어구

③

mention 말하다, 언급하다

②

open-minded 마음이 넓은

②

rarely 좀처럼 ~하지 않는

⑤

given ~을 고려하면

  

Week 9

treatment 치료
  

physician (내과) 의사
  

as far as ~하는 한
grateful 감사하는

  

1

	

| 정답 |

⑤

소 재

어머니의 담당 의사를 바꿔 달라는 요청

appreciate 감사하다, 높이 평가하다
disruption 혼란, 붕괴
in advance 미리

해 석

관계자분께

님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남자 의사에게 자신의 문제
에 대해 말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어머니
는 매우 마음이 넓은 분이고 좀처럼 불평하지 않으셔서, 저는 어머
니께 이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상당한 치료 필요성을
고려하면,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 끝
에, 저는 어머니가 여자 의사에게 더 편안함을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머니의 의사는 항상 여자 의사였습니다.
귀하가 제 어머니의 의사를 여자 의사로 바꿔 주시면 매우 감사하
겠습니다. 어머니의 치료에 더 이상 어떤 혼란도 줄일 수 있도록 가
능한 한 빨리 이것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Shelly Diamond 드림
문제 해설

필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새로운 남자 의사에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가 여
자 의사에게 더 편안함을 느끼리라 생각되어 여자 의사로 바꿔
달라는 요청을 하는 서신이다. 그러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구조 분석
	

■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do this as soon as

possible {to alleviate any further disruption in her
treatment}].
[ ]는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as soon as
possible은 ‘가능한 한 빨리’라는 뜻이고, { }는 목적의 의

2

	

| 정답 |

소 재

성적표 받는 날
해 석

성적표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수업 마지막 날, 담임 선생님께
서 알려 주시기를, 교장 선생님께서 나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셨
다. 나는 걱정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성적표를 받기 위해 교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교장 선생님께서 교실 문 앞에 서서 나를 기
다리고 계신 것을 보았다. 내가 성적표를 받은 직후 그는 “Stanley,
밖에서 나 좀 보자.”라고 말씀하셨다. 내 심장 박동 속도는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나는 그를 만나기 위해 교실 밖으로 나갔고, 그는
말했다. “Stanley, 넌 정말 훌륭한 학생이야. 네 상황을 생각해 봤
을 때, 네가 시험을 잘 봐서 난 놀랐단다. 네가 너의 부모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썼단다. 너도 알다시피, 만약 네 부모님이 네가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다면, 너는 매우 잘할 수 있단다.
집으로 안전하게 가고 방학 잘 보내거라. 다음 학기에 널 볼 수 있길
바란다.” 이 말들은 대단히 많은 의욕과 기운을 주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겼다.
문제 해설

성적표를 받는 날 교장 선생님이 필자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담임 선생님의 말에 불안해했으나, 교장 선생님의 칭찬을 듣고
매우 고무되었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I’의 심경 변화로
는 ⑤ ‘불안해하는 → 고무된’이 가장 적절하다.
① 몹시 화가 난 → 만족스러워하는
② 기뻐하는 → 부끄러워하는

  

Mini Test 3 - 정답과 해설

088~159 수능특강2023(영어독해연습)정답(11~미니).indd 143

⑤

Mini Test

귀하에게 제 어머니 Ann Diamond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이 글을
씁니다. 며칠 전, 어머니가 제게 전화해 자신의 새 의사인 Kyle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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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③ 자신감 있는 → 걱정하는
④ 무관심한 → 아주 신이 난

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문제 해설

구조 분석
	

■ On the last day of school [when I was waiting to

receive my report card], my classroom teacher
informed me [that the principal wanted to see me].
첫 번째 [ ]는 the last day of school을 수식하는 관계절이
다. 두 번째 [ ]는 informed의 직접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
사절이다.

그동안 제안의 대부분이 아이에 집중하였으나, 사실상 부모의
감정, 태도, 가치관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자녀
와의 소통과 공감을 위해서는 부모 자신이 먼저 변화하여 더
나은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다. 그러므로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구조 분석

어휘 및 어구

	

■ We strive not only [to understand our children] but [to

develop better ways to communicate and relate in our
effort to build future generations].
두 개의 [ ]는 ‘~뿐만 아니라 …도’라는 뜻의 「not only ~
but (also) ...」의 구조로 연결되어 strive에 이어진다.

  

report card (학교의) 성적표, 통지표
  

principal 교장

be overwhelmed with ~에 휩싸이다[압도되다]
  

immediately 즉시, 즉각

dramatically 급격히, 극적으로

  

어휘 및 어구

considering ~을 생각해 볼 때

victim 피해자, 희생자

perform (행)하다

  

  

inadequate 부적절한

extremely 매우, 몹시

  

  

demanding 요구가 많은

motivating 의욕을 갖게 하는

  

permissive 관대한, 허용하는

inspiring 기운[용기, 영감]을 주는, 고무하는

   

proficient 능숙한

reflect on ~을 되새기다, ~을 곰곰이 생각하다

  

mirror 반영하다

center around ~에 집중하다
  

transaction 교류, 거래
  

attitude 태도

	

⑤

소 재

부모가 먼저 변화의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
해 석

종종 혼란스럽고 부적절한 정보의 피해자인 부모는 어떤 이들로부

cope 대처하다

  

| 정답 |

personality 인성, 성격
reorganization 개조, 재편
procedure 절차

  

3

strive 노력하다, 애쓰다
relate 공감하다, 마음이 통하다

터는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다른 이들로부터는 더 엄격
하거나 더 요구가 많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 왔다. 그들은 더 관대하
거나 단순히 아이의 감정을 반영하는 데 능숙해야 한다는 충고를 듣
아동뿐만 아니라 전인적 부모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이와의 교류는
필연적으로 부모의 감정, 태도, 그리고 가치관을 포함한다.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대처 방법과 인식을 먼저 바꾸지 않는
한 우리의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바랄 수 없다. 이것은 전체
적인 인성의 개조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부모와 자녀의 관

4

	

는다. 이런 제안의 대부분이 아이에 집중한다. 그러나 사실상 전인적

| 정답 |

⑤

소 재

누적되는 인간 문화의 발전
해 석

계에 대한 새로운 절차와 접근법의 개발을 제안하는 것이다. 우리는

누적되는 문화의 중요성은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면에서 목격될 수

우리의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대를 키

있지만, 가장 분명한 예시 중의 하나는 북극, 남북 아메리카, 아프리

우기 위한 노력에서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을 개발하

카,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아시아로 향했던 초기 유럽 탐험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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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참했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 셀 수 없이 많은 경우에 용기 있

platform 토대, 기반, 플랫폼

고 준비가 잘된 모험가들은 비명횡사하거나 거의 죽을 뻔했던 것에
반해, 그들의 최신식 기술이 없었던 바로 근처의 토착민들은 영양
상태가 좋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았다. 다름 아닌 타인의 경험으
로부터 배울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과거 발견물의 토대 위에 새로

5

| 정답 |

	

운 방법과 혁신이 쌓이면서 ‘호모 사피엔스’에게 엄청난 현지의 이점
을 제공했다. 그 결과로 각 세대는 바퀴를 다시 발명할[쓸데없이 시
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었고, 한 아이가 몇 세대 전이였다면 천재들
만 얻을 수 있었을 법한 세상에 대한 이해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소 재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인간관계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코페르니쿠스, 다윈, 그리고 갈릴레오의 발
견을 배우는 등,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영향을 목격하고 있는데, 의
심의 여지없이 다소 더 느린 형태의 누적 과정이 십만 년이 넘는 기
간 동안 존재해 왔다. 다른 어느 동물도 이것을 할 수 없다.
문제 해설

구조 분석

해 석

어떤 사람들은 데이터가 교육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데이
터가 도구 상자에 있는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을 움직이는
것은 아이들이 수업에 와서 배우고 싶어 하도록 자극하는 인간관계
이다. 만약 변화에 영향을 미칠, 의욕을 가진 교사와 학생들이 없다
면 세상의 모든 데이터는 가치가 없다.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인간
관계에 의해 추동되는 사람을 상대하는 사업에 종사한다. 숫자가 우
리의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인간관계야말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한 학기의 시험 점수를 보여 주라. 그것이 그들
이 더 나은 성과를 거두도록 자극할까? 교사, 학부모, 학교와의 관계

Mini Test

누적되는 인간 문화의 특징으로 인해 다음 세대는 매번 새로운
발견을 할 필요 없이 이전 세대로부터 누적되는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밑
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이전 세대부
터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사용할 수 있었다’이다.
① 생활 공간 너머의 영역을 탐험하기를 꺼렸다
② 지식을 수집하고 저장하는 자체의 플랫폼을 고안했다
③ 혁신에 수반하는 초기의 혼돈을 견디고 싶어 하지 않았다
④ 현지 지식을 새로운 과학적 발견물과 기술로 대체했다

④

가 견고하지 않으면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데이터 뒤에 숨는
사람들은 두렵거나 필요할 때 어려운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때
로는 그것을 의사소통 방법으로 사용한다. 학생들과 관계를 맺는 것
이야말로 학교를 매일 공부하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데이터
와 학력 격차를 내놓음으로써는 신뢰를 쌓지 못한다. 우리 모두는

	

■ It was [our capacity to learn from the experiences of

others] that gave Homo sapiens an enormous local
advantage, [with new strategies and innovations
built on a platform of prior discoveries].
「It was ~ that ...」 강조구문이 사용되어 첫 번째 [ ]를 강조
하고 있다. 두 번째 [ ]에는 앞 절에 이어지는 부수적 상황
을 나타내는 「with +명사구+분사구」 구문이 사용되었으며,
new strategies and innovations와 build가 수동의 관계이
므로 과거분사형인 built가 쓰였다.

우리가 매일 ‘어려운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가는 만큼만 갈 것이라
는 것을 알고 있다.
문제 해설

시험 점수 같은 데이터를 제시한다고 해서 학생의 학습 동기가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보들이 유의미할 수 있게 해 주
는 인간관계가 있어야 학습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는 내용이므
로, 글의 요지로는 ④가 가장 적절하다.
구조 분석

■ [What drives instruction] are relationships [that
	

어휘 및 어구

cumulative 누적되는
aspect 측면, 양상
  

explorer 탐험가

perish 비명횡사하다, 죽다
just around the corner 바로 근처에, 아주 가까운
modern 최신의, 현대의

motivate kids to want to come to class and learn].
첫 번째 [ ]가 주어 역할을 하고 are가 술어 동사인데, 선행
사를 포함한 관계사인 what이 이끄는 절이 주어인 경우 뒤
에 이어지는 보어가 복수 명사이면 동사의 복수형을 쓸 수
있다. 두 번째 [ ]는 relationship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shelter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다; 주거지, 피신처

drive 움직이다, 추동하다

capacity 능력, 역량

instruction 교육

strategy 방법, 전략

motivate 동기를 부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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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worthless 가치가 없는

구조 분석

put ~ into effect ~을 실행하다

	

■ [What one group enjoys], another rejects and

quarter (4학기 중) 한 학기

often such conclusions are based largely [upon
consideration of the collective] or [upon conformity].
첫 번째 [ ]는 reject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문두에 나와
있다. or로 연결된 두 번째와 세 번째 [ ]는 based에 이어진

solid 견고한
relate to ~과 관계를 맺다
achievement gap 학력 격차

다.
어휘 및 어구

evaluation 평가
in accordance with ~에 따라서

6

	

| 정답 |

③

소 재

식사 경험에 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해 석

perception 인식
critic 평론가, 비평가
companion 동반(자)
be predisposed to do ~하는 경향이 생기다, ~하는 성향이 있다
favor 좋아하다, 선호하다
in advance 미리

식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어쩌면 음식점 평론가나 저녁 식사

social position 사회적 지위

동반자의 인식에 따라 자신의 식사 경험을 평가할지도 모른다. 식사

reception 받아들임

하는 그 개인은 미리 그 경험이 즐겁다는 말을 들었다면 분명히 새

flavor 맛

로운 맛을 좋아하는 경향이 생길 것이다. 심지어 사회적 지위에 대

sample 시식하다

한 의식도 개인이 맛을 받아들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이

elevated (지위가) 높은

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동반자와 함께 새롭거나 예전에 나쁘게

appealing 매력적인

말했던 맛을 시식하고는 혼자 똑같은 것을 먹었던 때보다 그 경험이

consume 먹다, 섭취하다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굴이나 브리

overcome 극복하다

치즈와 같은 특정한 음식에 대한 혐오감을 극복할지도 모르는데, 왜

oyster 굴

냐하면 그들이 사회적으로 본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appreciation 감상

먹었기 때문이다. 관중이 예술을 감상하는 것에서처럼 요리의 성패

constitute 구성하다

는 식사하는 사람에 의해 결정되고, 그 평가는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define 규정하다, 정의하다

데, 계층, 인종, 민족, 국적, 그리고 성별만큼이나 다양한 사회적, 지

category 범주

리적, 그리고 생물학적 범주에 의해 규정된다. 한 집단이 즐기는 것

diverse 다양한

을 다른 집단은 거부하고, 흔히 그런 결론들은 공동체에 대한 고려

race 인종

또는 순응에 주로 기반을 둔다.

ethnicity 민족

문제 해설

식사 경험이나 새로운 맛에 대한 평가는 음식점 평론가나 함께
식사한 동반자의 의견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특히 자신이 본
받고 싶어 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할 경우 싫어하던 음식에 대
한 혐오감을 극복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보아, 글의 주제로
는 ③ ‘맛의 경험에 미치는 사회적 요인의 영향’이 가장 적절하
다.
① 식품 비평가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
② 고객의 음식 선호도를 판단할 때의 어려움
④ 음식 맛의 분류를 위한 다양한 접근법
⑤ 효과적인 식품 안전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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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 고려
collective 공동체,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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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①

소 재

야생 동물에 대한 범죄를 추적하는 데 이용되는 DNA 기술
해 석

새로운 기술이 인간에 대한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야생 동물에 대한 범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탈리아에서 과학자들은 밀렵 용의자가 소유한 칼에 묻은 피가 밀렵
된 특정 멧돼지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었다. Washington
대학교 보호 생물학 센터의 과학자들은 아프리카에서 싱가포르로

conservation 보호, 보존
origin 출처, 기원
ship 운반하다
slaughter 도살하다
scattered 흩어진
dung 똥
identify 밝히다, 확인하다
instance 사례, 경우
shipment 화물
detect 발견하다

운반된 상아 밀수품의 출처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엄니를 얻기
위해 도살된 코끼리들은 모두 한곳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아프리
카 전역에 흩어져 있었는가? 그들은 상아의 DNA와 아프리카 대륙

심부에 있는 작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밀렵을 막기 위한 그
단체의 노력이 확대될 수 있었다. 그들은 말레이시아의 한 선적 컨
테이너에서 발견된 두 번째 상아 밀수품 화물에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었다. 이 사례에서는, 코끼리들이 다른 지역에서 왔다.
문제 해설

DNA를 비교 조사할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하여 밀렵꾼을 찾아
내거나 밀렵이 일어나는 장소를 알아낼 수 있다는 내용이므
로, 글의 제목으로는 ① ‘야생 동물에 대한 범죄를 추적하는 데
DNA를 이용하기’가 가장 적절하다.
② 과학 연구에 동물을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라
③ 인간의 DNA 배열을 공유하는 동물들
④ 야생 동물을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어렵다
⑤ 동물 생명 공학: 새로운 수익성 높은 사업
구조 분석
	

■ They compared DNA from the ivory with DNA

patterns [found in elephant dung {collected all over
the African continent}].
「compare ~ with ... 」는 ‘~과 …을 비교하다’라는 뜻이
다. [ ]는 DNA patterns를 수식하는 분사구이고, { }는
elephant dung을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어휘 및 어구

crime 범죄
wildlife 야생 동물
much as ~이기는 하지만

| 정답 |

소 재

미국 성인 시청자의 외국어 영화 시청 방식 선호도
해 석

위의 그래프는 2020년 미국 성인들의 외국어 영화를 자막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과 영어로 더빙된 것을 보는 것의 선호도에 대한 인
종 집단별 조사 결과를 보여 준다. 전반적으로 대략 ‘전체 성인’ 10
명 중 6명은 외국어 영화를 영어로 더빙된 것보다 자막이 있는 것으
로 보는 것을 선호했다. 외국어 영화를 자막으로 보는 것을 가장 선
호한 인종 집단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다. 조사 대상 ‘히스패닉
계’의 57퍼센트는 외국어 영화를 자막이 있는 것보다는 영어로 더
빙된 것으로 보기를 선호했다. 모든 인종 집단 중에서 ‘백인’이 ‘전체
성인’과 가장 근접한 시청 선호 비율을 보였다. 시청 선호 비율이 ‘기
타 인종’과 가장 가까운 인종 집단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다.
문제 해설

시청 선호 비율이 기타 인종(Others)과 가장 가까운 인종 집단
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아니라 ‘히스패닉계’이므로 ⑤가 도표
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조 분석

■ The ethnic group [whose viewing preference

percentages were closest to “Others”] was “AfricanAmericans.”
[ ]는 문장의 주어인 The ethnic group을 수식하는 관계절
이다.
어휘 및 어구

own 소유하다

preference 선호도

wild boar 멧돼지

ethnicity 인종 집단, 민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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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Mini Test

수 있었다. 이 사례에서, 그들은 그 엄니들의 출처가 Zambia의 중

8

	

전역에서 수집된 코끼리 똥에서 발견된 DNA 패턴을 비교했다. 그
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밀렵이 어디서 일어났었는지 더 잘 밝혀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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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subtitle 자막

flexible 유연한

dub 더빙하다

flatten 평평하게[납작하게] 만들다

overall 전반적으로

land on one’s back 등을 땅에 대고 넘어지다, 벌렁 드러눕다
right 똑바로 세우다

	

| 정답 |

⑤

소 재

10

팬케이크거북의 생태
해 석

위 절벽에서 살며, 낮에는 바위틈에 숨어 지낸다. 풀숲은 먹이 활동
과 번식에 매우 중요하다. 절벽 주변의 이러한 초지가 인간의 활동
으로 사라지고 있으며, 이것이 그 종의 개체 수 증가를 방해한다. 팬
케이크거북은 가벼운 등딱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이 종종
걸음을 쳐 포식자들로부터 더 빨리 달아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종
에서는 등딱지를 구성하는 골판이 축소되어, 뼈들이 있을 곳에 공간
을 남겨, 그것을 덜 무겁고 더 유연하게 한다. 등딱지는 평평해지기
도 하는데, 그것은 팬케이크거북이 매우 낮은 바위 밑에서 쉬거나
그 아래로 도망하는 데 도움이 된다. 팬케이크거북은 등을 땅에 대
고 넘어지더라도 상당히 쉽게 자세를 똑바로 세울 수 있다.
문제 해설

등을 땅에 대고 넘어지더라도, 아주 쉽게 스스로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했으므로 ⑤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조 분석

파워 포드 믹서기
해 석

파워 포드 믹서기 조립하기와 사용하기
블레이드의 손잡이를 잡고 그것[블레이드]을 아래로 내려 용기의 바
닥 중앙에 있는 회전 심봉 핀에 맞추세요.
가공할 재료를 용기에 넣으세요.
튀김 방지 뚜껑을 용기에 얹으세요.
뚜껑의 맨 위에 파워 포드를 얹는데, 반드시 제자리에 안전하게 들
어가도록 하세요.
파워 포드에 달린 전선의 플러그를 전기 콘센트에 꽂으세요.
재료를 혼합하기 위해, 파워 포드의 맨 위에 있는 제어 버튼을 누르
고 있으세요.
유의 사항:
기기를 한 번에 15초 넘게 작동하지 마세요.
용기, 튀김 방지 뚜껑, 블레이드는 모두 식기 세척기에 사용할 수 있
습니다.
파워 포드는 축축한 천으로 깨끗이 닦으세요.
문제 해설

	

■ These grassy areas around the cliffs are disappearing

④

소 재

팬케이크거북은 매우 희귀하고 1960년대와 70년대에 불법 애완
동물 거래로 고통받았다. 그것의 작은 크기는 케냐와 탄자니아에서
아주 많은 수로 밀반출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팬케이크거북은 바

| 정답 |

	

9

을 방해하다’라는 뜻이다.
어휘 및 어구

illegal 불법의
population 개체 수

재료를 혼합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고 있으라고 되어 있으
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구조 분석

■ Place the power pod on top of the lid, [making sure {it
	

through human activity, [which prevents the species
from increasing its population].
[ ]는 앞의 절(These grassy areas ~ activity)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절이며, 「prevent ~ from -ing」는 ‘~이 …하는 것

is securely in place}].
[ ] 는 부수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 } 는
making sur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어휘 및 어구

shell (거북의) 등딱지

assemble 조립하다, 집합시키다

escape from ~로부터 달아나다

blender 믹서기, 분쇄기

predator 포식자

blade 블레이드, (칼·도구 등의) 날

bony plate 골판

load 넣다, 채워 넣다

  

148

EBS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088~159 수능특강2023(영어독해연습)정답(11~미니).indd 148

2022-01-06 오후 6:20:07

process (식품·정보 등을) 가공[처리]하다

문제 해설

splash 튀김, 철벅거림; 튀기다, 철벅거리다

부문에 활동, 성찰 여행, 전통, 가족이나 단체 여행이 있다고
나와 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③이다.

lid 뚜껑
in place 제자리에 있는

구조 분석

plug (전기 기구의) 플러그를 꽂다

■ Stories can be submitted [from adventures {taken
	

power cord 전선

between the dates of May 1, 2021 through April 30,
2022}].
[ ]는 Stories를 수식하는데 짧은 술부인 can be submitted
의 뒤로 이동하였다. { }는 adventures를 수식하는 분사구

electric outlet 전기 콘센트
blend 혼합하다
appliance (가정용) 기기
damp 축축한

이다.
어휘 및 어구

federal 연방 정부의
submit 제출하다
legal 합법적인, 법률이 인정하는

11

	

| 정답 |

③

resident 거주자, 주민

Mini Test

as of ~ 현재로, ~ 시점에

소 재

reflection 성찰, 심사숙고, 반사

모험담 공유 대회

character 글자, 문자, 부호
accompany 곁들이다, 보태다, 동반하다

해 석

자기 모험담 공유 대회
우리는 연방 정부 공유지와 공유 수역에서의 여러분의 모험에 관해

criterion (판단·심사의) 기준 (pl . criteria)
gift card 기프트 카드(상품권의 기능과 신용 카드의 편리함을 합친 선
불 카드)

들으려고 들떠 있습니다.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
의 날짜 중에 한 모험에서 생긴 이야기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여
러분의 이야기를 2022년 5월 15일까지 www.adventures.gov/
shareyourstory에 제출하세요.
합법적인 미국 거주자 ‘그리고’ 18세 이상이어야 함(2021년 4월
30일 현재)

12

	

■참가자

| 정답 |

②

소 재

제품의 표준화

•활동
		

•전통

		

■부문
•성찰 여행
•가족이나 단체 여행

■길이
900에서 4,500 글자
■사진
여러분의 이야기에 곁들일 한 개에서 세 개의 이미지(사진은 심사
기준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품

해 석

여러분이 이 글을 책 형태로 읽고 있다면 여러분 앞에 놓인 페이지
는 거의 1세기 전에 한 민간 표준 설정 단체의 독일인 엔지니어 위
원회에 의해 결정된 표준 크기일 가능성이 있으며, 아마도 반세기도
더 전에 표준화된 컨테이너에 담겨 운송되었을 것이다. 여러분이 이
것을 화면에서 읽고 있다면,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글자를 만들어
내는 특정한 일련의 전기 임펄스는 더 최근의 국제 엔지니어 위원회
에 의해 표준화되었는데, 여러분의 전자책 단말기가 이 글을 만들어
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언어도 역시 그랬다. 여타의

기프트 카드(300달러, 500달러, 1,000달러, 또는 2,000달러) ‘그

그런 위원회들은 여러분의 기기가 사용하는 건전지, 그리고 건전지

리고’ 국립 공원 및 연방 휴양지 1년 입장권 1매

충전기와 그것의 전기를 제공하는 발전소 사이의 모든 스위치와 접

(수상자는 2022년 5월 31일에 발표될 것입니다.)

속 배선함, 송전선, 그리고 송전탑의 표준을 정립했다. 유사한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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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니어 위원회들이 그 탑을 구성하는 시멘트와 강철, 그것들을 결속하

scores of 수십의

는 대갈못이나 너트와 볼트, 그리고 그 탑을 세우고 그 전선을 묶는

yet more 훨씬 더 많은

모든 기계류를 표준화했다. 그 전선이 시작하는 발전소는 훨씬 더
많은 위원회와 단체에 의해 만들어진 수십 가지의 다른 표준에 의존
한다.

② 반복되는 동사구인 were standardized by a more recent
international committee of engineers를 대신하는 동사를
써야 하므로, 밑줄 친 ②의 did는 were로 고쳐 써야 한다.
① containers가 standardize(표준화하다)의 대상이므로, 과
거분사형인 standardized는 어법상 적절하다.
③ uses의 주어는 your device이고 your device uses가 관계
절로 the battery를 수식하므로, uses는 어법상 적절하다.
④ hold의 목적어가 the cement and steel을 가리켜, hold의
주어인 that(the rivers and bolts)과 서로 다른 대상이므로,
them이 온 것은 어법상 적절하다.
⑤ The power plants를 선행사로 하고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의 역할을 하므로, 관계부사 where는 어법상 적절하다.
구조 분석

13

| 정답 |

	

문제 해설

④

소 재

프린터 제조업체와 제3자 잉크 제조업체의 경쟁
해 석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체는 자신들이 결정하는 가격으로, 고객이 자
신들로부터 잉크 카트리지를 구매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컴퓨
터 프린터 제조업체]은 자신들의 카트리지를 프린터 카트리지 자리
에 꽂아 그것에 의해 프린터 제조업체의 수익 흐름을 가로채려는 제
3자 잉크 생산업체와의 경쟁에 직면한다. 이러한 조직은 프린터 제
조업체에 다소 기생충처럼 행동한다. 프린터 제조업체는 때로는 ‘비
틂과 돌림’으로 알려진 전략을 사용하여 이런 가로채기에 대응한다.
이것에는 프린터와 잉크 카트리지 사이에 있는 접속기의 세부 사항
을 끊임없이 바꾸는 것이 포함된다. 이것의 효과는 제3자 잉크 제조

recent international committee of engineers, as were
[the software languages {that make it possible for
your e-reader to generate this text}].
첫 번째 [ ]는 was standardized의 주어이고, 첫 번째 { }
는 the specific set of electrical impulses를 수식하는 관
계절이고, 첫 번째 < >는 the characters를 수식하는 관계절
이다. 두 번째 [ ]는 were의 주어이고, { }는 the software
languag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들의 제품을 덜 매력적이게 만든다. 그리고 또 프린터 출시와 제3자

text 글, 문서, 지문
committee 위원회
ship 운송하다, 실어 나르다
specific 특정한, 구체적인
electrical 전기의
impulse 임펄스, 자극, 충동
e-reader 전자책 단말기
establish 정립하다, 설립하다
device 기기, 장치
transmission 송전, 송신, 전송
erect 세우다, 건립하다
string 묶다(-strung-st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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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는(→ 증가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그들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그
잉크 제조업체가 카트리지를 복제하는 시점 사이에 지연이 있다. 이
런 과정의 결과는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프린터 카트리지이다.
문제 해설

프린터 제조업체의 ‘비틂과 돌림’ 전략으로 인해 제3자 잉크 제
조업체가 해야 할 연구와 개발 업무의 양은 증가하며, 그것이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이 되어야 문맥상 적절하다. 따라서
④의 restrict(제한하다)를 increase(증가시키다)와 같은 어휘
로 바꾸어야 한다.
구조 분석

■ The effect of this is [to increase the quantit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work {that the thirdparty ink manufacturers need to do to stay in
business} — {which increases their costs and makes
their products less attractive}].
[ ]는 주격 보어 역할을 한다. 첫 번째 { }는 research and
development work을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두 번째 { }
는 앞선 절의 부수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dictate 결정하다, 명령하다

   

어휘 및 어구

업체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연구와 개발 업무의 양을 제

	

	

■ If you are reading this on a screen, [the specific set of
electrical impulses {that creates the characters <that
appear before you>}] was standardized by a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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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party 제3자의

  

반되어’이다.
① 지연되어
② 왜곡되어
③ 강조되어
④ 압도되어

  

plug 꽂다, 밀어 넣다
slot 자리, 구멍, 홈

thereby 그것에 의해
  

intercept 가로채다

revenue 수익, 수입

  

구조 분석

stream 흐름, 시내

  

■ Consumption today is [so widely associated with the
	

parasite 기생충

  

private act of purchase in the market that it is easy
{to forget that huge chunks have been public (and
in many ways continue to be) — in public hospitals,
armies, schools, subsidized university canteens and
kindergartens}].
[ ]에는 「so ~ that ...」 구문이 사용되어 ‘매우 ~해서 …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가 내용

  

counter 대응하다, 반박하다
  

constantly 끊임없이, 거듭
  

interface 접속기, 접점

stay in business 사업을 유지하다
  

release 출시, 발표

huge 엄청난, 거대한

상의 주어이다.
Mini Test

어휘 및 어구
   

chunk 큰 부분, 덩어리

⑤

subsidize 보조금을 주다

  

| 정답 |

kindergarten 유치원

  

	

14

  

affluence 풍요, 풍부함

complement 보완[보충]하다

   

공공 소비와 동반되어 온 민간 소비

institution 기관, 단체

  

소 재

infrastructure 사회 기반 시설

  

해 석

in the first place 애당초, 우선

  

오늘날 소비는 시장에서의 사적인 구매 행위와 매우 광범위하게 연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관되어 있어 공공 병원, 군대, 학교, 보조금을 받는 대학 구내식당 및

literature 문헌, 문학

  

유치원에서 엄청나게 큰 부분이 공적인 것이었다는 (그리고 많은 면

을 포함한) 20세기를 돌아보면, 어떻게 민간 소비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과 동반되어 왔는지는 놀랍다. 공공 소비에 대한 국가의 지출은
애당초 민간 소비를 가능케 한 신용 정책과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에 의해 보완되어 왔다. 만약 국가가 애당초 도로와 고속 도로

treat ~ as ... ~을 …으로 취급하다
misfit 부적응자

presume 가정[추정]하다

  

업무 공간이면서 동시에 소비의 공간이다. (풍요의 시대에서의 미국

  

에서 계속 그러하다는) 것을 잊기 쉽다. 마찬가지로, 기업과 기관도

destination 목적지, 도착지
bypass 무시하다, 우회하다

를 건설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더 적을 것이다. 때로 역사 문헌에서는 시장 사회를 ‘정상적인’ 소비
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가 택해 온 많은 다른 길을 무시
하는, ‘소비자 사회’의 공유된 목적지로 가는 단 하나의 고속 도로만
을 가정하는 것이다.
문제 해설

오늘날의 소비를 사적인 구매 행위로만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
으나 공공 기관 및 시설, 기업 등도 소비의 공간이며, 민간 소
비와 공공 지출은 서로를 보완하며 영향을 끼쳐 왔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동

15

	

문화로, 계획 사회를 비정상적인 부적응 문화로 취급하는 위험이 여

| 정답 |

소 재

좋아함과 싫어함에 관한 판단
해 석

사람은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자마자, 그것을 좋아하는지 혹
은 싫어하는지에 대해 알기 시작한다. 이러한 초기의 평가는 즉각
적이고 무의식적이며, 첫 100만분의 1초 동안의 생각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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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다. 이러한 초기의 평가는 심지어 아무 의미가 없는 단어와 같이 사

mild 약간의, 순한

람들이 이전에 한 번도 접해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발생한다.

attitude 태도, 마음가짐

예를 들어, 한 연구는 영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단
어인 ‘juvalamu’가 기분을 매우 좋게 하며, 아무 의미가 없는 단어
인 ‘bargulum’은 적당히 기분을 좋게 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단어
들이 더 깊이 생각함으로써 초기의 평가를 쉽게 뒤집을 수도 있지만,

16

	

인 ‘chakaka’는 매우 불쾌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다. 비록 사람
만약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면, 초기의 평가는 변하지 않는다. 이
연구의 주 저자인 John Bargh에 따르면 (분명히 ‘bargulum’이라
는 단어에 대해 영감을 주었던 사람이었을 텐데!), “우리는 우리의 마

면,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태도를 보인다.
문제 해설

사람은 어떤 것을 접하자마자 무의식적으로 그것의 좋고 싫음
에 대한 즉각적인 평가를 하게 되며, 그 결과 처음부터 한쪽으
로 치우침이 전혀 없는 상태로 무언가를 바라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② ‘모든 것에 대해서 태도를 보인다’이다.
① 공정성에 큰 가치를 부여한다
③ 자신들의 초기 평가에서 벗어난다
④ 새로운 대상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현한다
⑤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한다
구조 분석

인터넷 접근과 미국 노동자의 임금
해 석

1990년대에, 인터넷 연결과 개인용 컴퓨터라는 특정한 도구에 대
한 접근이 고임금 일자리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이
야기가 있었다. 오늘날, 그 도구가 그 일자리보다 얻기가 더 쉬웠던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가정 인터넷 접속이, 물론 격차
는 여전히 남아 있을지라도, 포화점에 이르면서 노동하는 미국인의
경제적 생활은 향상되지 않았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
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시급은 정체하였는데, 생산성은 계속 향상
하였다. 사실, 가정 인터넷 접속이 포화점에 이른 시기인 2000년부
터 2013년까지, 노동 인구 30퍼센트의 시급은 실제로 하락했다. 고
등학교 학위만을 가진 노동자의 경우 이야기는 더 열악하지만, 대
학 졸업자조차 약한 임금 상승을 경험했다. 그리고 지난 40년에 걸
쳐 성별을 근거로 한 급료 격차는 좁혀졌지만, 인종을 근거로 한 것
[격차]은 끈질기게 지속되었다. 이것은 인터넷 접속이 개인의 경제적
적응도를 향상하는 경우에 우리가 기대할 모습이 결코 아니다.

	

■ This initial evaluation is immediate and unconscious,

⑤

소 재

음이 좋아함과 싫어함에 관한 최소한 약간의 판단도 없이 치우침이
전혀 없는 상태로 보는 무언가를 아직 찾지 못했다.” 달리 표현하자

| 정답 |

설명하는 분사구문이다.
어휘 및 어구

initial 초기의, 처음의
immediate 즉각적인
unconscious 무의식적인
microsecond 100만분의 1초[마이크로초]
encounter 접하다, 마주치다
nonsense 아무 의미가 없는, 뜻이 통하지 않는
pleasing 기분을 좋게 하는
moderately 적당히, 알맞게
displeasing 불쾌하게 하는
override 뒤집다, 무효로 하다
stand 변하지 않다, 유효하다
lead author 주 저자
inspiration 영감을 주는 사람[것], 영감
regard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을 보다[대하다]

  

152

문제 해설

미국에서 인터넷과 컴퓨터의 보급에 따라 노동자가 고임금 일
자리에 접근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가정 인터넷 접속이 포화
점에 이르고 생산성이 향상되어도 미국 노동자들의 경제적 생
활은 향상하지 않았고, 30% 노동 인구의 시급 하락과 인종 간
급료 격차 지속 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빈
칸에는 ⑤ ‘인터넷 접속이 개인의 경제적 적응도를 향상하는’이
가장 적절하다.
① 그 새로운 도구가 데이터에 새로운 가치를 보태는
② 임금 격차가 정보 격차를 증가시키는
③ 정보 기술이 많은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④ 인터넷이 일반 대중에게 접근 가능하지 않은
구조 분석

■ Indeed, [from 2000 to 2013], [the era {wherein home
	

[occurring in the first microsecond of thought].
[ ]는 문장의 주어 This initial evaluation을 부가적으로

internet access reached the saturation point}], hourly
wages for 30 percent of the workforce actually fell.
첫 번째 [ ]를 두 번째 [ ]가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는 the era를 수식하는 관계절인데 wherein은 관계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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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in which로 바꿀 수 있다.

우리 자신을’이 가장 적절하다.
① 우리의 조상이 우리이고 우리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③ 우리가 힘든 도전에서 살아남지 못한 자들인 것처럼
④ 우리가 존재하게 해 준 우리의 조상을 높이 평가하여
⑤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발생한 것을 기
반으로

어휘 및 어구

the story goes that ~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access 접근, 접속, 이용하는 기회
hourly wage 시급, 시간당 임금
era 시기, 시대

구조 분석

workforce (국가의) 노동 인구, (기업의) 모든 노동자

■ By pulling together threads of evidence from many

stubbornly 끈질기게, 완고하게

disciplines, it’s possible [to weave together ideas
about the dramas {that our ancestors might have
starred in}].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 }는
the drama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It was [the challenges they faced, the solutions they
found, and the trade-offs they made] that shaped
[what we have become].
첫 번째 [ ]는 「It was ~ that ...」 강조구문에서 강조되는 부
분이다. 두 번째 [ ]는 shaped의 목적어인 명사절로, what

	

degree 학위

	

persistent (끊임없이) 지속되는, 끈질긴

	

| 정답 |

②

소 재

인류의 조상을 이해하기
해 석

증거는 언제나 ‘실제로’ 일어난 것을 확실히 밝히기보다는 일어났을
가능성이 ‘없는’ 것을 보여 주는 것에 더 능하다. 바로 그 때문에 이
야기가 가치 있다. 여러 학문 분야에서 나온 증거의 실들을 함께 모
음으로써, 우리 조상들이 주연을 맡았을 수도 있는 드라마에 관한
견해를 엮어 맞추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그들이라면 어떤 느낌이
었을지 지식에 근거한 추측을 할 수도 있다. 바로 그들이 직면한 도
전, 그들이 찾은 해결책, 그리고 그들이 한 절충이 현재에 이른 우리
를 형성하였다. 우리의 조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도전
을 어떻게 직면했을지, 또는 ‘우리’가 어떻게 느꼈을지 상상하는 것
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과 장소
를 벗어나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조상은 다른 문제
를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경험의 생애를 살았고 다른 지식과

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이다.

Mini Test

17

어휘 및 어구

reveal 밝히다, 드러내다
thread 실, (이야기) 줄거리
discipline 학문 분야, 학과
weave 엮다, 짜다
ancestor 조상
star in ~에 주연을 맡다
educated 지식에 근거한, 교육받은
solution 해결책, 해법
trade-off 절충, (타협을 위한) 거래
ancient 먼 옛날의, 고대의
capacity 능력

신념에 둘러싸여 있었다. 우리의 더 먼 옛날의 조상은 신체적으로
달랐고, 그들의 정신은 다른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하
는 바처럼 사고하고 느낄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치 오늘날 사람들처
을 것이다.
문제 해설

조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상이 직면한 도전을 어떻
게 직면했을 것이고 어떻게 느꼈을지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야
하며, 다른 경험, 다른 지식과 신념, 심지어 먼 조상의 경우 다
른 신체와 다른 능력을 상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빈칸에는 ②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과 장소를 벗어나서

18

	

럼 보였을 수 있는 상당히 최근의 조상조차도 다르게 사고하고 느꼈

| 정답 |

소 재

상호 필요에 따른 계층 질서
해 석

초기 민주주의를 유발한 요인 중 하나에는 통치자가 얼마나 많이 자
기 백성을 필요로 했고 백성이 얼마나 많이 자기 통치자 없이 지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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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dispersal 분산, 확산

    

수 있었는지 사이의 균형이 포함되었다. 통치자들은 세입이 더 많이
필요했을 때 협력적 방식으로 통치하는 것을 받아들일 개연성이 더
있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백성의 참전이 필요했던 경우에 훨씬 더
개연성이 있었다. 그저 백성에게 싸우라고 강요하는 수단이 불충분
은 흔히 통치자의 개인적 수입으로 간주되었고, 그것의 많은 부분이

19

	

했으므로, 통치자는 그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제공했다. (국가의 세입
황실과 궁전에 쓰였다.) 이 모든 것의 이면은, 백성이 이를테면 새로
운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특정 통치자 없이 지내는 것이 더 편하다
고 생각할 때마다, 그때 통치자는 더욱 합의에 따라 통치하지 않을

| 정답 |

④

소 재

생물 제어계 연구
해 석

수 없다고 느꼈다는 것이었다. 퇴거라는 선택지가 계층 질서에 영향
을 미친다는 생각은 실제로 대단히 일반적이어서, 그것은 인간 이외

생물 제어계에 관한 연구는 살아 있는 유기체의 행동에 관한 연구이

의 종들에게도 적용된다. 개미와 조류만큼 다양한 종에서, 사회적 조

다. 유기체는 그 행동이 비생물 제어계의 그것[작동]과 동등하기 때

직은 생물학자들이 ‘분산’이라 부르는 것의 비용이 낮을 때 덜 위계

문에 생물 제어계로 간주될 수 있다. (C) 그 동등성은 비생물 제어계

적인 경향이 있다.

와 살아 있는 유기체 둘 다가 ‘제어한다’는 사실에 달려 있는데, 그것

초기 민주주의에서 통치자가 백성을 더 필요로 할 때, 백성이 통
치자를 덜 필요로 할 때, 통치자가 협력적 방식으로 통치할 가능
성이 더 있었는데, 이는 개미나 조류 같은 종에서 분산이 쉬울
때 덜 위계적인 경향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내용의 글이다. ②
는 왕정에서의 국가 세입의 용처에 관한 내용이므로, 글의 흐름
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 ②이다.
구조 분석
	

■ The flip side of all this was [that whenever people

found it easier {to do without a particular ruler — say
by moving to a new location —} then rulers felt
compelled to govern more consensually].
[ ]는 주격 보어이다. it은 형식상의 목적어이고 { }가 내용
상의 목적어이다. say는 ‘이를테면, 말하자면’의 뜻으로 예시
를 나타내기 위해 쓰이고 있다.
어휘 및 어구

do without ~ 없이 지내다
revenue (정부·기관의) 세입
collaborative 협력적인, 공동의
inadequate 불충분한, 부적당한
compel 강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다
portion 부분
royal household 황실, 왕가
flip side (생각·행동 등의) 이면, 다른 면
exit 퇴거, 떠남, 출구
hierarchy 계층, 체계
apply to ~에 적용되다
other than ~ 이외의, ~과 다른
hierarchical 위계적인, 계층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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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제어계들이, 이 결과[의도한 결과나 목표 결과]가 달성되지 않
도록 막을, 예측도 불가능하고 많은 경우 탐지도 불가능한 ‘방해’에
도 불구하고, ‘의도한 결과’나 ‘목표 결과’를 달성하도록 행동[작동]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A) 예를 들어, 온도 조절 장치는 비생물 제어
계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 온도를 상당히 달라지게 할 실내 사람 수
의 변화와 같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
록 작동함으로써 제어한다. (B) 마찬가지로, 차를 조금씩 마시는 사
람은, 그렇지 않으면 ‘잔과 입술 사이에서 수많은 미끄러짐’을 유발
할, 매번 한 모금 마시고 나면 바뀌는 잔의 무게와 같은 방해에도 불
구하고 자기 입술로 일관되게 잔을 가져가도록 행동함으로써 제어
한다.
문제 해설

주어진 글에서는 생물 제어계의 행동이 비생물 제어계의 작
동과 동등하다고 언급하고 있고, (C)에서는 그 동등성(The
equivalence)으로, 예측하거나 탐지할 수 없는 방해에도 불구
하고 의도한 결과나 목표를 달성하도록 행동[작동]한다고 설명
하고 있다. (A)에서는 예를 들어(For example) 온도 조절 장
치의 작동이 있다며, (B)에서는 마찬가지로(Similarly) 사람이
차를 마실 때 행동의 제어가 있다며, 각 제어계의 예시를 들고
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④ ‘(C)(A)-(B)’가 가장 적절하다.
구조 분석

■ The equivalence turns on the fact [that both nonliving
	

문제 해설

control systems and living organisms control],
which means [that they act to achieve intended or
goal results in the face of {unpredictable, and often
undetectable, disturbances <that would prevent these
results from being achieved>}].
첫 번째 [ ]는 the fact를 설명하는 동격절이다.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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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159 수능특강2023(영어독해연습)정답(11~미니).indd 154

2022-01-06 오후 6:20:11

[ ]는 means의 목적어이고, { }는 in the face of의 목적
어이다. < >는 unpredictable, and often undetectable,
disturbanc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organism 유기체, 생물
equivalent (가치·의미·기능 따위가) 동등한, 맞먹는
constant 일정한, 변함없는
in the face of ~에도 불구하고, ~에 직면하여
disturbance 방해, 방해물
variation 변화, 변이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considerably 상당히, 꽤

문제 해설

심성 모형의 조정은 간단하다는 말과 René Descartes의 생
각을 언급하는 주어진 글 다음에, 앞 문장의 내용을 언급하는
this로 연결되어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 근시인 사람의 안경이
나 프리즘으로 물체를 잡아 보라는 내용의 (C)가 이어진 후, 첫
시도가 프리즘 때문에 완전히 빗나가지만, 점차 움직임을 조정
한다는 내용의 (B)가 이어지고,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 동작
이 정확해지며, 안경을 벗으면 손이 다시 잘못된 위치로 간다
는 내용의 (A)로 마무리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주어
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는 ⑤ ‘(C)-(B)-(A)’가 가장
적절하다.
구조 분석

sip 조금씩 마시다; 한 모금

	

■ In the seventeenth century, René Descartes had

consistently 일관되게
turn on ~에 달려 있다
intended 의도하는, 목표로 삼은
unpredictable 예측이 불가능한
undetectable 탐지가 불가능한

Mini Test

already guessed [that our nervous system must
contain processing loops {that transform visual inputs
into muscular commands}].
[ ]는 had guess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 }
는 processing loop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slip 미끄러짐, (작은) 실수

어휘 및 어구
  

adjust 조정하다

  

nervous system 신경계
contain ~이 (들어) 있다
loop 폐회로

  

소 재

input 입력

muscular 근육의
command 명령

  

심성 모형의 조정

transform 변환하다, 변형하다

   

⑤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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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ive 계속되는, 연속적인

  

해 석

  

grab 잡다, 움켜쥐다

attempt 시도, 노력

  

aim for ~을 목표로 하다
preferably 가급적이면

nearsighted 근시의, 근시안의

  

더 좋은 방법도 있는데, 만약 할 수 있다면, 시야를 왼쪽으로 12도
옮기는 프리즘을 쥐고 그 물체를 잡으려 노력해 보라. (B) 여러분은

offset 치우침, 휨, 상쇄

  

근시인 사람의 안경을 쓴 상태로 어떤 물체를 한번 잡아 보라. 훨씬

precise 정확한

  

하는 처리 폐회로가 틀림없이 있다고 이미 생각했었다. (C) 여러분
은 이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안경, 가급적이면 매우

trial and error 시행착오

  

는 우리가 보는 물체에 어떻게 닿을 수 있는가? 17세기에 René
Descartes는 우리의 신경계에 시각적 입력을 근육 명령으로 변환

  

심성 모형을 조정하는 것은 때로 매우 간단하다. 예를 들어, 우리

첫 시도가 완전히 빗나가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 프리즘 때문에 여

get a hold of ~을 쥐다

러분의 손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물체의 오른쪽에 닿는다. 점차 여

shift 옮기다, 이동하다

러분은 움직임을 왼쪽으로 조정한다. (A) 계속되는 시행착오를 통해,
여러분의 뇌가 눈의 치우침을 보정하는 법을 배우면서, 여러분의 동
작은 점점 더 정확해진다. 이제 안경을 벗고 그 물체를 잡아라. 그러
면 여러분은 손이 잘못된 위치로, 이제 왼쪽으로 훨씬 너무 멀리 가
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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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⑤

affordable 가격이 알맞은

consistency 한결같음, 일관성

   

	

| 정답 |

   

21

conservatism 보수성

  

소 재

요리의 관점에서 본 미국의 역설

spectrum 범위, 스펙트럼
  

crave 갈망[열망]하다

expand 성장하다, 확장하다

   

해 석

요리의 관점에서 미국의 역설은, 비록 전 세계의 음식을 구할 수 있

ethnic 민족 전통의, 인종의
surpass 능가하다, 초월하다

   

고, 흔히 가격이 알맞지만, 한결같음과 보수성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

soul food 미국 남부 흑인들의 전통 음식

  

다. 그 범위의 한쪽 끝에서는, 여행을 통해 새로운 음식을 접하는 사

decline 줄어들다, 감소하다

   

람들과 새로운 맛 경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수입
과일 및 채소와 육류 제품, 치즈, 그리고 조미료 시장을 견인했다. 민
족 전통 음식점의 성장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음식점 산업 전체의 성
장을 훨씬 능가했다. 이탈리아, 멕시코, 일본(스시), 태국, 중동, 카리
브해 음식은 최근 몇 년간 가장 인기가 높아진 반면, 프랑스, 독일,

fast-casual 패스트 캐주얼의(음식, 서비스나 분위기가 패스트푸드 음식
점보다는 조금 더 나은)

plain 평범한

스칸디나비아 음식 및 미국 남부 흑인들의 전통 음식에 대한 관심
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최근의 발전 중 하나는 Chipotle,

22

	

Curry in a Hurry, L&L Hawaiian Barbecue, Mama Fu’s, 그
리고 Pho Hoa와 같은 패스트 캐주얼 민족 전통 음식점 체인의 성
공이다. 미국 요리 연속체의 다른 한쪽 끝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일
상적인 식단의 한결같음 속에서 상당한 만족을 느낀다. 전국 단위
경향 조사는 응답자들(66퍼센트)이 ‘평범한’ 미국 음식을 가장 좋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문제 해설

| 정답 |

⑤

소 재

동물의 노래에 대한 주장
해 석

개개의 입자들이 모여 소리를 이루는 체계가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

주어진 문장은 미국의 일부 사람들이 일상적인 식단에서 상당
한 만족감을 느낀다는 내용인데, ⑤ 앞부분은 여러 민족 전통
음식점 체인의 성공에 대한 내용이고, ⑤ 다음 문장이 평범한
미국 음식을 좋아한다는 응답자가 66퍼센트라는 내용이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⑤이다.
구조 분석

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수컷 혹등고래는 악구와
주제로 조직화된 별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복잡한 노래를 부른
다. 게다가 집단 내의 개체들은 매우 유사한 노래로 수렴하는데, 이
것은 각각의 번식기 내내 점진적으로 변화하며, 이는 구성 요소와
그것들의 패턴화가 학습된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결정적으
로 구성 요소의 순서와 노래의 의미 사이에 많은 관계가 있음을 보
여 주는 증거는 없다. 대신, 그 노래들은 항상 같은 것, 다시 말해 암

to new foods through travel] and those [who crave
new taste experiences] have driven [the rapidly
expanding market for imported fruits, vegetables, and
meat products, cheeses, and condiments].
첫 번째 [ ] 는 people 을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두 번째
[ ]는 thos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며, 세 번째 [ ]는 have
driven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이다.

컷에 대한 성적 광고와 수컷 간 우위 표시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처

	

■ At one end of the spectrum, people [who are exposed

럼 보인다. 새의 노래에 관하여 유사한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새의
노래는 (예를 들어, 흉내지빠귀에게서) 새로운 연속물을 만들기 위해
재결합된 별개의 구성 요소를 지닌 개개의 입자들이 모여 이루어지
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특징에도
불구하고, 그 노래는 짝짓기 준비 상태, 영역 표시, 그리고 어떤 경우
에는 개체의 정체성을 포함하는, 늘 똑같은 작은 일련의 의미를 전
달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휘 및 어구

문제 해설

   

continuum 연속체
   

cuisine 요리(법)

   

considerable 상당한

  

uniformity 한결같음, 획일성

  

meat-and-potatoes 일상적인

  

156

주어진 문장이 앞서 언급된 수컷 혹등고래의 노래에 관한 주
장과 유사한 주장임을 언급하는 A similar point로 시작되고
있고, ⑤ 다음 문장의 this structural feature가 주어진 문장
의 a particulate structure ~ (e.g., in mockingbirds)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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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키는 것이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⑤이다.

아닌 것 같다. 사실상, 정치와 매체의 관계는 독립적인 관계라기보다
는 필연적으로 상호 의존적 관계인 것이 더 사실인데, 그 이유는 각
자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상대방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즉, 뉴스 매

구조 분석

체는 기삿거리가 필요하고 정치인은 홍보가 필요하다. 소식통, 특히

	

■ Furthermore, individuals within a group converge on

a very similar song, [which changes incrementally
throughout each breeding season], [providing
evidence {that the elements and their patterning are
learned}].
첫 번째 [ ]는 a very similar song을 부연 설명하는 관계
절이고, 두 번째 [ ]는 앞부분의 내용을 부수적으로 설명하
는 분사구문이다. { }는 evidence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정부의 소식통은 뉴스의 생명선이다. 매체, 그리고 특히 텔레비전은
대통령과 총리가 상원이나 하원에서가 아니라 TV 스튜디오에서 카
메라 생중계로 그리고 집에 있는 우리에게 직접 중요한 정책 결정을
발표하며 현실 정치를 드러낸다.
→ 언론인들이 매체와 정치의 관계를 묘사하는 방식은 정확해 보이
지 않는데, 정치와 매체는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문제 해설

어휘 및 어구

make a point 주장을 제기하다
  

discrete 별개의, 분리된

  

element 구성 요소, 성분
  

recombine 재결합하다
  

novel 새로운, 신기한

  

sequence 연속(물), 순서

   

mockingbird 흉내지빠귀(북미산(産))

Mini Test

매체와 정부의 관계에 관한 언론인들의 묘사는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사실상 정치와 매체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
해 상대방에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요
약문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은 ⑤ ‘정확한(accurate) 의존적인(dependent)’이 가장 적절하다.
① 근거 없는 - 의존적인
② 진지한 - 배타적인
③ 이상한 - 보완적인
④ 기만적인 - 배타적인

하는 동격절이다.

구조 분석

   

humpback whale 혹등고래

■ The media, and television in particular, ventilate the

  

	

phrase 악구(樂句), 구절

convey 전달하다

realpolitik, [with presidents and prime ministers
announcing important policy decisions not in
Senate or the Commons but in the TV studio, live to
camera and directly to us in our homes].
[ ]에는 앞 절에 이어지는 부수적 상황을 나타내는 「with +

mate 짝짓기를 하다

명사구+분사구」 구문이 사용되었다.

  

breeding season 번식기
  

combination 결합, 연합
  

dominance 우위, 우월

  

  

  

display 표시, 전시

territorial 영역[영토]의

어휘 및 어구
  

corps 집단, 군단

  

describe 묘사하다
  

mature 성숙한

소 재

expose 폭로하다, 노출시키다

hold ~ to account ~에 책임을 추궁하다
robust 확고한, 강건한

impartial 공정한, 공평한

   

정치와 매체의 상호 의존적 관계

fearlessly 두려움 없이

  

⑤

  

| 정답 |

   

	

23

high-minded 고결한, 고상한

  

해 석

at arm’s length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고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정부에 책임을 추궁하며, 자신들을 성숙한

rhetoric 미사여구, 수사법

민주주의의 ‘제4계급’이라고 묘사하는 것이 흔히 발견된다. 분명히,
그러한 고결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뉴스 매체는 정치와 어느

have a hollow ring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하지만, 점점 더 그들의 미사여구는 사실이

lifeblood 생명선

  

언론인 집단은 공적이고 정치적인 과오를 두려움 없이 폭로하고 확

  

publicity 홍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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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었다.

announce 발표하다

이 신기술은 광범위하고 빠르게 채택되었지만 대가가 따랐는데, 도

Senate (미국·프랑스·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상원

정된 쌀, 즉 흰 쌀의 경우, 손으로 하는 도정 이후보다 티아민이 훨씬

the (House of) Commons (영국·캐나다의) 하원

더 적게 남았고, 그래서 새로운 방앗간이 확산되면서 각기병 역시

mutually 상호 (간에), 서로

그랬다.

  

  

  

  

prime minister 총리

문제 해설

Tips
the fourth estate(제4계급): ‘제4권력’이라고도 한다. 성직자·귀족·평
민의 3계급 외에, 저널리즘이 정치적·사회적으로 새로운 힘을 형성하게 된 데
서 비롯된 말이다. 이 같은 의미가 일반화된 것은, 1828년 Thomas B. Macaulay
가 의회의 기자석을 가리킨 것에서 유래하였다고도 하고, 1837년에 간행된
Thomas Carlyle의 The French Revolution (프랑스 혁명)에서 유래하였다고도 전
해진다. 오늘날에도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하여 정치의 감시자인 제4계급의 역
   

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24~25

| 정답 |

24 ⑤ 25 ④

이 훨씬 더 적게 남게 되어, 티아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각기병
이 도정 기술의 발달과 함께 확산되었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
러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도정 기술의 발달
과 각기병의 확산’이다.
① 각기병의 원인과 치료
② 왜 많은 아시아인이 건강에 해로운 쌀을 먹는가?
③ 기술이 생명을 구하다: 각기병에 대한 이야기
④ 기계화를 통한 쌀 생산 증가시키기
25 기계화된 방앗간이 흙, 벌레, 곡물 지방의 일부를 더 잘 제
거하여 저장 중에 곡물이 부패할 가능성을 더 줄였다는 내용이
언급되므로, (d)의 shorter(더 짧은)를 longer(더 긴)와 같은
어휘로 바꿔야 한다.
구조 분석

■ [Beriberi had existed for centuries in Southeast Asia
	

소 재

24 19세기에 기계화된 곡물 도정이 등장하면서 쌀에 티아민

도정 기술의 발달과 각기병의 확산
해 석

각기병은 티아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복합 질환이다. 그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습식’ 각기병에 걸리는 사람은 심장 질환과 다리 부
종을 앓는다. ‘건식’ 각기병에 걸리면 다리가 아프고 약해져서 걷기
가 힘들다. 만약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거나 체중이 급격히 줄었

among people {whose diet was mainly rice}], but [it
became more widespread in the nineteenth century
with the advent of mechanized grain milling].
[ ]로 표시된 두 개의 절이 but으로 연결되어 있다. { }는
people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swelling 부종, 붓기

그 질병의 두 가지 형태 모두 주로 쌀로 구성된 식단과 관련이 있다.

accompany 동반하다

각기병은 수 세기 동안 동남아시아에 식단이 주로 쌀인 사람들 사이

confusion 정신 착란, 혼란

에서 존재했었지만, 19세기에 기계화된 곡물 도정이 등장하면서 더

loss 상실, 손실

욱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 시점까지 쌀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껍질을

advent 등장, 출현, 도래

제거하기 위해 손으로 도정했다. 이런 종류의 도정은 매일 소량으로

mechanize 기계화하다

이루어졌고, 껍질 모두가 제거되지는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마련된

grain 곡물

쌀은 적당량의 티아민을 함유했다.

mill 도정하다, 제분하다; 방앗간, 제분소

그러나 1870년경, 모든 종류의 곡물을 도정하는 강철 롤러가 발명

remove 제거하다

되었고, 많은 즉각적인 이점이 있었다. 이 롤러를 사용해 곡물의 외

indigestible 소화가 잘 안 되는

부 막이 손으로 도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쉽게, 그리고 효

retain 함유하다, 유지하다

율적으로 제거되었다. 기계화된 방앗간은 또한 흙, 벌레, 그리고 곡

moderate 적당한, 알맞은

물 지방의 일부를 더 잘 제거했으므로, 저장 중에 곡물이 부패할 가

outer 외부의, 바깥의

능성을 더 줄였다. 따라서 도정된 곡물은 보존 기간이 더 짧았다(→

layer 막, 층, 겹

더 길었다). 사람들은 기계로 도정된 곡물의 생김새, 맛, 질감을 더

thoroughly 완전히, 철저히

좋아했고, 그래서 이런 종류의 곡물은 부와 세련됨을 연상시키게 되

rot 부패하다, 썩다

  

158

  

  

  

  

  

  

  

  

   

  

  

  

   

  

  

  

다면, 건식 각기병은 가끔 정신 착란과 기억 상실도 동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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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ure 질감

(C) 그들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들 위에 내려서 살을 에
는 듯한 추위로부터 어느 정도 그들을 보호해 준 많은 눈이 없었다

refinement 세련(됨), 정제

면, 그들은 목숨을 잃었을 것이었다. 어린 소년은 밤새 푹 잤지만,

adopt 채택하다

Elspey는 자신들을 구조해 달라고 끊임없이 신께 기도했다. 이튿
날 부모와 이웃들이 그 지역을 이리저리 수색했고, 그들은 정오쯤

  

  

  

  

shelf life 보존 기간, 유통 기한

price 대가

아이들이 있는 지점에 이르렀지만, 아이들은 눈에 덮여 있었고, 너무
힘이 없어 소리칠 수가 없었다. 다행히 양치기 개가 들려오는 외침
에 가냘픈 짖음으로 대답했고, 그렇게 해서 그 어린 일행이 발견되
어 묻힌 데서 구조되었다.
| 정답 |

26 ④ 27 ④ 28 ⑤

소 재

심부름 중 조난을 당한 Elspey와 Johnnie
해 석

그들이 어리기는 했지만, Elspey라는 이름의 소녀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고, 반면에 어린 Johnnie는 자신의 충직
한 콜리(스코틀랜드 양치기 개)와 함께 황량한 언덕 위에서 홀로 양
과 소를 지키곤 했다. 그와 그의 누이는 양치기 개에게 그 개가 해야
할 모든 일을 가르치는 것으로 자주 즐거워했다.
(D) 그런데 우연찮게 그들의 어머니가 특별히 훌륭한 치즈를 만드
는 것으로 유명했고, 그녀는 콜리의 새끼와 함께 황야 지대 건너편
에 그 지역의 가장 황량한 지역에 사는 몇몇 친구들에게 치즈를 보
내고 싶어 했다. 그녀는 두 가지 선물을 모두 값진 것으로 여겼고, 처
음에는 그것들을 운반할 믿을 수 있는 심부름꾼 찾는 데 애를 먹었
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에게 자신은 누구보다 차라리 Elspey를 믿
고 싶다고 말하며 아이들을 보내라고 조언했다. 그래서 그들이 가도
록 결정되었다. 아이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의기양양하게 출발했다.
Elspey는 치즈를 들고 갔고, Johnnie는 너무 어려서 따라갈 수 없
는 강아지를 안고 갔고, 한편 그것의 어미는 그들의 곁에서 총총 걸
어갔다. 그들은 그 길의 거의 절반을 꾸준히 나아갔다. 갑자기 맹렬
한 눈폭풍이 시작되더니 그들의 눈으로 바로 몰아쳤다.
(B) 곧 황야 지대 전체가 눈으로 뒤덮였고 길의 모든 흔적이 사라졌
다. 그 불운한 아이들은 완전히 길을 잃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

26 스코틀랜드의 작은 농장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Elspey와
Johnnie의 남매를 소개하는 (A) 다음에, 그 남매가 양치기 개
콜리와 함께 어머니가 만든 치즈와 콜리의 새끼를 황야 지대
사람들에게 전달하러 가는 중에 맹렬한 눈폭풍을 만난다는 (D)
가 이어지고, 이어서 황야 지대 전체가 눈으로 뒤덮인 가운데
추위와 배고픔으로 우는 Johnnie를 누이인 Elspey가 헌신적
으로 보호하는 내용인 (B)가 이어진 후, 많이 내린 눈에 덮여
추위로부터 보호를 받은 아이들을 부모와 이웃들이 찾아낸다는
(C)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주어진 글 (A) 다음
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는 ④ ‘(D)－(B)－(C)’가 가장 적절하다.
27 (a), (b), (c), (e)는 모두 Elspey와 Johnnie를 가리키고,
(d)는 그들의 부모와 마을 사람들을 가리키므로, 가리키는 대
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④이다.
28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Elspey와 Johnnie를 심부름 보낼 것
을 조언했다고 했으므로, 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이다.
구조 분석

■ [Young as they were], the girl, [named Elspey], could

do many things to help her mother; [while little
Johnnie, with his faithful collie (Scotch sheepdog),
would watch the sheep and cattle on the wild hills all
alone].
첫 번째 [ ]는 Though they were young의 의미이다. 두
번째 [ ]는 the girl을 부가적으로 설명한다. 세 번째 [ ]는
내용상 앞의 주절과 대조를 이루는 부사절이다.

지 당황했다. 마침내 밤이 되었고, Johnnie는 추위와 배고픔으로
비통하게 울기 시작했다. 그의 누이는, 비록 자신도 고통스럽기는 했

collie 콜리(양치기 개로 많이 쓰이는 종류의 개)

지만, 그를 위로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녀

amuse oneself 즐거워하다

는 자신들의 부모님이 반드시 자신들을 찾을 것이라는 확언으로 그

trace 흔적

를 격려했다. 극기심이 있는 누이는 자신의 격자무늬 어깨걸이 천과

bitterly 비통하게

윗옷을 모두 벗어 Johnnie를 감쌌고, 그 충직한 콜리는 그를 따뜻
하게 유지시켰다. 그녀 자신을 위해서는, 그녀는 그 작은 강아지만을

comfort 위로하다

데리고 있었고, 그것을 자신의 가슴 위에 두었다.

assurance 확언, 확신

어휘 및 어구

cheer 격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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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Test

(A) 몇 년 전 스코틀랜드의 한 작은 농장에서 가난한 남자와 그의 아
내가, 열 살의 소녀와 일곱 살의 어린 소년인 두 자녀와 함께 살았다.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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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self-denying 극기심이 있는
faithful 충직한
endeavour 노력
keen 살을 에는 듯한
frost 매서운 추위, 영하의 추위
sleep soundly 푹 자다
pray 기도하다
deliver 구조하다
faint 가냘픈
party 일행
dig out 묻힌 데서 구조하다, 파내다
district 지역
puzzled 애를 먹은, 당혹스러운
  

trustworthy 믿을 수 있는
messenger 심부름꾼

would rather ~ than ... (…하기보다는 차라리) ~하겠다
set out 출발하다
in high spirits 의기양양하게

고난도 시크릿x 봉투모의고사
실전보다 더 실전같이! 제대로 어렵게!
상위권 학생을 위한
고난도 특화 프리미엄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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