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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UNIT 08. 단어 빈칸 

[수능 ANALYSIS]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Choice is at the core of human experience at any age. 
선택은 어떤 나이에서든지 인간 경험의 핵심에 있다. 

This deep longing to choose our own purpose, beliefs, and actions, no matter what age we 

are, is fought for and defended in every home, particularly by children whose parents 

overlook their vital need for autonomy. 
비록 우리가 몇 살이든지 간에, 우리 자신의 목적, 신념, 그리고 행동을 선택하려는 이 깊은 갈망은 모든 가정에서, 특히 부모

가 자율성에 대한 아이들의 필수적인 욕구를 간과하는 가정의 아이들에 의해 싸워 쟁취되고 보호된다. 

Opportunities to make choices typically increase with age and experience. 
선택할 기회는 일반적으로 나이와 경험에 따라 증가된다. 

The total dependence of infants gives way, day by day and with increasing momentum, to 

a desire to make choices for themselves - choices about what and when they want to eat, 

explore, and express themselves. 
유아기의 완전한 의존성은, 서서히 그리고 점차 가속도를 내며, 스스로 선택 ― 무엇을 그리고 언제 먹을지, 탐험할지, 그리고 

표현할지에 관한 스스로의 선택들 ― 하려는 욕구로 바뀐다. 

The maturing process is about growing the ability to make choices for oneself, and it is 

crucial for their development that kids at early ages have many opportunities to make 

choices and to learn from them.
성숙해가는 과정은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을 성장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며,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선택을 하고 그것을 통해 배

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은 그들의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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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PRACTICE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lot of us feel like doing “something different.”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다른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한다. 

Studies have shown that people do not like to read instructions, and much of what we do 

read we either ignore or don’t understand. 
연구는 사람들이 설명서를 읽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우리가 정말로 읽는 것의 많은 부분을 우리는 무시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In one test, for example, twenty-four adults were asked to wire a common household 

electrical plug. Only ten of the twenty-four even bothered to look at the instructions.
예를 들면, 한 실험에서 24명의 성인들이 흔한 가정용 전기플러그에 전선을 연결하도록 요청받았다. 24명 중 10명만이 설명

서를 애써 보는 것까진 했다. 

And of those ten, seven consulted the instructions only to check the color coding for the 

electrical wires; the rest of the information was ignored. 
그런데 그 10명 중 7명은 그 전선들의 색깔 구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만 설명서를 참조했고, 나머지 정보는 무시되었다. 

Not surprisingly, most people flunked this test. Even when the instructions are unusually 

important, people tend to pay them little attention.
놀라울 것도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테스트에서 실패했다. 심지어 설명서가 대단히 중요한 때조차도 사람들은 거의 주의

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As the authors of the electrical plug study noted, “Even in the case of quite unfamiliar 

tasks, people seem to prefer to act rather than reflect.” 
전기플러그 연구의 저자들이 언급했듯이, “꽤 익숙하지 않은 과업의 경우에서조차도, 사람들은 반영하기보다는 행동하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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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PRACTICE 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history of any animal species reveals a distinct sameness in behavior. 
어떤 동물의 종이라도 역사를 살펴보면 행동에 있어 뚜렷한 유사성이 나타난다. 

A bird building its nest today will do it in almost exactly the same way that birds did it 

yesterday, a year ago, even thousands of years ago. 
오늘 둥지를 짓는 새는 어제, 1년 전, 심지어 수천 년 전에 그렇게 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둥지를 지을 것이다. 

And one can be quite sure that birds will continue in this same way thousands of years 

from now. 
그리고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후에도 새들은 똑같은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All animals, even the higher apes, closest to man in intelligence, show this sameness over 

vast stretches of time. 
모든 동물들, 심지어 지능에 있어 인간과 가장 유사한, 높은 지능의 유인원들조차도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유사성

을 보여 주고 있다. 

Man is different. Change is a general characteristic of human thought, human action, and 

human development.
인간은 다르다. 변화는 인간의 사고, 인간의 행동, 그리고 인간의 발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성이다. 

A house built today is quite different from one that was built thousands of years ago or 

even a few decades ago. 
오늘 지어진 집은 수천 년 전에 지어진 또는 심지어 불과 수십 년 전에 지어진 집과 매우 다르다. 

And we can be certain that a house built twenty or thirty years from now will differ greatly 

from one built today.
그리고 우리는 20년 또는 30년 후에 지어질 집이 오늘날 지어진 집과 매우 다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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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PRACTICE 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one psychophysics term on the lips of Prada store managers is “anchor.” 
프라다매장 매니저가 자주 입에 올리는 한 가지 정신 물리학적 용어는 ‘앵커(고정 장치)’이다. 

In the luxury trade, that describes an incredibly high-priced article displayed mainly to 

manipulate consumers. 
명품 거래에서 그것은 주로 소비자를 조종하기 위해 전시되어 있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싼 물건을 묘사한다. 

The anchor is for sale - but it’s okay if no one buys it. 
앵커는 판매용이긴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사지 않아도 상관없다. 

It’s really there for contrast. 
그것은 실제로는 대비 효과를 위해 거기 있는 것이다. 

It makes everything else look affordable by comparison.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을 비교해 보면 가격이 알맞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This has been a strategy that goes back to the seventeenth century,” Paco Underhill, the 

author of the book Why We Buy, said recently. 
“이것은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전략입니다.” ‘우리는 왜 구입 하는가’의 저자인 Paco Underhill은 최근 말했다. 

“You sold one thing to the king, but everyone in court had to have a lesser one. 
“여러분이 왕에게 한 가지를 팔았다면, 궁정의 모든 사람들은 그보다 더 못한 것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There’s the $500 bag in the window, and what you walk away with is the T-shirt.”
진열대에는 500달러짜리 가방이 있지만, 여러분이 갖고 나오는 것은 티셔츠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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