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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UNIT 08. 단어 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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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선택은 어떤 나이에서든지 인간 경험의 핵심에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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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선택할 기회는 일반적으로 나이와 경험에 따라 증가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유아기의 완전한 의존성은, 서서히 그리고 점차 가속도를 내며, 스스로 선택 ― 무엇을 그리고 언제 먹을지, 탐험할지, 그리고 

표현할지에 관한 스스로의 선택들 ― 하려는 욕구로 바뀐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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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다른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구는 사람들이 설명서를 읽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우리가 정말로 읽는 것의 많은 부분을 우리는 무시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를 들면, 한 실험에서 24명의 성인들이 흔한 가정용 전기플러그에 전선을 연결하도록 요청받았다. 24명 중 10명만이 설명

서를 애써 보는 것까진 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런데 그 10명 중 7명은 그 전선들의 색깔 구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만 설명서를 참조했고, 나머지 정보는 무시되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놀라울 것도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테스트에서 실패했다. 심지어 설명서가 대단히 중요한 때조차도 사람들은 거의 주의

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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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떤 동물의 종이라도 역사를 살펴보면 행동에 있어 뚜렷한 유사성이 나타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오늘 둥지를 짓는 새는 어제, 1년 전, 심지어 수천 년 전에 그렇게 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둥지를 지을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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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모든 동물들, 심지어 지능에 있어 인간과 가장 유사한, 높은 지능의 유인원들조차도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유사성

을 보여 주고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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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오늘 지어진 집은 수천 년 전에 지어진 또는 심지어 불과 수십 년 전에 지어진 집과 매우 다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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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프라다매장 매니저가 자주 입에 올리는 한 가지 정신 물리학적 용어는 ‘앵커(고정 장치)’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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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앵커는 판매용이긴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사지 않아도 상관없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것은 실제로는 대비 효과를 위해 거기 있는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을 비교해 보면 가격이 알맞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것은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전략입니다.” ‘우리는 왜 구입 하는가’의 저자인 Paco Underhill은 최근 말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여러분이 왕에게 한 가지를 팔았다면, 궁정의 모든 사람들은 그보다 더 못한 것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진열대에는 500달러짜리 가방이 있지만, 여러분이 갖고 나오는 것은 티셔츠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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