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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제작되었으며, 2015 개정 영어과 교육

과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학생들의 읽기 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하여 교과 내용을 토대로 더욱 다양하고 참신한 

주제·소재·분야의 글과 정보를 제시하였고, 교육과정상의 어휘 범주와 지문의 내용을 고려하여 제작되었다. 

학교에서 영어 I, 영어 II 교과서를 바탕으로 영어 독해의 기본 개념과 어휘를 철저히 익힌 후, 본 교재를 활용한 

독해 훈련으로 실제 응용력을 키우면, 교육과정 성취 목표 도달과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의 특징, 활용법 및 구성

이 책의 특징

본 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독해 능력을 향상하고 수능 영어 읽기 영역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학업 

성취 기간을 정하여 ‘이 책의 차례’에 제시된 학습 내용을 차근차근 공부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도록 

하자.

이 책의 효과적인 활용법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강의를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강의하는 선생님과 토론하고 대화한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자세는 핵심적인 부분의 이해와 학습 내용의 기억에 도움이 된다. 또한 중

요한 사항을 교재 여백에 메모하여 강의를 듣는 것이 좋다. 이것은 학습 내용의 심층적인 이해와 효율적인 

복습을 위해 꼭 필요하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습 자세

영어 학습은 유의미한 내재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학습 내용을 미리 예습하고 여러 번 복습하면서 주요  

어휘와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글의 내용을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연관하여 문제 풀이에 접목할 수 

있어야 한다.

예 · 복습과 정리를 통한 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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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1 빈칸 추론

[23007-000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f {we ought to treat people as they deserve}, and {someone deserves to be treated badly}], then forgiving him 
(and giving up the bad treatment) necessarily involves failing to do [what we ought to do].

첫 번째 [  ]는 조건의 부사절이고, 그 안에 두 개의 {  }가 and로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 [  ]는 do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이다.

Sentence Structure

주어진 뜻풀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1. d : to do something or have or show qualities worthy of (reward or punishment)

2. a : a statement or series of statements for or against something

3. a : to accept or admit that something exists, is true, or is real

Word Search

Sometimes when people have behaved badly, it is wise not to treat them badly in return; it 
is better to forgive them and let bygones be bygones. In such instances we might continue to 
recognize that they deserve worse; yet at the same time we choose to set this consideration 
aside. Some philosophers have found this  . How, they ask, can we say that 
someone deserves ill treatment and at the same time endorse forgiveness? If we ought to treat 
people as they deserve, and someone deserves to be treated badly, then forgiving him (and 
giving up the bad treatment) necessarily involves failing to do what we ought to do. It would 
follow, then, that we ought never to forgive people. Thus, the argument goes, we cannot both 
acknowledge deserts and countenance forgiveness.
     endorse: 지지하다, 찬성하다  deserts: 당연한 응보  countenance: 허용하다

① handy ② fictional  ③ productive
④ paradoxical ⑤ destructive 

0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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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Search | 지문에서 알아두어야 할 어휘의 영영사전 뜻풀이를 제시하고 주어진 뜻풀이

에 해당하는 단어를 지문에서 찾아 빈칸에 직접 써 보게 함으로써 어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Structure

이 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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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ence Structure | 각 지문 중에서, 어법상 중요하거나 글의 내용 파악에 핵심이 되는  

문장을 발췌하여 철저한 분석과 구문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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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틀리기 쉬운 유형편 01 ~ 12강

수능 읽기 영역에서 학습자들이 틀리기 쉬운 10가지 유형을 집중 학습할 수 있도록 강과 문항

을 유형별로 구성하였다. 다양하고 참신한 소재와 주제의 지문을 통해 어려운 유형을 집중적으

로 학습하여 해당 유형에 대한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W
eek 7

Mini Test 1

To whom it may concern,

I am a graduate student majoring in political science. I am writing this letter to tell 
you about the inconvenience students experience on campus. An increasing number 
of students are riding their bicycles to school. However, since there are not enough 
bicycle racks on campus, students have trouble finding places to park their bicycles. 
Often we spend a lot of time looking for a place for our bicycles, which often leads 
us to be late for class. It gets even worse on rainy or snowy days. Last month, I 
heard that five bicycles parked on the roadside due to the lack of bicycle facilities 
on campus had been stolen. So I hope you take this matter very seriously and take 
necessary action to resolve it. More than anything, I ask you to create more bicycle 
racks. 

Sincerely,
Michael Lovelace 

1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전거 도난 신고를 하려고

② 자전거 도로 정비를 건의하려고

③ 자전거 보관대 확충을 요청하려고

④ 자전거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려고

⑤ 자전거 대여 절차에 관해 문의하려고

[23007-0153]

150  EBS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2  Mini Test 1 ~ 3회

Mini Test 3회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

이 있는 모든 유형을 포함하였다. 1강에서 12강까지 모두 학습한 후 자신의 실력을 최종적으로 

간단히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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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본문 6쪽~17쪽

1 ④ 2 ② 3 ③ 4 ③ 5 ① 6 ①

7 ② 8 ③ 9 ③ 10 ⑤ 11 ④ 12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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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1 정답  ④  

소재

양립할 수 없는 벌과 용서

해석

때때로 사람들이 안 좋게 행동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안 좋게 대

우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며, 그들을 용서하고 지나간 일은 잊는 것이 더 

낫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그들이 더 안 좋게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계속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는 이

런 생각을 제쳐 두기로 결정한다. 어떤 철학자들은 이것을 역설적이라

고 여겼다. 어떻게 우리는 누군가가 형편없는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용서를 지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들은 묻는다. 만약 받

아 마땅한 대로 사람들을 대우해야 하고, 누군가는 안 좋게 대우를 받

는 것이 마땅하다면, 그런 경우 그를 용서하는 것(그리고 그 안 좋은 대

우를 그만두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수반한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사람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그 주장은 우리는 당연한 응보를 인정하면서 동

시에 용서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한다.

문제 해설

이 글은 사람들이 안 좋게 행동했을 때 그들을 용서하는 것에 대

한 어떤 철학자들의 관점을 소개하면서, 당연한 응보를 인정하면

서 동시에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

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역설적이라고’이다.

① 다루기 쉽다고

② 허구적이라고

③ 생산적이라고

⑤ 파괴적이라고 

구조 분석

 ■   How, [they ask], can we [say {that someone deserves 

ill treatment}] and [at the same time endorse 

forgiveness]?
첫 번째 [  ]는 삽입절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  ]는 and
로 연결되어 How can we에 이어진다. 두 번째 [  ] 안의  

{  }는 say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어휘 및 어구

bygones 지나간 일  

deserve (~을) 받을[할] 만하다  

set ~ aside ~을 제쳐 두다  

consideration 생각, (숙고해서 얻은) 의견  

philosopher 철학자  

argument 주장, 논쟁

acknowledge 인정하다   

Word Search

| 정답 | 1. deserve   2. argument   3. acknowledge

Exercise 2 정답  ②

소재

보고 있지 않을 때의 세상

해석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지 않을 때 세상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

각해 본 적이 있는가? 어느 날 차를 몰고 집으로 퇴근하는 동안 고속도

로가 꽉 막혀서, 나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시골을 통과해 집으로 가

는 길고도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갔다.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다

가 나 자신에게 “바로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라고 물었다. 

그 순간 나는 푸르스름한 저녁 노을 아래 초록색 풀로 뒤덮인 완만하게 

기복하는 언덕 비탈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었을

까? 분명히 1분가량 후 내 차가 언덕 꼭대기에 오르면 알게 될 터였다. 

하지만 나는 언덕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한 내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서 꾸

며 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다음 언덕을 상상할 수도 있겠지

만, 어떤 현실이든 나의 상상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일한 이유

는 그다음 언덕이 항상 내가 이번 것의 정상에 도달할 때 나타나기 때문

이다. 그다음 언덕 비탈이 존재한다는 나의 가정은 항상 검증되지만, 그

것은 ‘미래의 관찰’에 의해 검증된다. ‘현재’에, 내가 알고 있는 전부는 내

가 바로 지금 지각하고 있는 것뿐이다.

문제 해설

이 글의 중심 내용은 보고 있지 않을 때의 세상은 결국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은 ‘미래의 관찰’에 의해서 검증되며 ‘현재’에 

알고 있는 전부는 지금 지각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빈칸 

다음에 제시된 그다음 언덕은 항상 이번 언덕의 정상에 도달할 때 

나타난다는 내용을 통해 언덕의 정상에 도달하기 전에 언덕 너머

에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상상일 뿐이라는 것을 

3  정답과 해설

[정답] - [소재] - [해석] - [문제 해설] - [구조 분석] - [어휘 및 어구] - [Tips]의 순서로 구성되

어 있다. 먼저 각 문항의 소재를 제시하여 글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유도하고자 하였

고, 이어서 정확한 해석과 함께, 정답에 이르는 과정을 상세하게 해설하여 자기 주도 학습이 가

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구조 분석과 어휘 및 어구를 통해 정확하고 핵심적인 구문 이해에 도움

이 되도록 구성하였으며, Tips에서는 지문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과 부가적 정보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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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1 빈칸 추론

[23007-000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f {we ought to treat people as they deserve}, and {someone deserves to be treated badly}], then forgiving him 
(and giving up the bad treatment) necessarily involves failing to do [what we ought to do].

첫 번째 [  ]는 조건의 부사절이고, 그 안에 두 개의 {  }가 and로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 [  ]는 do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이다.

Sentence Structure

주어진 뜻풀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1. d : to do something or have or show qualities worthy of (reward or punishment)

2. a : a statement or series of statements for or against something

3. a : to accept or admit that something exists, is true, or is real

Word Search

Sometimes when people have behaved badly, it is wise not to treat them badly in return; it 
is better to forgive them and let bygones be bygones. In such instances we might continue to 
recognize that they deserve worse; yet at the same time we choose to set this consideration 
aside. Some philosophers have found this  . How, they ask, can we say that 
someone deserves ill treatment and at the same time endorse forgiveness? If we ought to treat 
people as they deserve, and someone deserves to be treated badly, then forgiving him (and 
giving up the bad treatment) necessarily involves failing to do what we ought to do. It would 
follow, then, that we ought never to forgive people. Thus, the argument goes, we cannot both 
acknowledge deserts and countenance forgiveness.
     endorse: 지지하다, 찬성하다  deserts: 당연한 응보  countenance: 허용하다

① handy ② fictional  ③ productive
④ paradoxical ⑤ destru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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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BS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006~065_수능특강(영어영역)독해_1~5강.6교.indd   6 2023-01-04   오전 11:32:41


	001~125_수능특강(영어영역)독해_본문
	001~005_수능특강(영어영역)독해_부속
	006~065_수능특강(영어영역)독해_1~5강
	066~125_수능특강(영어영역)독해_6~10강

	126~149수능특강(영어독해)본문
	150~232수능특강(영어독해)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