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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장 끊어읽기
▶

●

I remember a young fellow / who one time / in a fit of temper /
wrote a mean letter to his father.

●

▶

As he and I worked / in the same office, / I advised him / not
to send it, / because he had written it / when he was in an
angry mood.

▶

그 젊은이는 너무나 기뻐서 / 그는 실제로 원했다 / 나에게 50달러를 주기를 /
그의 악의에 찬 편지를 우편으로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소재 | 화가 났을 때 쓴 편지

overjoyed 매우 기뻐하는

⑤

The soldier whom he struck / was a young man / who was
noted for his courage.

그가 때렸던 병사는 / 젊은이였다 / 그의 용기로 유명했던
▶

One day, / in the heat of a battle, / the young soldier saw an
officer, / wounded and separated from his company, / gallantly
striving to force his way through the enemies / who
surrounded him.

어느 날 / 전투가 한창일 때 / 그 젊은 병사는 장교를 보았다 / 부상을 당하고 그
의 중대로부터 따로 떨어진 / 용감하게 적들을 뚫고 나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
그를 둘러싼

보내지 말라고 / 왜냐하면 그것을 썼기 때문이었다 / 그가 화가 난 기분에 있을 때

The young fellow was so overjoyed / he actually wanted / to
pay me the fifty dollars / for not mailing his spiteful letter.

break someone’s heart ~을 비통하게 만들다, ~의 가슴을 찢어 놓다

문장 끊어읽기

그와 내가 일했기 때문에 / 같은 사무실에서 / 나는 그에게 충고했다 / 그 편지를
▶

seal (봉투 등을) 봉〔봉인〕하다

02

나는 한 젊은이를 기억한다 / 한때 / 홧김에 / 그의 아버지에게 비열한 편지를
썼던

mean 비열한, 야비한

▶

The young soldier reached out his hand / and with a smile, /
said gently, / “I told you / I would make you repent.”

그 젊은 병사는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 다정하게 말했다
/ 제가 당신에게 말했잖아요 / 제가 당신이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해석 |

소재 | 어느 병사의 아름다운 복수

George W. Martin은 다음의 진짜 이야기를 말한다. “나는 한때 홧김에 그의

해석 |

아버지에게 비열한 편지를 썼던 한 젊은이를 기억한다. 그와 내가 같은 사무실

군대의 화를 잘 내는 한 장교가 한 병사를 때렸다. 그가 때렸던 병사는 그의

에서 일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그 편지를 보내지 말라고 충고했는데 그가 화

용기로 유명했던 젊은이였다. 그는 심하게 모욕감을 느꼈지만 군대의 규율은

가 난 기분에 있을 때 그것을 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봉하고 그

그가 되받아치는 것을 금했다. 그는 말만 사용할 수 있어서 “나는 당신이 후회

를 위해 그것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나에게 부탁했다. 대신에 나는 그냥 그것

하게 만들겠소.”라고 그가 말했다. 어느 날 전투가 한창일 때 그 젊은 병사는

을 다음 날까지 내 호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아주 걱정을 한

부상을 당하고 그의 중대로부터 따로 떨어진 한 장교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하면서 도착했다. ‘George, 나는 내가 그 편지를 나이 든 신사에게 결

적들과 싸우며 헤쳐 나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용감한 젊은 병사

코 쓰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네. 그것은 그의 마음을 비통하게 만들 것이네.

는 전에 자기에게 모욕을 준 사람을 알아보고 그를 도와주러 급히 가서 그의

이런, 그것을 돌려받는다면 50달러를 줄 텐데!’라고 그가 말했다. 그것을 호주

팔로 그 부상당한 장교를 부축해 주었다. 그들은 함께 싸워서 통과해 그들의

머니에서 꺼내 그에게 건네주면서 나는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그에게 말했다.

전선으로 갔다. 감정이 북받쳐 몸을 떨면서 그 장교는 병사의 손을 꽉 잡고 더

그 젊은이는 너무나 기뻐서 그의 악의에 찬 편지를 우편으로 보내지 않은 것에

듬거리며 감사의 말을 했다. “그렇게 부주의하게 준 모욕에 대한 참으로 대단

대해 실제로 나에게 50달러를 주기를 원했다.”

한 보답이군!”이라고 그가 말했다. 그 젊은 병사는 자신의 손을 내밀고 미소를

해설 |

지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제가 당신이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

①, ②, ③, ⑤는 a young fellow를 가리키지만, ④는 a young

fellow의 아버지를 가리킨다.
구문 |

• The following morning he arrived looking very
worried. : looking은 동시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 The young fellow was so overjoyed he actually wanted
to pay me the fifty dollars for not mailing his spiteful
letter. : ‘너무나 〜해서 …하다’의 뜻을 갖는 「so 〜 that ...」에서
that이 overjoyed 다음에 생략되었다. 동명사를 부정하는 not은
동명사 바로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not mailing의 형태가 되었다.
어휘 |
●

in a fit of temper 홧김에, 화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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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잖아요.”
해설 |

①, ②, ③, ④는 화를 잘 내는 장교를 지칭하고, ⑤는 젊은 병사를
지칭한다.
구문 |

• ~ the young soldier saw an officer, wounded and
separated from his company, [gallantly striving to force
his way through the enemies who surrounded him]. :
an officer는 동사 saw의 목적어이고 [ ]는 목적격보어이다.
• The courageous young soldier recognized his former
insulter and rushed to his assistance, [supporting the
wounded officer with his arm]. : his assistance에서 his는

www.ebsi.co.kr

소유격의 형태를 띠었지만 소유의 뜻은 없고 목적격 관계를 나타
내어 ‘그를 돕는 것’의 의미이다. [ ]는 분사구문으로 연속 동작을
나타낸다.
어휘 |

hot-tempered 성급한, 화를 잘 내는
● be noted for 〜로 유명하다
●

discipline 규율
● repent 후회하다, 뉘우치다
●

blow 강타, 구타
● in the heat of 〜이 한창일 때
●

company 중대
● fight one’s way through to 싸워서 통과해 〜로 가다
● line 전선
● stammer 말을 더듬다
●

구문 |

• [Her relations with the “Master” and “Mistress” of the
house] were not always cordial, and on several
occasions she either gave in her notice or was sacked,
but she always returned, either because she got on
worse elsewhere, or because domestic service was not
in such demand as before the War. : [ ]가 주어이며
were가 동사이다. 「either ~ or ...」는 ‘~ 아니면 …’라는 뜻이
다. ~와 ... 부분에 오는 말이 서로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
어휘 |
●
●

03

●

③

문장 끊어읽기
▶

At this time / we had a middle-aged maid / called Jane / who
came from Ipswich, / who was considered an excellent cook, /
but she was regarded as “dirty” / and not always efficient / in
other household duties.

이 무렵에 / 우리에겐 중년의 가정부가 있었는데 / Jane이라는 / Ipswich 출신
의 / 뛰어난 요리사로 여겨졌다 / 그러나 그녀는 ‘더럽다고’ 여겨졌다 / 그리고 항
상 효율적인 것은 아니었다 / 다른 집안일에
▶

She had a friend / next door / called May, / who was also a
maid, / and sometimes / Jane talked to her / out of the kitchen
window / as she stood / in the neighbour’s garden / hanging
out washing.

●
●
●
●

상 화기애애한 것은 아니었으며 몇 번에 걸쳐 그녀는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거
나 해고당한 적이 있었지만, 다른 곳에서 더 잘 못 지냈거나 혹은 가사 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전쟁 이전만큼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돌아왔다. 그녀
에게는 역시 가정부인 옆집에 사는 May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때로 Jane은

●

fetch 가져오다
coal 석탄

domestic 가사 도우미, 가정부
lounge 거실

●
●
●

undignified 품위 없는
coke 코크스

cellar 지하 저장고

desperately 몹시, 지독하게

④

You may feel / very out of step / with other members / of your
family / in the mourning period / ― either because they still
seem stuck / in a more intense state of grief / than you, / or
because they seem to be coping / much better than you.

여러분은 느낄 수 있다 / 매우 맞지 않는다고 / 다른 구성원들과 / 여러분 가족의 /
애도의 기간에 / 그들이 아직도 갇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 더 극심한 슬픔의 상
태에 / 여러분보다 / 혹은 그들이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 여러분
보다 훨씬 더 잘

해석 |

상 효율적인 것은 아니었다. 집안의 ‘주인님’과 ‘주인마님’과 그녀의 관계는 항

reprimand 꾸짖다, 질책하다

sack 해고하다, 파면하다

문장 끊어읽기
▶

소재 | 가정부 Jane

뛰어난 요리사로 여겨졌으나 그녀는 ‘더럽다고’ 여겨졌으며 다른 집안일에 항

●

domestic service 가사 도우미 서비스

04

그녀에게는 친구가 있었는데 / 옆집에 사는 / May라는 / 역시 가정부인 / 그리
고 때로 / Jane은 그녀와 이야기를 했다 / 주방 창문 밖으로 / 그녀가 서 있을
때에 / 이웃집 정원에서 / 빨래를 널면서

이 무렵에 우리에겐 Ipswich 출신의 Jane이라는 중년의 가정부가 있었는데,

cordial 화기애애한, 다정한

▶

Her justification / that it would somehow be disrespectful / to
get rid of the clothes / ‘so soon’ / exasperated and distressed
her daughter.

그녀의 변명의 사유는 / 왠지 무례한 일이 될 거라는 / 그 옷들을 없애버리는 것
은 / ‘너무 빨리’ / 그녀의 딸을 몹시 화나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다
소재 | 애도 기간에 있을 수 있는 가족들 간 생각의 차이
해석 |

여러분은 애도의 기간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여러분보다 더 극심한 슬픔의

그녀가 이웃집 정원에서 빨래를 널면서 서 있을 때에 주방 창문 밖으로 그녀와

상태에 여전히 갇혀 있는 것 같다거나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이겨내고 있는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이 ‘품위 없는 행동’을 하다가 발각될 때에 나의 어머니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들과 매우 맞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다. 한 19세의 여

에게 꾸지람을 들었으며 지하 저장고에서 코크스나 석탄을 통에 담아 가져오

성은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의 어떠한 옷도 버리는 것을 거

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Jane과 May는 일주일에 적어도

부하는 것에 몹시 화가 났다. 그녀는 그것들을 집밖으로 내다 버리기를 원했다.

한 번은 ‘영화’를 보러 갔으며,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오락거리였다. 대부분의

그렇게 했을 때에만 그녀는 다시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가정부들처럼, 그녀는 틀림없이 몹시 외로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녁시간에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자기 남편의 옷을 주위에

그녀가 주방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에, 그리고 가족들이 거실에서 라디오를 들

갖고 있는 것이, 마치 그의 작은 부분이 아직도 그녀와 함께 있기라도 하듯이,

으면서 시간을 보낼 때에, 그녀는 혼잣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 옷들을 ‘너무 빨리’ 없애버리는 것은

해설 |

왠지 무례한 일이 될 거라는 그녀의 변명의 사유는 그녀의 딸을 몹시 화나게

①, ②, ④, ⑤는 모두 필자의 집에서 일한 가정부 Jane을 가리키지
만, ③은 옆집 가정부 May를 가리킨다.

했고 고통스럽게 했다. 그녀는 벽장에 걸린 돌아가신 아버지의 정장들을 보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름끼친다고 생각했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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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구문 |

She wanted to get them out of the house; only then
would she really be able to get on with her life again. :
only then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앞으로 내보내면서 조동사와

The dean assured him [that, {no matter how well-to-do
he became}, he’d never fail to do what Don Yllán
ordered]. : 접속사 that이 이끄는 [ ]가 assured의 목적어 역할
을 한다. { }는 부사절이며, no matter how(아무리 ~할지라도)
는 however로 바꿔 쓸 수 있다. what은 관계대명사로 바로 앞의
do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을 이끌고 있다.

주어의 어순이 바뀌었다.

어휘 |

①, ②, ③, ⑤는 모두 아버지를 여읜 딸을 가리키지만, ④는 딸의
어머니를 가리킨다.
구문 |

●

어휘 |
●
●
●
●
●

mourning 애도

●

infuriate 몹시 화나게 만들다

●

justification 변명의 사유, 타당한 이유
disrespectful 무례한

distress 고통스럽게 하다

cope 이겨내다, 견디다

●

●
●
●

exasperate 몹시 화나게 하다
closet 벽장

05

●

②

문장 끊어읽기
▶

But / Don Yllán said / that he was a dean, / a man of great
style who might attain a high rank ― / and men of high rank, /
once they have everything their own way, / are very quick to
forget / what others have done for them.

하지만 / Don Yllán은 말했다 / 그가 지역 주임 사제였다 /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대단한 품격을 갖춘 인물인 / 그리고 고위층 사람들은 / 일단 자신의 방
식대로 모든 것을 얻으면 / 아주 금방 잊는다 /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해준
것을

remote 후미진, 외딴
withdraw 물러나다

●
●
●

head for ~로 향하다
heartily 진심으로

private 은밀한, 비밀의

urge 설득하다, 재촉하다

●

ardently 열렬히

assure 안심시키다, ~에게 보장하다

●

well-to-do 잘사는, 유복한, 넉넉한

attain 도달하다, 획득하다

06

⑤

문장 끊어읽기
▶

On the day he arrived in Toledo, / he headed straight for Don
Yllán’s house / and found him reading / in a very remote
room.

(그가) Toledo에 도착한 날 / 그는 곧바로 Don Yllán의 집으로 향했다 / 그리
고 그가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 아주 외딴 방에서
▶

●

eager 몹시 바라는, 열망하는

They reported / that she scratched, kicked, hit, and fought / in
what appeared to be unprovoked attacks / at unpredictable
times.

그들은 보고했다 / 그녀가 할퀴고, 발로 차고, 싸운다고 / 정당한 이유 없는 공격
처럼 보이는 행위로 / 예측할 수 없는 때에
▶

Nikisha’s mother had taught her daughter self-defense skills /
so that she could protect herself / against the ever-present
possibility / of attack or threat.
Nikisha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에게 호신술을 가르쳐 왔었다 / 그녀가 자신을 방
어할 수 있도록 / 항상 존재하는 가능성에 맞서 / 공격이나 위협의

소재 | Nikisha가 난폭한 이유
해석 |

Nikisha는 시각 장애가 있는 14세의 아프리카계 미국 소녀이다. Nikisha가

소재 | 흑마술을 배우고 싶었던 사제

다니는 중학교의 선생님과 조교는 남자 급우들, 남자 선생님들, 그리고 남자 관

해석 |

리자들에 대한 그녀의 공격적이고 난폭한 행동에 대해 우려했다. 그들은 그녀

Santiago에 흑마술 기술을 몹시 배우고 싶어 했던 지역 주임 사제가 있었다.

가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정당한 이유 없는 공격처럼 보이는 행위로 할퀴고, 발

Toledo의 Don Yllán이 그 당시 다른 어떤 사람보다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알

로 차고, 때리고, 싸운다고 보고했다. 가정 방문을 하여 그녀의 어머니와 오랫

고 있다는 것을 듣고서 그는 그 기술을 교습받기 위해 Toledo로 갔다. Toledo

동안 논의한 후에 Nikisha의 가족이 매우 위험하고 안전하지 못한 지역에서

에 도착한 날 그는 곧바로 Don Yllán의 집으로 향했고 그가 아주 후미진 방에

매우 한정된 수입으로 살고 있음이 밝혀졌다. Nikisha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

서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Don Yllán은 그

에게 그녀가 항상 존재하는 공격이나 위협의 가능성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를 진심으로 환대했다. 식사를 한 후 그들은 은밀한 곳으로 들어갔고, 지역 주

수 있도록 호신술을 가르쳐 왔었다. 그녀는 Nikisha의 제한된 시력이 그녀를

임 사제는 자신이 온 이유를 말하며 자신에게 흑마술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열
렬하게 Don Yllán을 설득했다. 하지만 Don Yllán은 그가 높은 지위에 오를

더 높은 폭행의 위험성에 처하게 한다고 알고 있었다.
해설 |

수 있는 대단한 품격을 갖춘 인물인 지역 주임 사제이고, 고위층 사람들은 일

①, ②, ③, ④는 Nikisha를 가리키지만, ⑤는 Nikisha의 어머니

단 자신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얻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해준 것을

를 가리킨다.

아주 금방 잊는다고 말했다. 지역 주임 사제는 그에게 자신이 아무리 잘 되더

구문 |

라도 Don Yllán이 시키는 것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해설 |

①, ③, ④, ⑤는 지역 주임 사제를 가리키지만, ②는 Don Yllán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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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a home visit and a lengthy discussion with her
mother], it was discovered [that Nikisha’s family lived
on a very limited income in a very dangerous and unsafe
neighborhood]. : 첫 번째 [ ]는 전치사 After로 시작되는 부사

www.ebsi.co.kr

구이다. it는 형식상의 주어이며, 접속사 that으로 시작되는 두 번째

어휘 |
●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

어휘 |
●
●
●
●
●
●
●

impairment 장애

aggressive 공격적인

●
●

administrator 관리자, 행정관

●

aide 조교, 보조자

●

violent 난폭한

unprovoked 정당한 이유 없는, 자극되지 않은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limited 한정된

ever-present 항상 존재하는

●
●
●

self-defense skill 호신술
assault 폭행

④

●

absolute 확실한

submit 제출하다

revise 수정하다

careless 부주의한

④

The aide submitted his report, / but it was returned to him /
later that afternoon / with a note from Kissinger / that said: /
“I’m sorry. / This is not good enough.”

수도 있는 것처럼 / 과거에 / Janie는 깨달았다 / 그녀의 친구가 감정적으로 정
말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

He felt / he had done his absolute best work, / so he made an
appointment / to deliver the report / to Kissinger personally.

그는 느꼈다 / 자신의 확실한 최고의 작업을 마쳤다 / 그래서 그는 약속을 잡았다 /
보고서를 전달할 / Kissinger에게 개인적으로

Her friend opened the door / and immediately gave her an
enormous hug / and told her / how much she loved her.

그녀의 친구는 문을 열었다 / 그리고는 즉시 그녀를 크게 안았다 / 그리고 그녀에
게 말했다 /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좌관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되돌아왔다 / 그 날 오후 늦

게 / 쪽지와 함께 / Kissinger로부터의 쪽지와 함께 / 쓰여진 / 미안합니다 / 이
것은 쓸만하지 않습니다

Rather than taking her words too personally, / as she would
certainly have done / in the past, / Janie realized / that her
friend was in a really bad place emotionally.

그녀의 말을 지나치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 그녀가 분명히 그러했을

문장 끊어읽기

▶

●

문장 끊어읽기
▶

▶

significantly 상당히, 중요하게

●

08

lengthy 오랫동안의, 장황한

07

aide 보좌관, 측근

sheepishly 당황해 하며

소재 | 친구를 이해한 Janie
해석 |

Janie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녀에게 쏘아 붙이고는 몹시 불쾌한 것을 말했다.
그녀는 Janie에게 폭발했고 더 이상 친구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과거라
면 그녀가 분명히 그러했을 수도 있는 것처럼, 그녀의 말을 지나치게 기분 나

소재 | Kissinger 보좌관의 보고서

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Janie는 그녀의 친구가 감정적으로 정말 좋지 않은 상

해석 |

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반응하거나 언쟁하거나 심지어 자신을 변

어느 날, Henry Kissinger가 보좌관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요청했다. 보
좌관은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미안합니다. 이것은 쓸만하지 않습니다.”라고 쓰
인 Kissinger로부터의 쪽지와 함께 그 보고서는 그날 오후 늦게 그에게 되돌
아왔다. 그는 당황해 하며 그것을 다시 받고는 수정했다. 그는 그 보고서를 상
당히 더 낫게 만들어서 다시 제출했으나, 그것은 비슷한 쪽지와 함께 되돌아왔
다: “당신의 보고서는 여전히 전혀 쓸만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보좌관은 겁을
먹었다! 그 보고서에 대하여 밤새도록 작업하면서 그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부
주의한 잘못을 찾아냈다. 그는 자신의 확실한 최고의 작업을 마쳤다고 느껴서,

Kissinger에게 개인적으로 보고서를 전달할 약속을 잡았다. “각하,” 그는 말했
다. “제가 세 번이나 이 보고서를 작성했고 당신은 그것이 별로 쓸 만하지 않다
고 말하면서 그것을 저에게 두 번 돌려보냈습니다. 각하, 지금 드리는 것은 제
가 할 수 있는 확실한 최상의 것입니다.” Kissinger는 그에게 고마워하며, 미
소를 지으면서, 그 보고서를 받으며 “좋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실제로 읽어보
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이었다.
해설 |

호하려고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친구가 너무나 부정적인 상태에 있
어서 자신이 할 어떤 말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리란 것을 알았다. 대신, 그
녀는 하루를 기다렸다가 그녀가 이야기하기를 원하는지 알아보려고 그녀의 친
구 집을 들렀다. 그녀의 친구는 문을 열고는 즉시 그녀를 크게 안고는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했다. 흐느끼면서, 그녀는 사과했고, 그 둘은 상처
가 잘 치유되는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다. Janie가 그녀의 친구 내면에서 일어
나고 있었던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었다.
해설 |

①, ②, ③, ⑤는 Janie의 친구를 가리키지만, ④는 Janie를 가리킨다.
구문 |

She knew [her friend was in such a negative place, she
couldn’t possibly be receptive to anything Janie had to
say]. : [ ]는 knew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며, 「such ~ that
...(너무 ~해서 결과적으로 …하다)」의 구문에서 that이 생략된 형

①, ②, ③, ⑤는 보좌관을 가리키지만, ④는 Kissinger를 가리

태이다.

킨다.

어휘 |
●

구문 |

[While staying up all night working on the report], he
caught careless errors {he hadn’t seen before}. : [ ]에서
while -ing 는 ‘~하면서’의 뜻을 나타내며, { }는 careless
error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
●
●
●

snap 쏘아 붙이다, 매섭게 말하다

●

explode 폭발하다

take personally ~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다
argue back 언쟁하다

receptive 잘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enormous 커다란

heart-to-heart 솔직한

●
●

drop by ~에 들르다
sob 흐느끼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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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대명사이다. 성별을 알 수 없는 a person , someone ,

02 어법

본문 8~11쪽

01

④

02

④

03

⑤

04

③

05

②

06

③

07

②

08

③

somebody 등은 he or she로 받았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they로
받는 경향이 있다.
어휘 |
●
●

01

④

●

numerous 수많은

vegetarian 채식주의(자)의
fitness 체력, 건강

●
●

liquid 액체(의)

lean 군살이 없는, 호리호리한

문장 끊어읽기
▶

But, / if you really think / about what this means, / you really
start to think twice / about your diet.

그러나 / 정말로 생각해보면 /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 정말로 두 번
생각하기 시작한다 / 여러분의 식사에 대해
▶

A good example / of a person being what they eat / can be
seen / in your blood plasma.

02
문장 끊어읽기
▶

좋은 예는 /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먹는 것인 것의 / 볼 수 있다 / 여러분의 혈장
에서
▶

When you are lean / and eating less meat products, / you find /
that many of your health and fitness problems / go away.

▶

강 문제와 체력 문제의 많은 것들이 / 사라지는 것을

것은 흔히 광고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정말
로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식사에 대해 정말로 두 번 생각하기 시작한다. 어떤 사
람이 그 사람이 먹는 것인 것의 좋은 예는 여러분의 혈장에서 볼 수 있다. 혈장
은 깨끗한 액체이지만 패스트푸드인 햄버거를 먹고 난 다음에 혈장은 지방과
콜레스테롤 때문에 탁하게 된다. 이것은 고지방 햄버거를 먹은 다음에 여러분

This makes it difficult / for someone other than the decision
maker / ― including experts and elected officials ― / to make
choices on that person’s behalf.

이것은 어렵게 만든다 / 의사 결정자 이외의 어떤 사람이 / 전문가와 선출된 공무
원을 포함한 / 그 사람을 대신하여 선택하는 것을

소재 | 음식 섭취와 건강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곧 여러분이다”라는 표현은 수없이 여러 번 들었고 그

They are also based / on the expectations of the decision
maker / ― what / he or she expects / the value of the forgone
alternatives will be.

그것들은 또한 근거를 둔다 / 의사 결정자의 기대에 / 얼마가 / 그가 예상하는 /
포기한 대안의 가치가 될 것이라고

군살이 없을 때 / 그리고 고기 제품을 덜 먹고 있을 때 / 여러분은 알게 된다 / 건

해석 |

④

▶

Thus, / the decision maker is the only person / who can
properly evaluate the options / and decide which is the best, /
given his or her preferences and current circumstances.

따라서 / 의사 결정자는 유일한 사람이다 / 선택한 것들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
는 / 그리고 어느 것이 가장 좋은지를 결정할 수 있는 / 자신의 선호와 현재의 상
황을 고려할 때
소재 | 기회비용
해석 |

의 신체가 흡수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또한 먹지 않는 음식으로 여러분이 된다.

기회비용은 의사 결정자가 자신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

많은 고기를 먹는 것에서 채식주의에 기반을 둔 음식을 먹는 것으로 바꿀 때

에 주관적이다. 기회비용은 또한 의사 결정자의 기대 즉 포기한 대안의 가치가

지방을 잃는다. 여러분은 또한 다양한 암과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더 적다. 여

얼마가 될 것이라고 그가 예상하는 것에 근거를 둔다. 이것 때문에 기회비용은

러분의 콜레스테롤 또한 개선될 수 있다. 군살이 없고 고기 제품을 덜 먹고 있

의사 결정자 이외의 어떤 사람에 의해 직접적으로 측정될 수 없다. 선택하는

다면 여러분은 건강 문제와 체력 문제의 많은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람만이 포기되는 것의 가치를 알 수 있다. 이것은 전문가와 선출된 공무원을

해설 |

포함한 의사 결정자 이외의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선택하는 것을 어

④ ‘A에서 B로’를 뜻하는 from A to B에서 to는 전치사이기 때문
에 eat를 eating으로 바꾸어야 어법상 맞다. 이때 to가 to부정사가

렵게 만든다. 더구나 사람들은 그들이 하기를 더 좋아하는 교환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호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 따라서 의사 결정자

아님에 유의한다.

는 선택한 것들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고 자신의 선호와 현재의 상황을 고려

① expression이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것이므로 과거분사

할 때 어느 것이 가장 좋은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heard는 어법상 맞다.
② 전치사 of 다음에는 동명사가 와야 하므로 being은 어법상 맞다.
a person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이다.
③ 문장의 보어이며 동시에 absorb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
명사가 필요한 자리이므로 what은 어법상 맞다.
⑤ 동사 are에 이어지므로 현재분사 eating은 어법상 맞다.
구문 |

A good example of a person being what they eat can be
seen in your blood plasma. : a person은 동명사구 being
what they eat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낸다. they는 a perso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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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A) the value of the forgone alternatives will be의 보어가
필요하므로 의문사 what이 맞다.
(B) 사람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므로 현재분사
choosing이 맞다.
(C) makes가 불완전 타동사이고 it이 형식상의 목적어이므로 내
용상의 목적어가 필요한 자리이므로 to make가 맞다.
구문 |

• They are also based on the expectations of the decision
maker ― [what {he or she expects} the value of the

www.ebsi.co.kr

forgone alternatives will be]. : [ ]은 the expectations of
the decision maker와 동격 관계이다. { }는 의문사절 what
the value of the forgone alternatives will be에 삽입된 절
이다.

• ~ not only do people differ in the trade-offs they prefer
to make, but their preferences also change with time
and circumstances. : not only가 문장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주어와 조동사 do가 도치되었다.
• Thus, the decision maker is the only person who can
properly evaluate the options and decide which is the
best, given his or her preferences and current
circumstances. : given은 ‘〜을 고려할 때, 〜을 고려하면’의
뜻을 갖는 전치사이다.

●
●
●
●
●
●

subjective 주관적인

●

official 공무원, 관리

on someone’s behalf 〜을 대신하여
trade-off 교환, 균형

given 〜을 고려할 때

해설 |

(A) 주어인 children이 복수이므로 react를 써야 한다.
(B) acknowledges의 목적어가 와야 할 자리이므로 명사인
willingness를 써야 한다. willing은 형용사이므로 쓸 수 없다.
(C) 앞에 be동사 is가 나왔으므로 is를 써야 한다. as it is는 as it
is highly valued의 뜻이다.
구문 |

Shame, on the other hand, is often viewed by Americans
as harmful to one’s self-esteem and thus is not as highly
valued as it is in collectivist cultures. : Shame이 문장의 주
어이며 이 주어에 두 개의 be동사 is가 이어진다.
●

alternative 선택의 대상이 되는 둘 (또는 그 이상)
other than 〜 이외에

는다.

어휘 |

어휘 |
●

으로 여겨지며 그래서 집산주의 문화에서 평가되는 것만큼 높이 평가되지 않

●
●

●

expert 전문가

●

current 현재의

▶

⑤

Anger, / on the other hand, / is discouraged / in Asian
collectivist societies / because it signals self-assertion / and
threatens authority and social harmony.

분노는 / 반면에 / 권장되지 않는다 / 아시아의 집산주의적 사회에서 / 그것은 자
기주장을 나타내기 때문에 / 그리고 권위와 사회적 조화를 위협하기 때문에
▶

self-assertion 자기주장

●
●
●

elicit 끌어내다

collectivistic 집산주의적인

tolerant of ~에 대해 관대한

③

문장 끊어읽기

문장 끊어읽기
▶

submit to ~에 복종하다

04

evaluate 평가하다

03

cross-cultural 문화 상호 간의

American society / is more tolerant of anger / expressed / in
the interest of self-assertion and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 provided that it is expressed / in socially acceptable
ways.

미국 사회는 / 분노에 대해서 더 관대하다 / 표현되는 / 자기주장과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 그것이 표현된다면 /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They are analogous / in many respects / to a combination for
a safe / and just like the combination, / they are frequently
hard / to remember.

그것들은 유사하다 / 여러 가지 면에서 / 금고를 열기 위한 비밀번호와 / 그리고
비밀번호와 마찬가지로 / 그것들은 흔히 어렵다 / 기억하기가
▶

If, on the other hand, a totally random sequence of characters
/ is chosen for the password / it is hard to guess but also hard
/ for the authorized user / to remember.

반면에 완전히 무작위의 문자열이 (~되면) / 암호로 선택되면 / 추측하기가 어렵
지만 또한 어렵다 / 권한을 지닌 사용자가 / 기억하는 것도
소재 | 컴퓨터 보안 기능으로서의 암호 설정의 문제점
해석 |

흔히 사용자들에 의해서 귀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보안 장치의 한 가지 예는 암
호이다. 컴퓨터 시스템과 그것의 자료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서 암호가

소재 | 문화에 따른 상황에 대한 반응의 차이

사용된다.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금고를 열기 위한 비밀번호와 유사하며 흔

해석 |

히 그 비밀번호와 마찬가지로 기억하기가 어렵다. 흔히 사용자들은 자신의 암

최근에 Pamela Cole, Carole Bruschi, Babu Tamang은 세 문화, 즉 미국,

호를 선택하도록 허용된다. 이로 인해 흥미로운 딜레마가 발생한다. 사용자가

네팔의 브라만, 네팔의 Tamang의 아이들이 분노나 수치심을 끌어낼 가능성

기억하기 쉬운 암호를 선택하면, 아마도 그것은 또한 침입자가 추측해 내기도

을 지닌 불쾌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비교한 문화들 간의 연구를

쉬울 것이다. 이것은 우선 암호의 목적을 무산시킨다. 반면에 완전히 무작위의

보고했다. 네팔의 이 두 문화 집단은 흔히 ‘집산주의적인’으로 묘사된다. 이들

연속적인 문자가 암호로 선택되면 추측하기가 어렵지만 권한을 지닌 사용자가

문화 내에서는 수치심의 경험과 표현이 그 사람의 잘못과 집단의 더 큰 이익을

기억하는 것도 또한 어렵다. 우리가 그것을 권한을 지닌 사용자에게 쉽게 만들

위해서 권위에 대해 복종한다는 자발적인 마음을 인정한다. 반면에, 분노는 자

면 그것을 침입자에게 더 쉽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침입자에게 어렵

기주장을 나타내며 권위와 사회적 조화를 위협하므로 아시아의 집산주의적 사

게 만들면 우리는 또한 그것을 권한을 지닌 사용자에게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

회에서 그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그에 반해서 미국의 아이들은 ‘개인주의적인’

다. 따라서 암호의 측면에 있어서 보안은 흔히 무가치하거나 아니면 번거로운

사회에서 산다. 미국 사회는 자기주장과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표현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분노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더

해설 |

관대하다. 반면에, 수치심은 흔히 미국인들에 의해 개인의 자존감에 해로운 것

(A) 주어인 One example of a security feature가 단수이므로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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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를 써야 한다.
(B) 주절의 주어가 위치할 자리이므로 대명사 it을 써야 한다.
(C) ‘~으로 여겨지다’라는 수동의 뜻이 되어야 하므로 과거분사
viewed를 써야 한다.
Thus security, in terms of passwords, is often viewed as
either worthless or cumbersome. : 「view ~ as ...」는 ‘~을
…로 여기다’라는 뜻이다. 이것이 수동태로 표현되어 ~ is viewed as
...가 된 것이다. 「either ~ or ...」는 ‘~이거나 …’라는 의미이다. ~와
... 자리에 오는 말은 서로 병렬 구조를 이루어야 한다.
어휘 |
●
●
●

bothersome 성가신

●

dilemma 딜레마, 곤란한 상황

●

analogous to ~와 비슷한

combination (금고 등을 열기 위한) 비밀번호
defeat 무산시키다

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이므로 부적절하다.

(C) ‘~하는 것을 멈추다〔그만두다〕’의 흐름이므로 stop의 동명사
목적어 burdening이 와야 한다. to burden을 사용하면 ‘부담을
지우기 위해’라는 의미이므로 흐름이 어색해진다.

구문 |

●

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므로 that이 적절하다. what은 선행

●

intruder 침입자

구문 |

When you stop [burdening yourself with activities {you
take on}] out of guilt or a false sense of obligation, you
gain more time for the activities [that are meaningful to
you]. : 첫 번째 [ ]는 stop의 목적어를 형성하는 명사구이다. { }
는 선행사 activities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관계절이다.
out of ~는 ‘~ 때문에, ~에서’라는 의미로 ‘동기,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구를 만든다. 두 번째 [ ]는 선행사 the activities를 수식하
는 관계절이다.

sequence 순서, 차례

어휘 |
●

05

②

문장 끊어읽기
▶

It’s up to you / to establish boundaries and set limits / in order
to make time for the activities / that are important to you.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 / 경계선을 설정하고 한계를 정하는 것은 / 활동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 여러분에게 중요한
▶

Taking steps / to keep yourself organized / and find methods
and processes / to streamline your productivity / is a useful
way / to free up more personal time.

조치를 취하는 것은 / 여러분 자신을 정리된 상태로 유지하고 / 방법과 과정을 찾
기 위해 / 생산성을 능률화하기 위한 / 유용한 방식이다 / 더 많은 개인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소재 | 자신을 위한 시간 확보 방법

●
●
●
●
●
●
●

▶

한계를 정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 직장에서 퇴근하고 개인 시간과 근

성을 능률화하기 위한 방법과 과정을 찾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더 많은
개인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방식이다.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 또한 강력한 시간 관리 수단이다. 죄책감 또는 잘못된 의무감
때문에 여러분이 떠맡는 활동들로 스스로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을 멈출 때 여
러분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들을 위한 더 많은 시간을 얻는다.
해설 |

(A) 바로 다음의 내용상의 주어(to leave work ~ work time)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므로 used to가 필요하여 used가 적절
하다. is used를 사용하면 ‘사용되다’라는 의미이므로 흐름이 어색

take a step 조치를 취하다

streamline 능률화하다, 간소화하다

free up 사용할 수 있게 하다, 풀어주다
take on 떠맡다

obligation 의무

●
●
●
●
●
●

boundary 경계선, 범위, 한계
blur 흐려지다

virtually 거의, 사실상

organized 정리된, 조직화된
productivity 생산성

burden 부담을 지우다
guilt 죄책감, 유죄

③

The moral standards of a society / provide the basic
guidelines / for cooperative social existence / and allow
conflicts to be resolved / by an appeal to shared principles of
justification.

한 사회의 도덕규범은 / 기본적 지침을 제공한다 / 협동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
그리고 갈등이 해결되게 한다 / 정당성의 공유된 원리에 호소함으로써

무 시간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은 과거에 더 쉬웠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세

문에 그러한 경계선이 흐려졌다. 여러분 자신을 정리된 상태로 유지하고 생산

competitive 경쟁이 치열한

●

문장 끊어읽기

여러분에게 중요한 활동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경계선을 설정하고

느 곳에서나 사람들을 일할 수 있게 하는 발달된 통신 기술과 같은 요인들 때

division 분리, 분할

06

해석 |

계 경제, 하루 24시간 주당 7일 동안 운영되는 국제 비즈니스, 그리고 거의 어

be up to ~에게 달려 있다

▶

Several recent writers have argued persuasively / not only
that moral behavior is consistent with profitability / but also
that the most morally responsible companies / are among the
most profitable.

최근의 여러 문필가들은 설득력 있게 주장해 왔다 / 도덕적 행동이 수익성과 일
치할 뿐만 아니라 / 도덕적 책임감이 가장 강한 회사가 / 가장 수익성이 높은 회
사에 속한다는 것을
소재 | 도덕성의 중요성
해석 |

도덕성은 우리가 모두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순전히 이기적인 소망을 억누
르는 기능을 한다. 한 사회의 도덕규범은 협동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적 지
침을 제공하고 정당성의 공유된 원리에 호소함으로써 갈등이 해결되게 한다.
우리의 이익이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면,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만하거나
속이는 것이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도덕성은 거의 필요 없을 것이다. 우

해진다.

리는 이미 천국에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

(B) 선행사 advance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수식하

체제와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주며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을 억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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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도록 장려하는 도덕성 체계는 모두 사회생활을 가능하도록 돕는다. 일반적

대하는 것을 분명히 자세하게 설명한 편지의 초고를 쓰기 시작했으나, 어조가

으로 도덕적 원리를 따르는 것은 최고의 이익이 된다. 이러한 생각은 특히 기

적절한지에 대해 걱정되었다: 솔직한 대화는 그녀가 정직을 다룰 수 있는 것처

업 환경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최근의 여러 문필가들은 도덕적 행동이 수익

럼 보이게 하겠지만, 그를 밀어서 떼어놓게 하는 위험을 무릅써야 했다. 따뜻한

성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책임감이 가장 강한 회사가 가장 수익성이 높

언어는 그를 달래서 그의 감정을 공유하도록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은 회사에 속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 왔다.

그녀가 연약해 보이도록 하는 위험을 무릅써야 했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읽었

해설 |

고 한 문장 한 문장이 강함과 따뜻함의 조화의 이미지를 주고 있는지 스스로에

③ helps는 주어가 Both A and B의 형태로 복수 주어이므로

게 물어 보았다. 강함과 따뜻함의 렌즈를 통해서 자신이 쓴 것을 보는 것은 애

help로 고쳐야 한다.
① conflicts와 resolve가 내용상 수동 관계이므로 be resolved

정을 표현하는 것과 존중을 요구하는 것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찾을 방법을 그

가 적절하다.

해설 |

② 가정법 과거가 사용되어 조건절의 be동사로 were가 사용되었다.

④ be worth -ing(~할 가치가 있다)에 맞춰 동명사 noting이 사
용되었다.
⑤ not only A but also B(A뿐만 아니라 B도)에서 병렬 구조를
이루기 위해 접속사 that이 사용되었다.

녀에게 제시해 주었다.

② 선행사인 a letter와 관계절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which를 in

which로 고쳐야 한다. spelled out의 목적어는 what she
wanted and expected from the relationship임에 유의해야
한다.
① enough가 부사 well 뒤에 쓰인 올바른 표현이다.

③ risk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이므로, pushing이 적절

구문 |

Morality serves to restrain our purely self-interested
desires so we can all live together. : 목적의 의미(…가 ~할
수 있도록)를 갖는 「so (that)+주어+can ~」의 구조가 사용되었다.

하다.

어휘 |

구문 |

●
●
●
●
●
●
●
●

self-interested 이기적인, 사리를 도모하는
conflict 갈등

justification 정당성, 타당한 이유
punish 처벌하다

●
●
●
●

social existence 사회생활
resolve 해결하다

deceive 기만하다

하는 전치사구이다.

refrain 억누르다, 삼가다

어휘 |

be consistent with ~와 일치하다, 일관되다

●

profitability 수익성

07

●
●

②

문장 끊어읽기
▶

Not long ago, / a friend of ours was at a delicate stage /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 and it was not clear / if the
relationship would survive / the stresses of separation.

얼마 전에 / 친구 중에 한 명이 민감한 시기에 처했다 / 멀리 떨어진 관계에서 /
그리고 확실치 않았다 / 그 관계가 견딜 수 있을지 / 별거의 스트레스를
▶

⑤ 문장의 동사가 필요한 자리이므로 gave는 올바른 표현이다.

[Looking at her writing through a strength and warmth
lens] gave her a way to find the right balance {between
showing affection and demanding respect}. : [ ]는 동명사
구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며, { }는 the right balance를 수식

restrain 억누르다, 삼가다
cooperative 협동적인

④ making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look)이 쓰이고 있다.

She began drafting a letter / in which she spelled out clearly /
what she wanted and expected / from the relationship, / but
she was worried about / getting the tone right:

●
●

▶

straight 솔직한, 태도가 분명한

project 이미지를 주다, 이해시키다

●
●

long-distance 멀리 떨어진
separation 별거, 이별

spell out 자세히 설명하다
coax 달래다

③

As you struggle with the components / of your current crisis /
― the empty house, / the empty bank account, / the lost job, /
the crippled knee, / the devastated heart ― / you may well
find yourself resenting / that your altered circumstances
require / that you do some things / you never even considered
doing before.

여러분이 요소들로 힘들어 할 때 / 여러분의 현재 위기의 / 비어있는 집 / 바닥
난 은행 잔고 / 실직 / 불구의 무릎 / 상처받은 마음 / 스스로 분개하는 모습을 발
견하는 것은 당연하다 / 여러분의 변화된 환경이 요구한다 / 여러분이 어떤 것들
을 하도록 / 이전에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해석 |

얼마 전에,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멀리 떨어진 관계에서 민감한 시기에 처했

으나, 감추지 않고 솔직한 대화를 원했다. 그녀는 자신이 관계로부터 원하고 기

draft 초고를 쓰다

●

문장 끊어읽기

소재 | 남자친구에게 보낸 편지

친구와의 감정적인 전화 통화에 빠지는 것을 피할 정도로 충분히 잘 알고 있었

survive 견디다, 생존하다

●

08

그녀는 편지의 초고를 쓰기 시작했다 / 그녀가 분명히 자세하게 설명한 / 자신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 관계로부터 / 그러나 그녀는 걱정이 되었다 / 그 어조가
적절한지

고, 그 관계가 별거의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았다. 그녀는 남자

delicate 민감한, 예민한

▶

Maybe you don’t want to / start shopping at thrift stores, / ride
a bike, / or move in with your parents.

아마 여러분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 중고품 할인점에서 쇼핑을 시작하기를 /
자전거 타기를 / 또는 부모님의 집으로 이사하기를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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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 여러분이 처한 위기의 목적
해석 |

비어있는 집, 바닥 난 은행 잔고, 실직, 불구의 무릎, 상처받은 마음과 같이 여

03 빈칸 추론 (1)

본문 12~15쪽

러분이 현재 위기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 힘들어 할 때, 여러분은 이전에 생

01

①

02

④

03

③

04

③

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도록 변화된 환경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05

⑤

06

③

07

⑤

08

②

분개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마 여러분은 중고품 할인점에서
쇼핑을 시작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부모님의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원치 않
을 수 있다. 힘든 시기는 우리의 방식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욕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생명, 더 높은 권력, 그
리고 천지 만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므로, 우리는 일어서서 우리의 오래된 방

01
문장 끊어읽기
▶

식을 깨뜨린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위기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것
이다.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강을 따라 즐겁게
자신의 배를 계속해서 젓는다면, 행하기는커녕 고려해 보겠다는 생각조차 떠
오르지 않았을 방식으로 여러분이 뭔가 다른 것을 하고 발전하도록 만드는 것

(A) ‘may well(~하는 것도 당연하다)’ 뒤에 「동사원형(find)+목
적어+목적격보어」의 어순이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므로 may well
find yourself resenting이 와야 한다.
(B) 조건절이 필요한 위치이므로 if you should just keep
rowing에서 if가 생략되면서 should you just keep rowing이
오는 것이 올바르다.
구문 |

And its purpose, precisely, is to get you to do something
different and develop in ways [it would never occur to
you to contemplate, let alone undertake], {should you
just keep rowing your boat merrily down the stream of
your life}. : [ ]는 way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며, { }는 ‘~한다
면’의 의미로 해석되는 조건절이며, if you should just keep
rowing your boat merrily down the stream of your life로
생각할 수 있다.

●
●
●
●
●
●
●

component 구성 요소

●

altered 변화된

●

devastated 상처받은, 큰 충격을 받은
insult 모욕, 무례

get to one’s feet 일어서다

●
●

occur to 머리에 떠오르다, 생각이 나다

They selected five consonants / that were shown to appear
more frequently / in the third position than the first / in the
English language.

그들은 다섯 개의 자음을 선택했다 / 더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난 / 첫 번째
위치보다 세 번째 위치에 / 영어에서
▶

Participants in the experiment / were asked to indicate / for
each letter / whether it was more likely to appear / in first or
third place, / and to indicate the relationship of probabilities.

그 실험의 참가자들은 / 간단히 말하라는 부탁을 받았다 / 각각의 글자에 대해서 /
그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많은지 / 첫 번째 자리에 아니면 세 번째 자리에 / 그
리고 가능성의 관계를 간단히 말하라는
소재 | 빈도수 판단 시 오류
해석 |

어떤 특정한 글자로 시작하는 이름이 똑같은 글자가 세 번째 글자로 나타나는
이름보다 전화번호부에서 찾기가 더 쉽듯이 개념은 개념을 묘사하는 단어들의
첫 글자들의 도움으로 기억으로부터 더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 개인들이 생
각해 내는 것이 쉬운 것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면, “숫자 기준”의 변화(얼마나
많은 단어들이 r을 세 번째 글자로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단어

crippled 불구의

Tversky와 Kahneman은 이 가설을 간단한 실험으로 시험했다. 그들은 영어
에서 첫 번째 위치보다 세 번째 위치에 더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난 다섯

thrift store 중고품 할인점

개의 자음을 선택했다. 그 실험의 참가자들은 각각의 글자가 첫 번째 자리에

incidental 우연한, 일어나기 쉬운

하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결과는 실험 참가자들의 70퍼센트가 주어진 철자가

cosmos 우주, 천지 만물

더 나타날지 아니면 세 번째 자리에 더 나타날지와 가능성의 관계를 간단히 말
첫 번째 위치에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이었다. 추정된 가능성 관계는 첫

contemplate 고려하다, 심사숙고하다
undertake 행하다, 의무를 지다

▶

들이 글자 r로 시작하는가?)는 항상 왜곡된 빈도수 판단을 낳을 것이다.

어휘 |
●

Just as names that start with a certain letter are easier / to
find in a phone book / than names where the same letter
appears as the third letter, / concepts can be more readily
retrieved from memory / with the help of the beginning letters
of the words / that describe them.

어떤 특정한 글자로 시작하는 이름이 더 쉽듯이 / 전화번호부에서 찾기가 / 똑같
은 글자가 세 번째 글자로 나타나는 이름보다 / 개념은 기억으로부터 더 쉽게 생
각해 낼 수 있다 / 단어들의 첫 글자들의 도움으로 / 그것들을 묘사하는

이다.
해설 |

①

번째 위치를 선호하는 것이 2대 1이었다.
●

merrily 즐겁게

해설 |

단어들의 첫 글자들의 도움으로 기억으로부터 더 쉽게 생각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 첫 번째 위치보다 세 번째 위치에 더 자주 나
타나는 것으로 보여진 다섯 개의 자음을 실험 참가자들의 70퍼센트
가 주어진 철자가 첫 번째 위치에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는 실험 결
과에서, 빈칸에는 ① ‘distorted(왜곡된)’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
절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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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양한

③ 정보에 근거를 둔

서 소비할 수 있는 한 개인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의 자원과 관련한 그의 자원
의 크기, 간단히 말해 그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한 사

④ 현실적인 ⑤ 예측할 수 없는

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든지, 한 사람의 소득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든

구문 |

• ~ names that start with a certain letter are easier to
find in a phone book than names [where the same letter
appears as the third letter] ~. : names that start with a
certain letter는 의미상 to find의 목적어이다. [ ]는 names를
선행사로 갖는 관계부사 where가 이끄는 절이다.
• Participants in the experiment were asked [to indicate
for each letter {whether it was more likely to appear in
first or third place}], and [to indicate the relationship of
probabilities]. : 두 개의 [ ]는 병렬 구조를 이루어 were
asked에 이어진다. { }는 indicat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
절이다.

●
●
●

retrieve 생각해내다

●

invariably 항상, 변함없이

●

as opposed to 〜라기 보다, 〜 대신에
indicate 간단히 말하다

02

●

criterion 기준
hypothesis 가설

in favor of 〜에 찬성〔지지〕하여

Economist Fred Hirsch calls / goods like these / positional
goods, / just because not everyone can have them.
How likely anyone is / to get what he wants / depends upon
his economic position / relative to the position of others.

어떤 사람이든지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는 /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 그의 경제
적 지위에 달려있다 / 다른 사람들의 지위와 관련한
▶

지위 상품이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는 없는 상품이므로 모든
다른 사람이 적어도 똑같은 돈을 갖고 있다면 모두 지위 상품을 살
수 있고 그러면 지위 상품은 더 이상 지위 상품이 되지 않을 것이므
로, 빈칸에는 ④ ‘enjoying these positional goods(이런 지위
상품을 향유할)’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② 필요로 하는 자원을 소유할
③ 사회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알

• No matter how wealthy and technologically advanced
society becomes as a whole, not everyone will be able
to own a secluded acre of land on the seashore. : No
matter how는 양보의 부사절을 이끌어 ‘아무리 〜일지라도’의
뜻을 갖는다.

④

경제학자 Fred Hirsch는 부른다 / 이와 같은 상품을 / 지위 상품이라고 / 단지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

해설 |

구문 |

문장 끊어읽기
▶

향유할 가능성은 아주 적다.

⑤ 자신의 경제적 지식을 향상시킬

어휘 |
●

지, 모든 다른 사람이 적어도 똑같은 돈을 갖고 있다면 그가 이런 지위 상품을

What this means is / that an individual’s ability to procure and
consume these goods / depends upon the magnitude of his
resources / in relation to the resources of others; / in short, /
on his relative economic position.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다 / 이런 상품을 구해서 소비할 수 있는 한 개인의 능
력이 / 그의 자원의 크기에 달려 있다 / 다른 사람들의 자원과 관련한 / 간단히
말해 / 그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에
소재 | 지위 상품
해석 |

사회 전체가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기술적으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

• Economist Fred Hirsch calls [goods like these]
[positional goods] ~. : 첫 번째 [ ]는 목적어이고 두 번째
[ ]는 목적격보어이다.

• [How likely anyone is to get what he wants] depends
upon his economic position relative to the position of
others. : [ ]가 이 문장의 주어이다. ‘〜할 가능성이 있다’의 뜻
을 갖는 be likely to에서 likely가 의문사 how 다음으로 이동
했다.
어휘 |
●
●

▶

수는 없다.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관련한 그의 경제적 지위에 달려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상품을 구해

positional 위치(상)의; 지위의
magnitude 크기, 규모

③

If you win first prize / in an essay contest / because a teacher
spent hours / listening to you and making suggestions, / you
don’t just take the prize and smile.

여러분이 1등상을 타면 / 에세이 쓰기 대회에서 / 선생님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
주었기 때문에 /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고 제안을 해주면서 / 여러분은 그저 상을
타고 미소를 짓지 않는다

될 수는 없다.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대학에 가거나 최고의 컨트리클럽에 속할

든지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는 다른 사람들의 지위와

●

문장 끊어읽기

모든 사람들이 가장 재미있는 직업을 가질 수는 없다. 모든 사람들이 사장이

학자 Fred Hirsch는 이와 같은 상품을 지위 상품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이

relative to 〜와 관련하여

●

03

람들이 해변에 1에이커의 한적한 땅을 소유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는 없다. 단지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품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경제

own 소유하다

▶

And if you don’t discover it / until after you get home, / you
take it back.

그리고 그 사실을 발견한다면 /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가져가서’ 되돌려준다
소재 | 공정성의 개념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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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

소재 |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경쟁 업체도 소개해 주는 정책

공정성이라는 관념을 지니고 있을 때, 여러분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지 않

해석 |

는다. 여기에는 상, 칭찬, 돈, 혹은 좋은 아이디어나 잘 해낸 일에 대한 공로 인

오늘날, 정책상의 문제로 많은 기민한 판매자들과 기업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이 포함될 수 있다. 선생님이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고 제안을 해주면서 많은

자신들의 고객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 때에 심지어 어떤 일

시간을 투자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에세이 쓰기 대회에서 1등상을 타면,

거리를 자신들의 경쟁자에게 보내어 서비스를 받게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여

여러분은 그저 상을 타고 미소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은 상을 타고, 미소를 짓

러분이 어떤 고객의 일정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안다고 가정해 보

고, ‘그에 더하여’ 선생님께 감사한다. 공정성이라는 관념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

자. 내가 전에 이용했던 인쇄업자가 나의 잡지 제작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분의 고용주에게 여러분이 일한 시간보다 30분 더 많이 일했다고 말하지 않는

일정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서, 일정이 비어 있어서 나의 요구를 실제로 충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트롬본 연주를 가르치는 교사에게 매

족시켜 준 인쇄업자를 나의 판매 대리인이 일부러 수고하여 찾아주었다. 나는

일 연습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잔디를 깎는 대가로 아빠에게 돈을 받고는 그 일

그 비어 있는 일정을 이용하였으나, 다음 호 발행 때에는 다시 내가 거래하던

을 부실하게 하지 않는다. 식료품 가게에서 여러분이 10달러짜리 지폐를 냈을

전의 인쇄업자에게로 돌아갔다. 왜일까? 그 새로운 인쇄업자는 나를 일회성 고

때에 출납원이 20달러짜리 지폐에 대한 거스름돈을 여러분에게 주면, 여러분은

객으로 대우하여, 나를 영원한 고객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그 전의 인쇄업

초과된 거스름돈을 갖지 않는다. 그것을 돌려준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고 나서

자는 나의 요구를 더 많이 챙겨 주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 상황으

야 그 사실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가져가서’ 되돌려준다.

로 나를 몰아가기보다는 나의 판매 대리인은 다른 하나의 해결책을 찾아주었

해설 |

다. 그 이후에 그들은 (고객인) 나를 다시 되찾고 그런 일정상의 낭패스러운 상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빈칸

황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열성을 보였다.

뒤에 이어지고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③ ‘don ’t take

해설 |

things you don’t deserve(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지 않는다)’
가 가장 적절하다.

고객에게 이익이 된다면 비록 자신과 경쟁하는 업체라 할지라도 소
개해 준 구체적인 사례가 뒤에 제시되고 있으므로, ③ ‘refer some

① 일을 쉽고 효과적으로 한다

business to their competition(어떤 일거리를 자신들의 경쟁자에

② 팀 구성원들을 동등하게 대우한다

게 보내어 서비스를 받게 하기도)’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

④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하다.

⑤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다

① 고객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구문 |

② 잠재 고객들에게 쿠폰을 보내주기도

[Having a sense of fairness] means [that you don’t tell
your employer {that you worked a half-hour more than
you did}]. : 첫 번째 [ ]가 주어이며 두 번째 [ ]는 means의 목
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 }는 tell의 직접목적어 역할을 하
는 명사절이다. did는 worked를 대신하는 대동사이다.
어휘 |
●
●
●

fairness 공정성, 공평
trombone 트롬본
shabby 부실한

●
●
●

credit 공로 (인정)

mow (잔디를) 깎다

④ 브랜드 교체 작업에 자기 고객들을 포함시키기도
⑤ 사업을 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내부의 도움을 찾기도
구문 |

Afterward, they were eager to get me back and to work
hard to prevent the scheduling fiasco from happening a
second time. : were eager에 to get ~과 to work ~가 이어진
다. 「prevent＋목적어＋from＋-ing」는 ‘~가 …하지 못하게 하다’
라는 뜻이다.

impose 강요하다, 부과하다

어휘 |
●

04

●

③

문장 끊어읽기
▶

A printer I once used / could not meet a scheduling
requirement / that I had for my magazine, / and my sales rep
/ went out of the way / to find a printer / who had an opening
in his schedule / that did meet my need.

●

나를 몰아가기보다는 / 상황으로 /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 / 나의 판매 대
리인은 다른 하나의 해결책을 찾아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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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time 일회성의

●
●

issue (정기 간행물의) 호

rep 판매 대리인, 판매사원

⑤

문장 끊어읽기
▶

In the era / when we warmed ourselves by a wood fire / and
ate the grains of the field, / we needed about a square meter
of land / for each watt of energy / that came available.

시대에는 / 장작불로 온기를 얻고 / 들판의 곡식을 먹었던 / 대략 1평방미터의
토지가 필요했다 / 1와트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 / 이용할 수 있게 된

인쇄업자를 찾아주었다 / 일정이 비어 있어서 / 나의 요구를 실제로 충족시켜 준

Rather than forcing me / into a situation / that wouldn’t work
for me, / my rep found another solution.

printer 인쇄업자

05

내가 전에 이용했던 인쇄업자가 / 일정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 나의 잡지
제작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 그래서 나의 판매 대리인이 / 일부러 수고하여 /
▶

go so far as to 심지어 ~하기도 하다

▶

This is calculated / by summing up the amount of land / you
need / for excavating the energy carriers and converting them
/ to a useful form of energy.

www.ebsi.co.kr
이는 산출된다 / 토지의 양을 합산함으로써 / 필요로 하는 / 에너지 수반물의 발
굴하여 그것들을 변환하기 위해 / 유용한 형태의 에너지로

사용자 모두를 수용하는 것에서 / 의료 체계의 / 수용으로 / 그 체계의 사용자
와 / 그리고 가상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술의
▶

소재 | 에너지 개발의 발전
해석 |

역사가 흐르는 동안 우리는 보다 더 집중된 형태의 에너지를 사용해 왔다. 장
작불로 온기를 얻고 들판의 곡식을 먹었던 시대에는 이용할 수 있게 된 1와트
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 대략 1평방미터의 토지가 필요했다. 풍력과 수력을 다

In the current context / of large and complex facilities, / the
physical space among individuals, offices, and geographical
locations / that once resulted in a delay / in communication
between individuals, / as well as a delay / in the transmittance
of paper documents, / is now minimized / and in some cases
eliminated.

오늘날 상황에서 / 대규모의 복잡한 시설이 갖춰진 / 개인, 사무실, 지리적 위치
사이의 물리적 공간은 / 과거 한때 지체를 초래했던 / 개인 간 의사소통에 있어서
의 / 지체뿐만 아니라 / 종이 문서의 전달에 있어서의 / 이제 최소화된 상태이다
/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없어진 상태이다

스렸던 때에는 1평방미터의 토지의 에너지 산출량이 10배로 증가했다. 석탄,
석유, 가스의 도래로 인해 추가로 100배의 향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에너지 수
반물을 채굴하여 그것들을 유용한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해 필요로 하
는 토지의 양을 합산함으로써 산출된다. 비슷한 계산법이 에너지 수반물 자체

소재 | 원격 의료 서비스의 도래

의 에너지 함량을 사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는 각각의 계속된 에너지

해석 |

혁신으로 진화해 왔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칼로리를 얻기

인터넷의 도입과 더불어 의료 체계에서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의 위치는 급격히

위해 넓은 면적의 토지를 찾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변화했다. 제공자는 이제 흔히 원격으로 평가 의견, 관찰 결과, 로봇의 개입을

해설 |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물리적 공간과 위치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많은 장

1평방미터의 면적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10배, 100배

소에서 물리적 공간의 기능성과 유용성이 의료 체계의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를

로 증가해왔다는 내용은 집중된 형태의 새로운 에너지원이 계속 개

수용하는 것에서 그 체계의 사용자와 가상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술의 수용으로

발되었음을 의미하므로, 빈칸에는 ⑤ ‘concentrated(집중된)’가 들

전환되어 왔다. 게다가 기술 장치가 중심 위치에서 보관되는 한편 제공자와 사

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용자 모두 자신의 장소에 남아 있을 수 있다. 공동의 장소에서 함께 모이는 것

① 친숙한 ② 저장할 수 있는 ③ 값비싼 ④ 재생 가능한

은 일반 원칙이라기보다 예외가 되어가고 있다. 오늘날 대규모의 복잡한 시설
이 갖춰진 상황에서 과거 한때 종이 문서의 전달에 있어서의 지체뿐만 아니라

구문 |

In the era [when we warmed ourselves by a wood fire
and ate the grains of the field], we needed about a square
meter of land for each watt of energy [that came
available]. : 첫 번째 [ ]는 관계부사 when이 이끄는 형용사절로
선행사 the era를 수식한다. 두 번째 [ ]는 관계대명사 that이 이
끄는 형용사절로 선행사 energy를 수식한다.
어휘 |
●
●
●
●
●
●
●
●
●
●

●

a factor of ~배

yield 산출량

convert 변환하다, 전환하다
content 함량, 내용물

subsequent 계속된, 그 다음의

06

스 제공자와 사용자가 같은 장소에 모이는 일은 극히 드물게 될 것
이므로, ③ ‘the exception rather than the rule(일반 원칙이라
기보다 예외)’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⑤ 정보를 교환하는 유일한 방법
●
●
●
●
●

calculate 산출하다, 계산하다 		

carrier 수반물		

calculus 계산법, 미적분학		

evolve 진화하다, 발전하다		
innovation 혁신

③

문장 끊어읽기
▶

인터넷의 도입으로 인한 원격 의료 서비스의 발전 덕분에 의료 서비

④ 의료의 일상적 절차

account for ~에 해당되다, ~을 차지하다
sum up ~을 합산하다, 요약하다

해설 |

② 이전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square meter 평방미터, 제곱미터

improvement 향상

의 물리적 공간은 이제 최소화된,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없어진 상태이다.

① 더 현실적인 성취 목표

grain 곡식, 곡물

tame 다스리다, 길들이다

개인 간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지체를 초래했던 개인, 사무실, 지리적 위치 사이

The functionality and utility of physical space / in many
settings / has shifted / from accommodating both providers
and users / of the healthcare system / to accommodation / for
the user of the system / and the technology to support virtual
services.

물리적 공간의 기능성과 유용성이 / 많은 장소에서 / 전환되어 왔다 / 제공자와

구문 |

In the current context of large and complex facilities, the
physical space among individuals, offices, and
geographical locations [that once resulted in {a delay in
communication between individuals}, as well as {a
delay in the transmittance of paper documents}], is now
minimized and in some cases eliminated. : 문장의 주어가
단수형인 the physical space여서 단수 동사의 형태인 is가 왔다.
[ ]는 관계절로 the physical space ~ geographical locations
를 수식하고 있고, 두 개의 { }는 resulted in 뒤에 이어지는 목적
어로 as well as로 연결되어 있다.
어휘 |
●
●

location 위치

assessment 평가 의견

●
●

remote 원격의, 먼

observation 관찰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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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intervention 개입
utility 유용성

virtual 가상의, 사실상의
facilities 시설, 설비

transmittance 전달, 전송

●
●
●
●
●

functionality 기능성

●

accommodate 수용하다

●

equipment 장치, 설비

●

eliminate 없애다, 제거하다

●

geographical 지리적인

07

●

⑤

for any length of time 오랫동안

●

out of sync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code 규약, 규칙

put a premium on ~을 중시하다

survival kit 생존 장비, 비상용 구명대

②

문장 끊어읽기

Major American corporations / spent huge sums of money / in
the late 1980s and early 1990s / trying to make their quality
standards match / those of the Japanese.

미국의 주요 회사들이 / 엄청난 돈을 썼다 /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
자신들의 품질 기준을 필적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 일본의 것들에
▶

contradict 모순되다

●

08

문장 끊어읽기
▶

defect 결점, 결함

Because it is out of sync / with the American culture, / and
nothing that contradicts the Code of a culture / succeeds for
any length of time.

왜냐하면 그것이 조화되지 않으며 / 미국문화와 / ‘문화 규약’에 모순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 오랫동안 성공하다
소재 | 미국문화에서 벗어난 일본 회사의 무결점주의

▶

Paula shopped every weekend / because she was bored, /
because she was scared / to try to be the songwriter / that
she’d always wanted to be.
Paula는 주말마다 쇼핑을 했다 / 지루했기 때문에 / 두려웠기 때문에 / 작곡가
가 되기를 시도하기가 / 자신이 항상 되고 싶었던

▶

She’d go out and buy things, / take them home, / try them on, /
install them in her house, / and then, / recognizing she
couldn’t really afford them, / bring most of them back the next
weekend.

그녀는 외출해서 물건을 사곤 했다 / 그것들을 집으로 가져오고 / 그것들을 입어
보고 / 집에 설치하곤 했다 / 그러고 나서 / 자신이 그것들의 대금을 지불할 여유
가 없음을 깨닫고는 / 다음 주말에 거의 대부분의 것을 반납하곤 했다

해석 |

소재 | 비이성적 습관을 극복한 Paula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미국의 주요 회사들이 자신들의 품질 기준을

해석 |

일본의 품질 기준에 필적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엄청난 돈을 썼다. 피

Paula는 지루했기 때문에, 자신이 항상 되고 싶었던 작곡가가 되기를 시도하

상적인 수준에서 이것은 완벽하게 이치에 맞는다. 높은 품질은 더 나은 사업을

기가 두려웠기 때문에 주말마다 쇼핑을 했다. 그녀는 외출해서, 물건을 사고,

낳기 마련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실패했다. 여러분은 미국 회

그것들을 집으로 가져와서, 입어보고, 집에 설치하고, 그러고 나서 자신이 그것

사가 무결점이나 지속적인 개선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들어보지 못한

들의 대금을 지불할 여유가 없음을 깨닫고는 다음 주말에 거의 대부분의 것을

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그것이 미국문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문화 규약’

반납하곤 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쓰러질 때까

에 모순된 어떤 것은 오랫동안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품질을

지 자신을 서서히 괴롭히는 신용카드 빚을 쌓아가고 있었다. 자신의 신용카드

중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작동하는 것을 원한다. 우리는 완벽함을 믿지 않

한도에 대해 그녀에게 심한 충격을 준 치아로 인한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아서 무결점이라는 개념은 공상처럼 보인다. 일본의 생존 장비의 필수 부분인

녀는 마침내 자신의 방식의 어리석은 행위를 깨달았다. 그녀는 연체를 직시했

개념이 이곳에서는 완전히 (문화적) ‘규약’에 벗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

고, 치과의사와 지불 계획을 작성했고, 자신의 모든 신용카드를 잘라 버렸고,

을 거부했다. 이처럼, 우리의 문화에 조화하지 않는 어떤 다른 개념에 대해서

자신의 빚을 체계적으로 갚기 시작했다. 그녀가 쇼핑에 보냈던 시간을 피아노

우리는 똑같이 반응할 것이다.

에 할애하고 노래 작업을 하곤 했다. 그녀는 현재 많은 곡을 가지고 있고, 빚이

해설 |

거의 없으며, 최근에 신인 작곡가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미국 회사들이 더 이상 일본 회사의 무결점주의를 신뢰하지 않는다

해설 |

① ~와 유사한

Paula는 자신의 비이성적인 쇼핑 습관의 문제점을 깨닫고 마침내
그것을 극복했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② ‘the insanity of her
ways(자신의 방식의 어리석은 행위)’가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② ~에 유익한

① 연습 부족

③ ~에서 유래한

③ 노래에 대한 자신의 강점

④ ~을 본받는

④ 치아의 심한 통증

는 내용으로, 빈칸에는 ⑤ ‘incompatible with(~와 조화하지 않
는)’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⑤ 더 많은 돈을 버는 자신의 방식

구문 |

Notions [that are a necessary part of the Japanese
survival kit] are completely off Code here. : [ ]는 관계절
로 선행사인 Notions를 수식한다.
어휘 |
●
●

corporation 회사

superficial 피상적인

●
●

match 필적하다, 걸맞다

generate 발생시키다, 낳다

324 EBS 기출의 미래 영어독해 - 미래편

구문 |

She faced her default, drew up a payment plan with her
dentist, cut up all her credit cards, and started
systematically paying off all her debts. : 동사 faced, drew
up, cut up, started가 「A, B, C, and D」의 형태로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

www.ebsi.co.kr
어휘 |
●
●
●
●
●

songwriter 작곡가

rack up 쌓아 올리다

into the ground 쓰러질 때까지
default 연체, 불이행

insanity 어리석은 행위, 정신 이상

●
●
●
●

install 설치하다

grind 괴롭히다, 학대하다

04 빈칸 추론 (2)

slam 세게 치다
a raft of 많은

본문 16~19쪽

01

⑤

02

④

03

②

04

③

05

③

06

④

07

②

08

⑤

01

⑤

문장 끊어읽기
▶

At first thought, / it would seem simpler / to make one big
strand / instead of going to all the trouble of / manufacturing
three or four or five strands, / then twisting them together.

언뜻 생각하기에 / 더 간단하게 보일 것이다 / 하나의 큰 가닥을 만드는 것이 /
일부러 하는 대신에 / 세 개나 네 개 또는 다섯 개의 가닥을 만드는 것 / 그런 다
음 그것들을 함께 꼬는 것
▶

The holistic effect works / like this: / Say / each individual
strand of the rope / can hold / one hundred pounds of weight.
전체론의 효과는 작용한다 / 다음과 같이 / 가령 / 각각의 개별적인 밧줄 가닥이 /
지탱할 수 있다 / 백 파운드의 무게를

▶

The difference in strength / between the strands untwisted
and twisted / is the holistic effect.
힘의 차이는 / 꼬지 않은 가닥과 꼰 가닥 사이의 / 전체론의 효과이다

소재 | 부분의 합과 전체의 차이
해석 |

꼰 밧줄 한 가닥을 자세히 보고 왜 몇 개의 가닥이 함께 꼬아진 것이 있는지를
의아해해본 적이 있는가? 언뜻 생각하기에 일부러 세 개나 네 개 또는 다섯 개
의 가닥을 만든 다음 그것들을 함께 꼬는 대신에 하나의 큰 가닥을 만드는 것
이 더 간단하게 보일 것이다. 사실은 꼰 밧줄이 똑같은 직경의 단 하나의 가닥
이 강할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이유는? 전체론의 효과라고 불리는 것 때문이
다. 전체론의 효과는 우리 모두가 “전체가 그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라고 말해
지는 것을 들어보았던 생각에 근거를 둔다. 전체론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작용
한다. 가령 각각의 개별적인 밧줄 가닥이 백 파운드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
고 하자. 세 개의 그런 가닥의 밧줄을 꼬지 않은 채 나란히 만든다면 그 밧줄의
무게를 견디는 총 능력은 3백 파운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똑같은 세 개의
가닥을 함께 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 밧줄 체계는 3백 파운드 이상을
지탱할 수 있다. 꼬지 않은 가닥과 꼰 가닥 사이의 힘의 차이가 전체론의 효과
이다.
해설 |

각각의 개별적인 밧줄 가닥이 백 파운드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고
무게를 견디는 능력의 총합이 3백 파운드가 되지만 세 개의 가닥을

함께 꼬면 3백 파운드 이상을 지탱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⑤ ‘The whole is greater than the sum of its parts(전체가
그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신간

① 생존해서 번성하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이 아니다
② 협동과 경쟁은 정반대가 아니다
③ 유일한 일정불변의 것은 변화, 끊임없는 변화이다

내신형 문항에 익숙한 예비 수험생들에게
수능형 문항의 감을 잡아준다.

④ 숨겨진 조화는 명백한 것보다 더 낫다
구문 |

• ~ it would seem simpler [to make one big strand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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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ead of going to all the trouble of {manufacturing
three or four or five strands}, {then twisting them
together}]. :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는 내용상의 주어이다.
[ ] 안에서 두 개의 { }가 병렬 구조를 이루어 of의 목적어 역할
을 한다.

해설 |

S. B. 씨가 백내장 수술을 한 다음에 물체를 볼 수는 있었지만 그
물체를 알아보는데 힘이 들었고 많은 시간을 흐른 다음 그것들을 인
식할 수 있었다는 예가 제시되었으므로, 빈칸에는 ④ ‘organize

his sensations into meaningful perceptions(그의 감각을 의

• The holistic effect is based on [an idea {we’ve all heard
stated}] : “[The whole is greater than the sum of its
parts].”: 두 개의 [ ]는 동격 관계이고, { }는 an idea를 수식
하는 관계절이다. an idea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지는 대상
이므로 과거분사 stated가 사용되었다.

미 있는 인식으로 조직하는)’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어휘 |

구문 |

●
●
●
●

go to all the trouble of 귀찮지만 〜하다, 일부러 〜하다
●

weight-bearing 무게를 견디는

holistic 전체론의

02

④

Imagine / what it would be like / to have your vision restored /
after a lifetime of blindness.

상상해보라 / 그것이 어떨지 / 시력을 회복하는 것 / 평생 동안 눈이 먼 다음에
▶

Newly sighted persons / must learn / to identify objects, / to
read clocks, numbers, and letters, / and to judge sizes and
distances.

새로 앞을 볼 수 있게 된 사람들은 / 배워야 한다 / 물체를 알아보는 것 / 시계를
보고 시간을 알고 숫자와 글자를 읽는 것 / 그리고 크기와 거리를 판단하는 것
▶

Mr. S. B. soon learned / to tell time from a large clock / and to
read block letters / he had known / only from touch.

S. B. 씨는 곧 배웠다 / 커다란 시계를 보고 시간을 알아내는 것 / 그리고 블록체
를 읽는 것 / 그가 알았던 / 만짐으로써만
▶

③ 이 모든 처참한 결과에 적응하는
⑤ 자신의 운명을 그 자신의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아님에 유의한다.

문장 끊어읽기
▶

② 삶의 가능성에 대한 더 폭넓은 비전을 얻는

• Imagine what it would be like [to have your vision
restored after a lifetime of blindness].: it은 형식상의 주어
이고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 ]가 전치사 like의 목적어가

strand (실·전선·머리카락 등의) 가닥〔올/줄〕
diameter 직경, 지름

① 보는 것이 항상 보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아는

However, / handwriting meant nothing to him / for more than
a year / after he regained sight, / and many objects were
meaningless / until he touched them.
그러나 / 필적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 1년 이상 동안 / 그가 시력을 되
찾은 다음에 / 그리고 많은 물체들이 의미가 없었다 / 그가 그것들을 만질 때까지

소재 | S. B. 씨의 시력 회복
해석 |

평생 동안 눈이 먼 다음에 시력을 회복하는 것이 어떨지 상상해보라. 세상을

• Newly sighted persons must learn [to identify objects],
[to read clocks, numbers, and letters], and [to judge
sizes and distances]. : 세 개의 [ ]가 병렬 구조를 이루며
learn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어휘 |
●
●
●
●

restore 회복시키다, 되찾게 하다

●

operation 수술

●

sighted 앞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정상인
regain 되찾다

03

guarantee 보장〔보증〕하다
block letter 블록체

②

문장 끊어읽기
▶

A simple example / would be a husband / who 90 percent of
the time / forgets to take out the trash.

간단한 사례가 / 남편이 될 것이다 / 90퍼센트 정도는 / 쓰레기를 내다버리는 것
을 잊어버리는
▶

Do you think / that would make a greater impact / on the
husband / and help him to remember / more often than 50
percent?

생각하는가 / 그것이 더 큰 영향을 미쳐서 / 남편에게 / 그가 기억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 50퍼센트보다 더 자주

감지하는(보는) 새로 찾은 능력이 세상이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주지

소재 | 배우자의 나아진 행동 알아주기

않기 때문에 사실 세상을 처음 보는 것이 실망스러울 수 있다. 새로 앞을 볼 수

해석 |

있게 된 사람들은 물체를 알아보고 시계를 보고 시간을 알고 숫자와 글자를 읽

여러분의 배우자가 향상된 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라. 어떤 행동이 보다 나은

고 크기와 거리를 판단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예를 들어, S. B. 씨는 태어날 때

쪽으로 변화되었음을 발견할 때에 참으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서로에게 말해

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백내장 환자였다. 52세에 수술을 해서 그의 시력을 회

줘라.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것을 90퍼센트 정도는 잊어버리는 남편이 그것의

복한 다음에 S. B. 씨는 자신의 시력을 사용하려고 애를 썼다. S. B. 씨는 커다

간단한 사례가 될 것이다. 아내는 그것을 내다버리라고 그에게 끊임없이 일깨

란 시계를 보고 시간을 알아내는 법과 만짐으로써만 그가 알았던 블록체를 읽

워준다. 남편이 그것을 내다버리는 것을 심지어 50퍼센트 기억한다면 어떻게

는 법을 곧 배웠다. 동물원에서 그는 그가 들었던 설명으로부터 코끼리를 알아

될까? 이것은 주목할 만한 향상이 되지 않겠는가? 아내는 다음과 같이 말해

보았다. 그러나 그가 시력을 되찾은 다음 1년 이상 동안 필적은 그에게 아무런

주어야 할 것이다. “(요즘에) 당신이 쓰레기 내다버리는 것을 더 자주 기억하고

의미가 없었고 많은 물체들이 그가 그것들을 만질 때까지 의미가 없었다. 따라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서 S. B. 씨는 그의 감각을 의미 있는 인식으로 조직하는 것을 천천히 배웠다.

싶어요.” 그것이 남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쳐서 그가 50퍼센트보다 더 자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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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럴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가 여섯 번째 PowerBar를 먹으려고 했을 때, 그는 그것을 강제로 입에 넣

향상된 것을 볼 때에 여러분의 배우자의 진가를 자주 알아주면 줄수록, 더 많

을 수가 없었다. 그는 도저히 그것의 맛과 식감을 견딜 수가 없었다. 다행스럽

은 향상이 발생할 것이다.

게도 자전거 타기의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내리막이었고, 용케도 편의점을 찾

해설 |

을 수 있었으며, 거기서 Erickson은 도넛 한 상자를 샀다. 그들이 자전거 타기

배우자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쪽으로 변화를 보였을 때 그것을 알

를 계속하면서, Erickson 에게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는

아봐 줌으로써 배우자의 향상을 유도하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고 있

PowerBar보다 더 좋은 에너지 바, 즉 여섯 개를 먹어야만 할지라도 맛이 좋

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recognize the

은 에너지 바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다.

improvements(향상된 것을 인식하도록)’이다.

해설 |

① 내부 지원을 찾도록

힘든 자전거 여행 중에 에너지 바를 계속 먹으려고 했으나 맛이 없

③ 더 밝은 날에 도달하도록

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
이 있었다고 했으므로 ③ ‘taste good even if you had to eat

④ 슬픔과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six of them(여섯 개를 먹어야만 할지라도 맛이 좋은)’이 빈칸에

⑤ 실패자처럼 느끼지 않고 실패하는 것을 배우도록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구문 |

The more often you appreciate your mate when you see
improvement, the more improvement will occur. : 「the +
비교급 ~, the + 비교급 ...」은 ‘~할수록 더욱 더 …한’이라는 뜻

① 영양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값이 저렴한
② 소화 불량과 위장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④ 자기 자신의 사무실에서 업무 수행을 향상시켜 주는

이다.

⑤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어휘 |

구문 |

●
●
●
●

spouse 배우자

noticeable 주목할 만한

●
●

appreciate 감사하다, 진가를 인정하다

for the better 보다 나은 쪽으로
impact 영향

grief 슬픔

Luckily, the rest of the ride was mostly downhill, and
they managed to find a convenience store, [where
Erickson purchased a package of donuts]. : where는 장소
를 나타내는 관계부사이며 and there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어휘 |

04

●

③

문장 끊어읽기
▶

Jay liked to study maps / to find adventurous routes / to new
places, / and he came up with a ride / that he thought / would
be around 125 miles.

Jay는 지도를 연구하기를 좋아했다 / 모험적인 길을 찾는 것을 / 새로운 장소로
가는 / 그리고 자전거 타기 코스를 찾아냈다 / 생각되는 / 거리가 125마일 정도
될 거라고
▶

When they had gone / around 120 miles / they realized / that
they were only a third of the way / through their planned ride.

●
●
●

거 타기 코스를 찾아냈다. 출발하기 전에 자전거 여행자들은 각자 여섯 개의

nutritious 영양분이 많은

●
●

depart 출발하다

will oneself to 억지로 ~하다
texture 식감, 질감
digestion 소화

③

These finish their maturation, / if they ripen properly at all, /
either in storage, on the supermarket shelf or in your fruit
bowl, / rather than on the tree or vine in the sunshine / where
the flavors can fully develop.

이러한 것들은 숙성을 마친다 / 어쨌든 제대로 익게 될지라도 / 저장 창고, 슈퍼
마켓 진열대, 또는 여러분의 과일 그릇에서 / 햇볕에 놓인 나무나 덩굴에서가 아
닌 / 그 맛이 완전하게 될 수 있는

해석 |

인 길을 찾는 것을 좋아했으며, 거리가 125마일 정도 될 거라고 생각되는 자전

tolerate 견디다, 참다

●

문장 끊어읽기
▶

소재 | 맛이 좋은 에너지 바의 필요성 인식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다. Jay는 지도를 연구하여 새로운 장소로 가는 모험적

pack 챙기다, 꾸리다

●

05

그들이 갔을 때 / 120마일 정도 / 그들은 깨달았다 / 겨우 3분의 1 정도밖에 오
지 못했다는 것을 / 자신들이 계획했던 자전거 타기 코스에서

어떤 주에 Erickson의 친구 Jay가 주말 자전거 타기를 하러 가기를 원하는지

adventurous 모험적인

▶

This is an adaptation / many plants have developed / as a
means of ensuring / fruit is not eaten / before the seed has
matured sufficiently / to grow a new generation.

이는 적응이다 / 많은 식물들이 발전시킨 / 확실하게 하는 수단으로 / 과일이 먹
히지 않는 것을 / 충분히 씨앗이 익기 전에 / 새로운 세대를 성장시킬 정도로

PowerBar를 챙겼다. 그들은 새벽에 떠나서 자전거를 타고 Livermore

소재 | 덜 익은 과일 수확의 문제점

Valley를 지나서, California Aqueduct를 따라서 타고 가다가, 다음에

해석 |

Mount Hamilton의 정상까지 올라갔다. 120마일 정도 갔을 때 그들은 자신

일부 농산물, 일반적으로 과일이 채 익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이르게 수확된

들이 계획했던 자전거 타기 코스에서 겨우 3분의 1 정도밖에 오지 못했다는

다. 이러한 것들은 어쨌든 제대로 익게 될지라도 그 맛이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을 깨달았다. Erickson은 이미 여섯 개의 PowerBar 중에서 다섯 개를 먹

햇볕에 놓인 나무나 덩굴에서가 아닌 저장 창고, 슈퍼마켓 진열대, 또는 여러분

었으며 그의 몸은 (자전거 타기를) 계속하기 위한 연료를 필요로 했다. 하지만

의 과일 그릇에서 숙성을 마친다. 익지 않은 과일에는 쓴맛을 내는 살리실산염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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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e so commonplace / that it is forgotten almost
immediately / afterward.

이 들어있다. 이는 많은 식물들이 새로운 세대를 성장시킬 정도로 충분히 씨앗
이 익기 전에 과일이 먹히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수단으로 발전시킨 적응

하지만 / 그것은 단지 때문인 것 같다 / 단지 알약을 먹는 행위가 너무 일상화되
어 / 거의 즉시 잊히기 / 복용 후

이다. 쓴맛은 과일이 익어가는 동안 점차적으로 당분으로 대체되어 과일을 맛
있게 만든다. 과일과 채소 모두에서 대다수의 영양소가 생기는 때는 바로 이러
한 마지막 익는 단계 동안이다. 그러므로 수확되기 전에 식물에 달린 채 익도
록 내버려둔 먹거리가 맛이 더 좋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이 더
많다.

소재 | 기억력 감퇴의 본질적 이유
해석 |

60세가 넘는 많은 사람들은 아침 식사 때 종합비타민제를 복용했는지 여부와
같은 간단한 일을 기억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서 기억력 감퇴를 겪을까봐, 이

해설 |

과일을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하면 살리실산염 성분 때문에 쓴맛이
나며 영양소를 충분히 얻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맛 좋고 영
양 많은 과일을 얻는 방법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은 ③ ‘left to mature on the plant before harvest(수확되기

르게 발병한 알츠하이머병으로 투병할까봐, 또는 그저 지적 능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알약을 먹는 행위가 너무 일상화되어 복용 후
거의 즉시 잊히기 때문인 것 같다. 아이들은 알약 복용 행위가 그들에게 아직
생소하기 때문에 알약을 먹었을 때를 일반적으로 잊지 않는다. 그들은 그러한
경험에 열심히 집중하고, 질식하거나 결국 입에 쓴맛이 남는 것을 걱정하는데,

전에 식물에 달린 채 익도록 내버려둔)’이다.

이 모든 것은 두 가지 목적, 즉 첫째로 알약 복용 순간에 그 사건의 새로움을

① 모든 계절과 여건에서 구할 수 있는

강화시키고, 두 번째로 아이로 하여금 그 순간에 열심히 집중하게 하는 데 도

② 적절한 온도 하에 저장된

움을 준다. 간단히 말해, 주의력은 무언가를 기억 속에 들어가게 하는 효과적인

④ 화학 비료 사용 없이 재배된

방법이다.

⑤ 농장에서 시장으로 곧바로 공급된

해설 |

구문 |

간단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노화에 따른 현상이 아니라 너무

This is an adaptation [many plants have developed as a
means of ensuring {fruit is not eaten before the seed has
matured sufficiently to grow a new generation}]. : [ ]는
선행사 an adaptation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관계절 맨 앞에는
have develop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 that 또는
which가 생략되었다. { }는 ensuring의 목적절로 맨 앞에 접속
사 that이 생략되었다.

●
●
●
●
●
●
●

produce 농산물

maturation 숙성, 익음
shelf 진열대, 선반
vine 덩굴

bitter (맛이) 쓴

ensure 확실하게 하다, 보장하다
replace 대체하다

content 함량, 내용물

●
●
●
●
●
●
●

unripe 익지 않은, 덜 익은

기억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의미하므로, ④ ‘attention is an

effective way of entering something into memory(주의력
은 무언가를 기억 속에 들어가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가 빈칸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③ 기억은 정보의 변형으로 간주된다

bowl 그릇, 사발

⑤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flavor 맛, 풍미

adaptation 적응

구문 |

sufficiently 충분히
nutrient 영양소

④

문장 끊어읽기

Many people over the age of sixty / fear / that they’re suffering
memory deficits, / fighting off early-onset Alzheimer’s, / or
simply losing their marbles / because they can’t remember
something / as simple as whether they took that multivitamin
at breakfast or not.
60세가 넘는 많은 사람들은 / 두려워한다 / 기억력 감퇴를 겪을까봐 / 이르게 발
병한 알츠하이머병으로 투병할까봐 / 또는 그저 지적 능력을 잃을까봐 / 일을 기
억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서 / 아침 식사 때 종합비타민제를 복용했는지 여부와
같은 간단한

▶

던 때를 결코 망각하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주의력 여부가

② 많은 자료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ripen 익다

06
▶

그 증거로 약 먹는 것이 일상화된 일이 아닌 어린 아이는 약을 먹었

① 기억력 상실은 노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어휘 |
●

일상화된 일이어서 신경을 쓰지 않아 생긴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But / it is probably just that / the act of taking the pill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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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people over the age of sixty fear that they’re
[suffering memory deficits], [fighting off early-onset
Alzheimer’s], or [simply losing their marbles] because
they can’t remember something as simple as whether
they took that multivitamin at breakfast or not. : 세 개의
[ ]는 모두 현재분사로 시작되는 병렬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접속
사 whether는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명사절을 이끄는 기능으
로 사용되었다.
어휘 |
●
●
●
●
●
●

deficit 감퇴, 부족

early-onset 이르게 발병한, 조기 발생의
multivitamin 종합비타민제
immediately 즉시

novel 생소한, 새로운
choke 질식하다

●
●
●
●

commonplace 아주 흔한
pill 알약

intently 열심히, 골똘하게

end up with 결국 ~하게 되다

www.ebsi.co.kr
●

08

reinforce 강화하다

⑤

문장 끊어읽기

07

▶

②

문장 끊어읽기
▶

One of the main reasons, / he tells us, / is because he was
good at / getting players to fill roles / as part of a team.

한 실험에서 / Zhong은 한 그룹의 사람들을 함께 모았다 / 그리고 그 중 절반의
사람들에게 요청했다 / 삶의 한 시기에 대해 생각하도록 /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
게 거절당했다고 느꼈던 /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 경험을 기억하
도록 / 그들이 받아들여진 / 그룹의 일원으로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 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 그가 능숙했기 때문이다 /
선수들을 소임을 다하도록 하는 데 / 팀의 일원으로
▶

I could have done that / by developing the team / around that
ability of his.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팀을 발전시킴으로써 / 그런 그의 능력 위
주로
소재 | 팀워크의 중요성
해석 |

스타 선수가 다른 선수보다 팀에 대한 더 적은 책임을 갖고 있는가? 위대해지

In one experiment, / Zhong gathered together a group of
people / and asked one half of them / to think about a time in
their lives / when they had felt rejected by others / and the
other half / to remember an experience / in which they had
been accepted / as part of a group.

▶

Remarkably, / those who had simply thought about / a time
when they were alone / rated the room as significantly colder /
than those who had imagined themselves / being part of a
group.

놀랍게도 / 단지 ~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 혼자였던 시기를 / 상당히 더 추운 것
으로 추정했다 / 자신을 상상했던 사람들보다 / 그룹의 일원이 됨을

고 경기를 이기는 것이 단순한 그들의 역할인가? 슈퍼스타의 재능은 경기를

소재 | 외로움과 추위의 상관관계

이기게 할 수는 있지만, 선수권 대회를 우승으로 이끄는 것은 팀워크이다. 코치

해석 |

John Wooden은 자신을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보통이었다고 주장한다. 그

이른 나이부터 우리는 따뜻함의 감정을 안전과 안도감으로, 차가움을 불친절

러면 그가 어떻게 10번의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었을까? 그가 우
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선수들을 팀의 일원으로 소임
을 다하도록 하는 데 능숙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저는 Abdul-Jabbar를
대학 (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잡이로 만들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런 그
의 능력 위주로 팀을 발전시킴으로써 그것이 가능했었을 것입니다. 그가

UCLA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세 번의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선수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입증하기
를 원한다. 이것은 ‘단순히’ 팀원이 아니라, 슈퍼스타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들이 성취하기를 원하는 중요한 승리에

팀이 선수권 대회에서 최종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스타 선수도 팀원
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② ‘getting

players to fill roles as part of a team(선수들을 팀의 일원으로
소임을 다하도록 하는 데)’이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적절한 위치에 후보선수를 이용하는 데
③ 승리를 향해 선수들의 동기를 자극하는 데
④ 슈퍼스타가 빛나도록 배경을 만드는 데
⑤ 관찰을 통해 선수들의 숨은 능력을 발견하는 데
구문 |

A superstar’s talent can win games, but it’s teamwork
that wins championships. : 「it is ~ that ...」 강조구문이 ‘…한
것은 바로 ~이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어휘 |

●
●

responsibility 책임

tactically 전술적으로
fixed 고정된

validate 입증하다

게 느끼도록 하는지를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한 실험에서 Zhong은 한 그룹의
사람들을 함께 모으고는 그 중 절반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했
다고 느꼈던 삶의 한 시기에 대해 생각하도록,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에
게는 그룹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진 경험을 기억하도록 요청했다. 그러고 나
서 모두가 자신이 속해있는 방의 온도를 추정하도록 요청받았다. 놀랍게도, 단
지 자신이 혼자였던 시기를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그룹의 일원이 됨을 상
상했던 사람들보다 그 방을 상당히 더 추운 것으로 추정했다. 외로움이 정말로

해설 |

해설 |

●

자인 Chen-Bo Zhong은 그룹에서 배척당한 것이 정말로 사람들을 다소 춥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춥게 느끼도록 하는 것 같다.

반대로 작용하기 쉽다.

●

함으로 연관 짓는다. 이러한 개념에 고무되어, Northwestern 대학의 심리학

●
●
●

championship 선수권 대회
strategically 전략적으로
mindset 사고방식

외로움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추위를 더 느끼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므로, 빈칸에는 ⑤ ‘being excluded from the group really

does make people feel a little chilly(그룹에서 배척당한 것이

정말로 사람들을 다소 춥게 느끼도록 하는지)’가 오는 것이 가장 적
절하다.
① 외로움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계절의 시기와 연관이 있는지
② 따뜻한 기후의 사람들이 추운 기후의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안전함을 느끼는지
③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체온이 방의 온도를 실제 높이는지
④ 온도계를 보는 것 없이 사람들이 방 온도를 알 수 있는지
구문 |

[Inspired by this notion], psychologist Chen-Bo Zhong
from Northwestern University decided to discover
{whether being excluded from the group really does
make people feel a little chilly}. : [ ]는 Being이 생략된 분
사구문으로 ‘이러한 개념에 고무되어’로 해석된다. { }는 ‘~인지 아
닌지’의 의미로 discover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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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어휘 |
●
●
●
●

associate 연관 짓다, 관련시키다
unfriendliness 불친절
estimate 추정하다

significantly 상당히

●
●
●

security 안도감, 보안

05 글의 목적

gather 모으다

remarkably 놀랍게도

본문 20~23쪽

01

③

02

⑤

03

②

04

⑤

05

⑤

06

③

07

③

08

②

01

③

문장 끊어읽기
▶

Yet / recent advances in research, / including enhanced
transplant methods, / have helped thousands / to prolong
their lives

그러나 / 연구에서의 최근의 발전은 / 향상된 이식 방법을 포함한 / 수천 명에게
도움을 주었다 / 그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
▶

increased awareness / of blood cholesterol levels / and the
importance of exercise / has helped millions / to prevent
future heart problems

인식이 증가한 것이 /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 그리고 운동의 중요성에 대
한 / 수백만 명에게 도움을 주었다 / 미래의 심장 문제를 예방하는 것
▶

To make a donation, / simply fill out the enclosed pledge card /
and include it, / with your check, / in the envelope provided.

기부를 하기 위해서 / 단지 동봉된 서약 카드에 기입하라 / 그리고 그것을 포함시
켜라 / 귀하의 수표와 함께 / 제공해드린 봉투에
소재 | 기부금 요청
해석 |

심장병은 남녀 둘 다의 가장 커다란 사망 원인입니다. 그러나 향상된 이식 방
법을 포함한 연구에서의 최근의 발전은 수천 명이 그들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
것이 수백만 명이 미래의 심장 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변
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부분적으로 미국 심장 협회에 대한 우리의 기부를
통해서입니다. 올해에 미국 심장 협회에 기부하실 것을 고려하시겠습니까? 귀
하의 이웃으로서 저는 귀하가 올해 기부를 고려해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기
부를 하기 위해서 단지 동봉된 서약 카드에 기입하시고 귀하의 수표와 함께 그
것을 제공해드린 봉투에 넣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표를 잊지 마세요!) 귀하
의 기부는 물론 세금 공제가 됩니다. 미국 심장 협회를 대신하여 올해 기부를
고려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7년 4월 24일까지 기부금을 우편으
로 보내주십시오.
해설 |

Would you consider making a donation this year to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이하에 글의 목적인 ③ ‘미국 심
장 협회에 기부할 것을 요청하려고’가 잘 드러나 있다.
구문 |

신간

자꾸 틀리고, 누구나 틀리고, 아쉽게 틀리는!
최고 오답률 문제, 함정 탈출 해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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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part, through our donations to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 In part, these changes happen through
our donations to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에서
these changes happen이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되었다.
• Would you consider making a donation this year to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 consider는 to부정사가 아
니라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기 때문에 making이 사용되었다.

www.ebsi.co.kr
어휘 |
●
●
●
●

enhanced 향상된, 강화된
prolong 연장하다

enclose 동봉하다

tax-deductible 세금 공제가 되는

어휘 |
●
●
●
●

transplant 이식

vacate 비우다

●

association 협회

lease 임대차 계약

●

pledge 서약, 맹세

contract 계약

●

on behalf of 〜을 대신하여

inspection 조사

●

●
●
●
●

conclusion 결말, 종결
terms 조건

security deposit 보증금

property 부동산, 건물

l e t t e r h e a d 레터헤드(편지지 윗부분에 인쇄된 발신인 또는 회사의

●

주소·이름 따위)

02

⑤

문장 끊어읽기
▶

It has been sixty days / since I vacated Apartment 8A at 39
Pine Street / at the conclusion of my lease.

03
문장 끊어읽기
▶

60일 되었습니다 / Pine Street 39에 있는 8A 아파트를 비운지 / 제 임대차
계약이 종결되었을 때
▶

As you know, / you accompanied me / on an inspection of the
property / on the day we moved out of the apartment, / and
you told me then / that there was no chargeable damage /
and that I would receive a full refund.

▶

트에서 이사를 나가는 날에 / 그리고 귀하는 그 때 저에게 말했습니다 / 청구될
손상이 없었다는 것을 / 그리고 제가 완전한 환불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해석 |

Martin 씨 귀하
제 임대차 계약이 종결되었을 때 Pine Street 39에 있는 8A 아파트를 비운
지 60일 되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저는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간 후 30
일 이내에 보증금의 환불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또한 시 주택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보았는데 그곳에서는 주법 또한 그 똑같은 30일이라는 기간에 보증
금 반환을 해야 한다고 저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귀하는 우리가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는 날에 건물의 검사를 할 때 저와 동행을 했고 그때
귀하는 청구될 손상이 없었고 제가 완전한 환불을 받을 것이라고 저에게 말했
습니다. 위에 있는 레터헤드에 적혀있는 저의 새로운 주소로 수표를 보내 주
시기 바랍니다.

Janice Sullivan 드림
해설 |

I was to receive a refund of the security deposit within
thirty days after moving out of the apartment.와 Please
send the check to me at my new address, listed on the
letterhead above.에서 글의 목적인 ⑤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
구하려고’가 잘 드러나 있다.
구문 |

• I was to receive a refund of the security deposit within
thirty days after moving out of the apartment. : 「be + to
부정사」가 예정, 가능, 의무 등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의무의 뜻
이다.

• ~ you told me then [that there was no chargeable
damage] and [that I would receive a full refund]. : and
로 연결된 두 개의 [ ]가 told의 직접목적어로 쓰였다.

We are proud / to operate the largest crafts cooperative / in
the state, / and we look forward / to many years of serving the
community.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 가장 큰 공예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 주에
서 / 그리고 우리는 고대합니다 / 여러 해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
기를

아시다시피 / 귀하는 저와 동행을 했습니다 / 건물의 검사를 할 때 / 우리가 아파

소재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구

②

As a reminder, / we do schedule openings of the store / by
appointment / in the evening / and on days when we are
closed.

잊어버리셨을까봐 말씀드리는데 / 우리는 일정을 잡아서 매장 문을 엽니다 / 사
전 예약에 의해서 / 저녁 시간과 / 문을 닫는 날에도
소재 | 영업시간 변경 안내
해석 |

우리의 단골 고객님들과 기능장님들께
지난 일 년간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 모든 변함없는 우리의 후원자 분들께 감
사드리고자 합니다. 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예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우
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여러 해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시즌을 위해 문을 열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운영 시간 변경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영업시간을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 1일부터 시행되어 한 주에 5일간 문
을 열 것이며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문을 닫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고객에게 불편함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잊어버리셨을까봐 말
씀드리는데, 우리는 일정을 잡아서 저녁 시간과 문을 닫는 날에도 사전 예약에
의해서 매장 문을 엽니다.
오랜 친구들과 새로운 얼굴들을 이번 시즌에 보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Jo Perry 드림
해설 |

5월 1일부터 문을 여는 날을 줄여서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문을 열
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글이므로, ② ‘영업시간 변경에 대
해 알리려고’가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하다.
구문 |

[As we prepare to open for the season], we want to
notify you of a change in our hours of operation. : [ ]는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notify ~ of ...」는 ‘~에게 …을 알리
다’라는 뜻이다.
어휘 |
●

artisan 기능장, 기능 보유자

●

patronage 후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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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operative 협동조합

05

inconvenience 불편하게 하다; 불편

문장 끊어읽기

04

⑤

▶

문장 끊어읽기
▶

The school nurse contacted me to say / that you had given
her permission / to contact some area organizations / on your
behalf.

학교 보건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연락하셨습니다 / 여사님께서 보
건선생님께 허락하셨다고 / 일부 지역 단체와 접촉하는 것을 / 여사님을 대신
하여

Several months ago, / I contacted you to ask / if you could
offer a special rate / to guests / coming from out of town.

몇 달 전에 / 저는 귀하와 연락하여 물어보았습니다 / 특별 요금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 하객들에게 / 다른 지방에서 오는
▶

⑤

▶

I would ask / that you either make refunds / to the guests
individually / or send a check for $325 / to me / and I will see /
that our invited guests / receive the refund.

저는 요구합니다 / 환불을 해주시기를 / 그 하객들에게 개별적으로 / 혹은 325
달러짜리 수표를 보내 주시기를 / 저에게 / 그러면 제가 챙기겠습니다 / 우리의
초대된 하객들이 / 그 환불 금액을 받도록

The children are able to socialize and play / in a structured
and supervised situation; / as parents / we get to share our
experiences and strategies / in helping our youngsters
succeed / in school and in life.

자녀들은 서로 어울리고 놀이를 할 수 있고 / 체계적이고 관리되는 환경에서 / 부
모로서 / 저희들은 경험과 전략을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 어린 자녀들이 성공하
는 것을 돕는 데 있어서 / 학교와 인생에서

소재 | 부당 청구 금액 환불 요청

소재 | 모임 참석 요청

해석 |

해석 |

Ray 씨께

친애하는 Ortiz 여사님에게

저의 딸 Molly는 최근에 결혼하여 Rolling Meadow에서 결혼식과 피로연을

당신과 가족이 Queenstown으로 오신 것에 대해 환영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곳이고 저희들 모두는 서로를 돌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

몇 달 전에 저는 귀하와 연락하여 다른 지방에서 오는 하객들에게 특별 요금

다. 학교 보건선생님께서 여사님께서 보건선생님께 여사님을 대신하여 일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귀하는 최소 다섯 개의 방을

지역 단체와 접촉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시기 위해 저에게 연락하셨습

통째로 빌리는 조건으로 1박당 25달러씩 할인해 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니다. 저는 여사님과 아드님 Tim이 저희들의 비공식 후원 모임의 일원이 되도

뒤에 알고 보니, 그 주말에 여섯 명의 결혼식 하객들이 귀하의 게스트 하우스

록 요청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다섯 명의 엄마들과 여섯 명의 취학 전 자녀

에 숙박했는데, 다섯 명은 2박을 했고 한 사람은 3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방금

들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저희들의 자녀들 모두 다양한 수준의 발달 장애로 진

우리의 모든 하객들에게 할인이 되지 않은 정상 요금이 부과되었다는 것을 알

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1주일에 1시간 동안 만나고 있습니다. 자녀들

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다 청구된 요금이 총 325달러에 달합니다.

은 체계적이고 관리되는 환경에서 서로 어울리고 놀이를 할 수 있고 부모로서

귀하 측의 실수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하객들에게 개별적으로 환불을 해

저희들은 어린 자녀들이 학교와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을 돕는 데 있어서 경험

주시거나 저에게 325달러짜리 수표를 보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우리의 초대

과 전략을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저는 여사님께서 저에게 전화하셔서 모임에

된 하객들이 그 환불 금액을 받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대해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사님의 참여를 환영할 것입

앞으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귀하의 게스트 하우스를 추천해 줄 수 있게 되기

니다.

를 바랍니다.

Sue Miller 드림

Nina Hobson 드림

해설 |

해설 |

학교 보건교사로부터 연락받고 새로 이사 온 발달 장애 자녀가 있는

게스트 하우스 숙박비가 처음에 합의한 조건과 달리 과다 청구된 것

가정의 어머니에게 비슷한 상황의 부모들의 자녀 양육 모임을 소개

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는 글이므로, ⑤ ‘부당 청구 금

하고 참여를 권하고 있으므로, ⑤ ‘발달 장애 자녀의 양육을 위한 모

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려고’가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하다.

임에 초대하려고’가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하다.

구문 |

구문 |

As it turned out, six wedding guests stayed at your guest
house that weekend, with five spending two nights and
one three nights. : 「with+목적어+-ing」는 ‘~가 …하는 상태로’
라는 뜻이다. one three nights는 with one spending three
nights의 뜻이다.
어휘 |
●
●
●
●

ceremony (결혼식 따위의) 의식
rate 요금

as it turned out 뒤에 알고 보니
overcharge 과다 청구

●
●
●
●

reception 피로연

block 뭉치, 덩어리

amount to 총 ~에 달하다
refund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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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hool nurse contacted me to say [that you had
given her permission to contact some area organizations
on your behalf]. : to say는 ‘목적(~하기 위하여)’의 의미로 사용
된 to부정사이고, [ ]는 say의 목적절이다. had given her
permission은 수여동사 give 뒤에 간접목적어(her)와 직접목적어
(permission)가 이어진 형태이다.
어휘 |
●
●

look after ~을 돌보다

organization 단체, 조직

●
●

school nurse 학교 보건교사

on one’s behalf ~을 대신해서

www.ebsi.co.kr
●
●
●

preschool 취학 전의

developmental 발달〔개발〕상의
strategy 전략

●
●
●

diagnose 진단하다

●

supervise 관리하다, 감독하다
participation 참여

facilities 시설

07

③

문장 끊어읽기

06

▶

③

문장 끊어읽기
▶

Although there were no other patients in the waiting room, / and
there seemed to be many nurses and doctors in the area, / it
was more than an hour / before we were shown to an
examining room.

저는 기뻤습니다 / 편지를 받게 되어 / 나에게 알려주는 / Great Hope
College가 나를 수락했음을 / 입학생으로 / 2018학년도 가을학기에
▶

있는 것 같았지만 / 1시간 이상이 걸렸다 / 우리가 검사실로 옮겨지기 전까지

My family has lived in Smalltown for many years, / and we all
have been involved in the many fundraising campaigns for
the hospital, / including the recent expansion / of the
emergency room facilities.

저의 가족은 Smalltown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왔고 / 가족 모두 병원을 위한 수
많은 기금 모금 운동에 참가해왔다 / 최근의 확대를 포함하여 / 응급실 시설의
소재 | 응급실 서비스 개선 요구

I was impressed / with the advanced technologies / that seem
to be more available / at a larger school.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 그 최신 기술에 / 더 이용 가능해 보이는 / 더 큰 학교
에서

대기실에 다른 환자가 전혀 없었지만 / 그리고 그 장소에 간호사와 의사가 많이
▶

I was pleased / to receive your letter / notifying me / that
Great Hope College accepted me / as an entering student /
for fall 2018.

소재 | 입학 제안에 대한 거절
해석 |

Adams 씨에게
Great Hope College가 2018학년도 가을학기에 저를 입학생으로 수락했음
을 알리는 편지를 받게 되어 저는 기뻤습니다. Great Hope가 집에서 비교적
가깝고, 그 학교의 종교적인 전통을 제가 존중하지만, 그 대학의 언론학과, 원
격통신학과, 방송학과가 저에게 최신의 생산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지를

해석 |

2016년 7월 16일에 저는 일곱 살 난 제 아들 Brian을 Smalltown 종합병원
의 응급실로 데리고 가서 벌에 쏘인 것을 치료받게 했습니다. 이번 일이 그 아
이에게는 처음 벌에 쏘인 것이었고, 그의 팔은 심하게 부풀어서 저희들은 아이
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까 걱정했습니다. 대기실에 다른 환자가 전혀 없었고
그 장소에 간호사와 의사가 많이 있는 것 같았지만, 우리가 검사실로 옮겨지기
전까지 1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병원이 매우 혼잡했다면 이는 이해할 만한
일이었지만, 이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의 가족은 Smalltown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왔고, 가족 모두 최근의 응급실 시설 확대를 포함하여 병원을
위한 수많은 기금 모금 운동에 참가해왔습니다. 많은 돈이 병원 시설을 개선하
는 데 지출되었는데, 서비스를 개선하는 어떤 방식도 있지 않을까요?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접하는 것이 궁극적
으로 저의 직업 탐색에서 경쟁 우위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
가을에 Southeastern College에 다니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큰 학교에서 더
이용 가능해 보이는 그 최신 기술에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Great

Hope와 친숙해지도록 저를 돕기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Great
Hope에서 함께 할 수 없어서 유감입니다. 귀하의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
니다.

Mark Harris 올림
해설 |

입학 허가를 받았으나 다른 대학에 입학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리고
있으므로, 글의 목적으로는 ③ ‘입학 제안을 거절하려고’가 가장 적

해설 |

벌에 쏘인 아들을 치료하러 응급실에 갔다가 병원 측의 느린 대처에

절하다.

화가 났던 일을 지적하며 항의하는 글이므로, ③ ‘병원 응급실의 느

구문 |

린 대처에 대해 항의하려고’가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하다.
구문 |

This was the first time he had been stung, and his arm
swelled so severely that we were concerned [he might
be allergic]. : had been stung은 과거완료 시제로 과거 이전부터
과거까지 있어 왔던 일을 나타낸다. 「so ~ that ...(너무 ~해서 …하
다)」 구문이 사용되었다. [ ]는 앞에 접속사 that이 생략된 절이다.
어휘 |
●
●
●
●
●
●

emergency room 응급실
bee sting 벌에 쏘임

allergic 알레르기 반응의

●
●
●

evidence 증거

swell 부풀다

examining room 검사실

하고 있다.
어휘 |
●
●
●

be involved in ~에 참가하다, 관여하다
fundraising 기금 모금

treatment 치료

[While Great Hope would be relatively close to home
for me, and I respect the school’s religious tradition], I
felt I needed to seriously consider {whether its
journalism,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departments would offer me access to state-of-the-art
production technologies}. : [ ]에서 while은 ‘~이지만’의 의
미로 부사절을 이끌고 있으며, { }는 consider의 목적어 역할을

●

●

expansion 확대, 확장

●

notify 알리다, 통지하다

journalism 신문잡지, 언론

●
●

state-of-the-art 최신의

exposure 접(하게)함, 직접 체험하게 함
ultimately 궁극적으로

●

relatively 비교적, 상대적으로

telecommunication 원격 통신

comparative edge 경쟁 우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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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le 이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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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06 도표·안내문

문장 끊어읽기
▶

A few days ago, / the librarian informed me / that Dr.
Blackstone has “reserved the library / for a facilities utilization
meeting” / of the administration / next week, / and that all
classes scheduled to meet in the library / on that day / have
been canceled.

며칠 전에 / 사서가 저에게 알려 왔습니다 / Blackstone 박사가 도서관을 예약
했다 / 시설 이용 회의를 위해 / 행정 부서의 / 다음 주 / 그리고 도서관에서 만나
기로 예정되어 있는 모든 수업이 / 그날에 / 취소되었다
▶

I will not reschedule / any of my classes’ library periods / for
any administrative meeting, / especially one that purports to
be discussing / the effective use of the school’s facilities!
저는 재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 어떠한 제 도서관 수업 시간도 / 어떤 행정적인
회의를 위한 / 특히 논의하기로 주장하는 모임을 위해서는 / 학교 시설의 효율적
인 사용을

소재 | 회의로 인한 도서관 사용에 대한 항의

본문 24~27쪽

01

⑤

02

⑤

03

③

04

④

05

④

06

②

07

③

08

④

01

⑤

문장 끊어읽기
▶

A project / that began with a handful of volunteers / has
evolved into a significant force / for environmental care for
our marine environment.

프로젝트가 / 소수의 자원봉사자들로 시작한 / 중요한 집단으로 발전했습니다 /
우리의 해양 환경에 대한 환경 보호를 위한
▶

If cancelled, / no rescheduling, / see you next month!

취소되면 / 일정 변경이 없습니다 / 다음 달에 봅니다
소재 | 해변 대청소 안내
해석 |

해석 |

Friends of Jupiter Beach 대청소

Nancy에게
지금까지 학교 도서관에서의 모든 활동을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Blackstone 박사가 다음 주 행정 부서의 시설 이용 회의를 위해 도서관을 예
약했으며, 그 날에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는 모든 수업이 취소되었다고 사서가
저에게 며칠 전에 알려 왔습니다. 이것은 터무니없습니다. 학업의 가르침이 행

Friends of Jupiter Beach는 1994년부터 매월 첫 번째 토요일에 해변
대청소를 계획해왔습니다. 소수의 자원봉사자들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우
리의 해양 환경에 대한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집단으로 발전했습니다.

정적인 회의보다 우선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어떤 행정적인 회의, 특히 학

모이세요: 매달 첫 번째 토요일 오전 8시! US Highway의 남동쪽 코너에

교 시설의 효율적인 사용을 논의하기로 주장하는 모임을 위해서는 어떠한 제

있는 Ocean Cay Park

도서관 수업 시간도 재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도서관이 그러한 회

다음을 착용하고〔바르고〕 도착하세요: 발가락이 덮인 신발, 모자, 자외선

의를 수용할 정도로 넓은 유일한 공간이라해도 저는 상관 없습니다. 도서관은

차단제. 팔과 다리를 보호하세요.

학교에서 책이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도착해 서명하고 무료 상품 티켓을 받으세요. 저희

Joseph Angelo 박사 올림

가 제공하는 장갑, 집게 그리고 비닐봉지를 집으세요. 팀에 합류하세요.

해설 |

보도 위에 있는 쓰레기통 옆에 비닐봉지를 놓으세요: 해변이 아니고 차도

시설 이용을 위한 회의를 위해 도서관에서 예정되어 있는 수업을 취

가 아닙니다.

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있으므로, ② ‘회의로 인한 도서

무료 아침식사: 오전 9시 30분 이전에 돌아와서 다양한 아침 식사용 음

관 수업 취소에 항의하려고’가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하다.

식, 음료, 옛 친구와 새 친구, 그리고 무료 상품을 즐기세요!
햇볕이 날 때만: 비가 오거나 위험한 날씨에는 해변 대청소가 취소됩니

구문 |

A few days ago, the librarian informed me [that Dr.
Blackstone “reserved the library for a facilities
utilization meeting” of the administration next week],
and [that all classes scheduled to meet in the library on
that day have been canceled]. : 접속사 that이 이끄는 두 개의
[ ]가 각각 informed의 직접목적어로 쓰였다.

●
●
●
●
●

so far 지금까지

●

reserve 예약하다

unconscionable 터무니없는, 비양심적인
academic 학업의, 학문적인

take precedence over 〜보다 우선하다
administrative 행정적인

accommodate 수용하다

일정 변경이 없으니 다음 달에 봅니다!
“달의 첫 번째 토요일” 해변 대청소를 여러분 가족의 전통과 여러분의 환
경에 대한 헌신으로 만드세요!
해설 |

If cancelled, no rescheduling, see you next month!에서 날
씨 때문에 취소되면 다음 달에 본다고 했으므로, ⑤가 안내문의 내

어휘 |
●

다. 의심이 들면 오전 7시까지 561-748-8140로 전화하세요. 취소되면

●

purport 주장하다, 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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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

• If in doubt, call by 7 :00 am 561–748–8140.: If you
are in doubt에서 you are가 생략되었다.
• If cancelled, no rescheduling, see you next month! : If

www.ebsi.co.kr

it is cancelled에서 it is가 생략되었고, no rescheduling은
there is no rescheduling에서 there is가 생략되었다.

제를 나타내는 문장에 쓰여서 when it came to가 되었다.

「with +목적어+현재분사구」는 동시 상황을 나타낸다. { }가

with의 목적어이다.

어휘 |
●
●
●
●
●
●

organize 계획하다, 준비하다

●

evolve 발전하다, 진화하다

a handful of 소수의

어휘 |
●

force (특정 목적을 위해 조직된) 집단〔단체〕
marine 해양의, 바다의

sign in 도착해 서명하다
trash can 쓰레기통

●
●
●

●

closed-toe 발가락이 덮인
grabber 집게

on a daily basis 매일

●

when it comes to 〜에 관한 한

●

further 한층 더

rival 필적하다, 비할 만하다

03

commitment 헌신, 전념

③

소재 | 도자기 강좌 안내

02

해석 |

⑤

2017년 Ouseburn에서의 도자기 강좌

문장 끊어읽기
▶

Almost two-thirds reported / listening to music every day, /
with more than 55 percent / watching TV / on a daily basis.

시간		

강사

월요일 오후 6:15~오후 9:15

John Fraser

수강 인원 여유 있음

화요일 오후 6:00~오후 9:00

David Wild

수강 인원 여유 있음

When teens were asked / to identify their single favorite
media activity, / playing computer games / fell second only to
listening to music.

수요일 오후 6:00~오후 9:00

David Wild

예약 마감

거의 3분의 2가 말했다 / 매일 음악을 듣고 / 55퍼센트 이상이 / 텔레비전을 시
청했다고 / 매일
▶

목요일 오전 9:30~오후 12:30 David Wild

수강 인원 여유 있음

토요일 오전 10:00~오후 1:00 Stephen Brown 수강 인원 여유 있음

십 대가 요청을 받았을 때 / 그들이 단 하나의 가장 좋아하는 미디어 활동이 무엇
인지를 말하는 것 /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이 / 음악을 듣는 것만 빼면 첫째였다

(연중 10주 과정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시설

소재 | 미국 십 대의 미디어 사용과 즐기기

여덟 개의 도자기용 물레

해석 |

위의 도표는 2015년에 미국의 십 대들이 미디어를 사용하고 즐긴 것을 보여준

분무실

다. 거의 3분의 2가 매일 음악을 듣고 55퍼센트 이상이 매일 텔레비전을 시청

정선된 사기 그릇용과 도기용 점토

했다고 말했다. 절반 미만은 매일 소셜 미디어를 사용한다고 말했고 온라인 비

영상 전송 기능을 사용할 기회

디오 시청과 모바일 게임하기가 한층 더 뒤에 있다. 미디어 활동을 즐기는 것

여러 가지 제작 기법

에 관한 한 음악을 듣는 것이 첫 번째를 차지했고 십 대의 거의 4분의 3이 이

무료로 제공되는 차와 비스킷!

활동을 많이 즐긴다고 말했다. 텔레비전 시청은 두 번째를 차지했고 십 대의

10주 기간 동안에 150달러

45퍼센트에게 많은 즐거움을 가져다주었는데 온라인 비디오를 즐기는 것이

* 가격에 모든 재료비와 작품을 굽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그것에 필적했다. 십 대가 그들이 단 하나의 가장 좋아하는 미디어 활동이 무

Ouseburn Pottery, 36 Lime Street, Ouseburn Valley Newcastle

엇인지를 말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이 음악을 듣는 것

전화: (0191) 2615993

만 빼면 첫째였다.

이메일: brown@mail.com

해설 |

웹사이트: www.brownceramics.co.uk

십 대의 가장 좋아하는 한 가지 미디어 활동으로 음악 듣는 것 다음에
해당되는 활동은 텔레비전 시청과 온라인 비디오 시청이므로, ⑤는

해설 |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Free cups of tea and biscuits!(무료로 제공되는 차와 비스킷!)

구문 |

라고 했으므로, ③이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 Fewer than half said that they used social media every
day, [with {online video viewing and mobile game
playing} {further behind}]. : 「with+목적어+부사구」는 동시
상황을 나타낸다. 첫 번째 { }가 with의 목적어이고 두 번째 { }
가 부사구이다.

• Listening to music ranked first when it came to
enjoyable media activities, [with {close to threequarters of teens} saying they enjoyed this activity a
lot]. : ‘〜에 관한 한’의 뜻을 갖는 when it comes to가 과거 시

어휘 |
●
●
●
●

pottery 도자기

pottery wheel 도자기 물레
earthenware 도기(의)
firing (도자기) 굽기

●
●
●

concurrently 동시에

stoneware 사기 그릇

image transfer 영상 전송

04

④

문장 끊어읽기
▶

The above graph shows / the percentages of people / who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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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 part-time jobs / in the countries / that make up the United
Kingdom / in 1980 and in 2010.

짓는 것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최초의 길의 이름을 짓고 상을 받는 기

영국을 구성하는 / 1980년과 2010년에

참가비: 5달러 모금된 돈은 새로운 길의 표지판 제작에 사용될 것입니다.

회를 얻기 위해 여러분의 창의적인 길 이름을 제출해주세요.

위의 그래프는 보여준다 / 사람들의 비율을 / 시간제 일자리를 가진 / 지역들에서 /
▶

대회 우승자는 Countrywide Sports에서 기증하는 BULT 디지털 비디

Scotland had the smallest percentage / of part-time workers /
in 1980, / with less than 10%, / but it rose / to more than 20%
in 2010.

오 헬멧을 받을 것입니다.
- 참가 신청서는 houstonhikers.ca에서 다운로드 하거나 Countrywide

스코틀랜드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 시간제 근로자의 / 1980년에 / 10퍼센트
미만으로 / 그러나 그것이 상승했다 / 2010년에는 20퍼센트를 넘는 수치로

에서 집어가실 수 있습니다.
- 제출물은 2017년 5월 30일까지 받습니다.

소재 | 영국의 지역별 시간제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

- 개인당 다수의 출품이 가능합니다.

해석 |

- 우승작은 심사위원단에 의해 선정될 것입니다.

위 그래프는 1980년과 2010년에 영국을 구성하는 지역들에서 시간제 일자리

길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으시려면 houstonhikers.ca로 접속하세요.

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을 보여준다. 1980년에서 2010년까지 북아일랜드를
제외하고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 비율의 증가가 있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가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보다 더 높은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을 갖고 있었다.

2010년에 잉글랜드에서는 그 백분율이 30퍼센트를 넘는 수치로 상승했으며

해설 |

Multiple entries per person allowed.를 통해 참가자 1인당

웨일즈에서는 그 백분율이 35퍼센트를 넘는 수치로 상승했다. 1980년에 스코

여러 개의 이름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④가 안내문의

틀랜드의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10퍼센트 미만으로 가장 낮았으나, 2010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에는 그것이 20퍼센트를 넘는 수치로 상승했다. 1980년에 북아일랜드의 시간
제 근로자의 비율은 15퍼센트를 넘었는데, 그것이 2010년에는 15퍼센트 미
만으로 감소했다.
해설 |

구문 |

Submit your creative trail name for your chance [to
name the first trail and win a prize]. : [ ]는 your
chance와 동격 관계이다. 동사원형 name과 win이 병렬 구조로

1980년에 스코틀랜드의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제일 낮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10퍼센트를 넘었으며 2010년에는 그것이 20퍼센트에

연결되어 있다.

약간 못 미치는 수치로 상승했으므로, ④는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

어휘 |
●

않는다.

●

구문 |

In 1980, [the percentage of part-time workers in
Northern Ireland] was more than 15%, [which decreased
to less than 15% in 2010]. : 첫 번째 [ ]가 문장의 주어이다.
관계대명사 which의 선행사는 more than 15%이다.

●

percentage 비율, 백분율

●

increase 증가

●

country 지역

▶

④

문장 끊어읽기

due ~할 예정인

panel of judges 심사위원단

●
●
●
●
●

win a prize 상을 타다
entry 출품작, 응모작
submission 제출물

multiple 다수의, 많은

up-to-date 최신의

②

Money raised / will go / towards the new trail signs.

모금된 돈은 / 사용될 것입니다 / 새로운 길의 표지판 제작에
소재 | 산악자전거 길 이름 공모
해석 |

The hourly earnings of the 10th percentile Hawaiian welders /
were slightly higher / than 40 dollars, / while the median
hourly earnings of welders in the state stayed / under 30
dollars.

하와이 주의 상위 10% 용접공의 시급은 / 약간 상회하였다 / 40달러보다 / 그 주
의 용접공의 시급 중간값이 머물렀던 반면 / 30달러 미만에
▶

Submit your creative trail name / for your chance / to name
the first trail / and win a prize.

여러분의 창의적인 길 이름을 제출해주세요 / 여러분이 기회를 얻기 위해 / 최초
의 길의 이름을 짓는 / 그리고 / 상을 받는
▶

donate 기증하다, 기부하다

06

decrease 감소하다

05
▶

●

raise 모으다

문장 끊어읽기

어휘 |
●

●

trail 산길, 오솔길

Although Wyoming ranked the fifth / in the hourly earnings of
the 10th percentile welders, / it ranked the third / in the
median hourly earnings of welders.

와이오밍 주는 5위였지만 / 상위 10% 용접공의 시급이 / 3위였다 / 용접공의 시
급 중간값은
소재 | 미국 용접공의 보수
해석 |

위의 도표는 2014년 숙련된 용접공의 시급이 높은 미국의 6개 주의 그 시급을
보여준다. 알래스카 주에서는 상위 10% 용접공의 시급과 모든 용접공의 시급

Harry Davis 산의 산악자전거 길

중간값이 모두 6개 주 중에서 가장 높았다. 하와이 주 용접공의 시급 중간값이

길 이름 짓기 대회

30달러 미만에 머물렀던 반면, 그 주의 상위 10% 용접공의 시급은 40달러를

Houston의 최초의 산악자전거 길이 이제 완공되는데, 이제 멋진 이름을

약간 상회하였다. 노스다코타 주와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는 모두 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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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급과 용접공의 시급 중간값 사이의 차이가 15달러 이상이었다. 와이오밍

날씨로 행사가 연기되면, Evergreen 홈페이지에 행사 당일 오후 4시까

주는 상위 10% 용접공의 시급이 5위였지만 용접공의 시급 중간값은 3위였다.

지 공지될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 행사는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되

네바다 주에서는 상위 10% 용접공의 시급과 용접공의 시급 중간값이 모두

며, 참석자들에게 교육적이고 흥미로울 것입니다.

6개 주 중에서 가장 낮았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www.evergreenstarparty.org를 방문하세요.

해설 |

하와이 주 용접공의 시급 중간값은 31.1달러이므로 30달러를 상회
하였고, 그 주의 상위 10% 용접공의 시급은 39.75달러이므로 40
달러 미만이었다. 따라서 ②는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In both North Dakota and West Virginia, [the gap
between the 10th percentile hourly earnings and the
median hourly earnings] was more than 15 dollars. : [ ]
가 문장의 주어를 형성하는 부분이고, 주어의 핵은 gap이므로 단수
주어에 맞추어 동사로 was가 사용되었다.
어휘 |
●
●
●

망원경이 없어도 참가가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③은 안내문의 내용
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

구문 |

●

해설 |

skillful 숙련된, 솜씨 좋은
percentile 백분위수

●
●

median 중간값의, 중앙의
rank (순위를) 차지하다

●

As always these events [are free to the public] and [will
be educational and fun for the participants]. : [ ]로 표시된
두 부분은 and에 의해 주어인 these events로 연결되어 있다.
어휘 |
●
●
●

wage 임금, 급료

physics 물리

attendee 참석자
extra 여분의

●
●
●

astronomy 천문학
telescope 망원경

participant 참가자

earnings 소득, 수입
slightly 약간, 조금

08

④

문장 끊어읽기
▶

07

③

문장 끊어읽기
▶

All Evergreen students, faculty, and staff / ―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 / are invited to attend.

모든 Evergreen 학생, 교원, 직원들이 /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 참가하도록 초
대됩니다
▶

Star parties will be held / the last Friday 8:00 p.m. to 10:00 p.m. /
of every month / during the Evergreen academic year, / from
September through to the end of April.
Star 파티는 열릴 예정입니다 / 마지막 금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 매월 /
Evergreen 학기 동안 / 9월부터 4월말까지

소재 | Evergreen Star Party
해석 |

For Koreans, / on the other hand, / tasting local food / was the
second important reason / they travelled, / followed by sports
activities and visiting historic sites.

한국인들에게는 / 반면 / 지역 음식 맛보기가 / 두 번째 중요한 이유였다 / 그들이
여행한 / 스포츠 활동과 역사 유적지 방문이 뒤를 잇는
▶

The percentage of foreigners / who visited Korea for shopping
/ was the same / as that of Koreans / who travelled for sports
activities / in the country.

외국인의 비율은 / 쇼핑으로 한국을 방문한 / 동일했다 / 한국인의 비율과 / 스포
츠 활동으로 여행한 / 국내에서
소재 | 외국 관광객과 내국인이 한국을 여행한 이유
해석 |

위의 두 개의 파이 그래프는 2014년에 외국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한 이유와
한국인이 국내에서 여행을 한 이유를 비교한다. 외국인과 한국인의 가장 주된
공통적인 이유는 여가를 위한 것이었으며, 각각 전체의 절반의 비율을 초과했

Evergreen Star Party
주말에 갈 특별한 곳을 찾고 있습니까? Evergreen Star Party에 와서
함께 하세요.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모든 Evergreen 학생, 교원, 직원들
이 참가하도록 초대됩니다.
파티 일정
* Star 파티는 Evergreen 학기 동안, 9월부터 4월말까지 매월 마지막
금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장소

다. 외국인들에게, 사업은 한국을 방문한 두 번째 중요한 이유였으며 약 20%를
차지했고, 쇼핑, 친구방문, 교육이 순서대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한국인들에
게는 지역 음식 맛보기가 여행한 두 번째 중요한 이유였으며, 스포츠 활동과
역사 유적지 방문이 뒤를 이었다. 또한, 스포츠 활동과 역사 유적지를 합한 비
율이 지역 음식 맛보기의 비율보다 다소 높았다. 외국인이 쇼핑으로 한국을 방
문한 비율은 한국인이 스포츠 활동으로 국내를 여행한 비율과 동일했다.
해설 |

한국인이 국내를 여행한 이유 중에 지역 음식 맛보기는 19%로 스포

* 캠퍼스의 물리 천문학 건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츠 활동(10%)과 역사 유적지 방문(5%)을 합한 것보다 더 높으므로,

준비

④는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참가자는 망원경을 가져 올 것을 권장하지만, 이 행사를 즐기기 위해 필

구문 |

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방문객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여분의 망원경을 이
용할 수 있습니다.

For foreigners, business was the second important reason
[they visited Korea], accounting for about 20%, followed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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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hopping, visiting friends, and education. : [ ]는 the
second important reason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며, 부수적인 상
황을 나타내는 두 개의 분사구문이 각각 accounting과 followed

07 무관한 문장

다음에 이어지고 있다.
어휘 |
●
●
●

primary 주요한

●

exceed 초과하다

account for (~의 비율을) 차지하다, 달하다
combined 합해진, 결합된

본문 28~31쪽

01

③

02

④

03

③

04

④

05

③

06

②

07

④

08

③

01

③

문장 끊어읽기
▶

When prairie dog towns are located / near trails / used by
humans, / giving alarm calls / every time a person walks by /
is a waste of time and energy / for the group.

프레리도그 마을이 위치하고 있을 때 / 오솔길 근처에 / 인간이 사용하는 / 경고
울음을 내는 것은 / 어떤 사람이 걸어서 지나갈 때마다 /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이
다 / 그 그룹에게
▶

Alarm calls are / therefore / altruistic / in the sense that / the
giver of the call / is at great personal risk / when alerting other
members of the flock.

경고 울음은 / 따라서 / 이타적이다 / 의미에서 / 울음을 내는 동물이 / 큰 개인적
인 위험에 처한다는 / 무리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경고를 발할 때
소재 | 프레리도그
해석 |

프레리도그는 포유동물, 큰 새, 또는 뱀이 접근할 때 경고 울음을 낸다. 개별적
인 프레리도그는 특히 코요테, 매, 또는 방울뱀의 먹이가 될 여지가 있지만 그
들의 경고 울음이 굴 속으로의 도피를 용이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들은 총체적
으로 아주 잘 방어가 된다. 프레리도그 마을이 인간이 사용하는 오솔길 근처에
위치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걸어서 지나갈 때마다 경고 울음을 내는 것은
그 그룹에게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이다. (따라서 울음을 내는 동물이 무리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경고를 발할 때 큰 개인적인 위험에 처한다는 의미에서 경
고 울음은 이타적이다.) 인간에 대해 익숙해지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유익하다.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동물들에게 익숙해져서 반응하지 않음으
로써 프레리도그는 먹이를 찾을 시간을 절약하고 필요할 때만 방어적인 행동
을 보인다.
해설 |

프레리도그의 경고 울음이 주는 의미를 설명하는 글이므로 울음을
내는 동물이 무리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경고를 발할 때 큰 개인적인
위험에 처한다는 의미에서 경고 울음은 이타적이라는 ③은 글의 흐
름과 무관하다. 또한 ④의 in this context는 ②의 when prairie

dog towns are located near trails used by humans를 의미
하므로 ④는 ③이 아니라 ②에 이어져야 한다.
구문 |

신간

3·4점 공략

고득점 문항 집중공략으로 수능 완벽대비!
※국어·영어 10문항, 수학 1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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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ividual prairie dogs are particularly susceptible to
becoming food for a coyote, hawk, or rattlesnake ~. :
s u s c e p t i b l e t o 에서 t o 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동명사
becoming이 사용되었다.
• ~ prairie dogs [save time for searching for food] and
[display defensive behavior only when needed]. : 두 번
째 [ ]는 첫 번째 [ ]와 병렬 구조를 이루어 prairie dogs에 이

www.ebsi.co.kr

어진다. when needed는 when it(=defensive behavior) is

needed에서 it is가 생략되었다.

구문 |

• The less the typical person earned relative to those with
similar jobs, the less happy he felt about his own work
and wages — even if he was rich. : ‘〜하면 할수록 더 …하
다’의 뜻을 갖는 「the+비교급 ~, the+비교급 …」이 사용되었다.
• ~ [someone {earning a few pence more than the typical
pittance for his job}] may well be happier than
someone {earning a fortune in a field where his
competitors make even more}. : [ ]가 문장의 주어이다.
may well은 ‘〜하는 것도 당연하다’의 뜻이 아니라 ‘아마 〜할 것
이다’의 뜻으로 쓰였다. 두 개의 { }는 각각 someone을 수식하

어휘 |
●
●
●
●
●
●
●
●

mammal 포유동물

susceptible to 〜의 여지〔가망〕가 있는

coyote 코요테(북아메리카 서부 대초원의 이리)
rattlesnake 방울뱀

facilitate 용이하게 하다

●
●

collectively 총체적으로
burrow (토끼 등의) 굴

trail 오솔길

●

altruistic 이타적인

habituation 익숙해짐, 습관화

●

context 상황, 문맥

alert (위험 등을) 알리다, 경보를 발하다

02

④

문장 끊어읽기
▶

정된다는 ④는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다.

The less the typical person earned / relative to those / with
similar jobs, / the less happy he felt / about his own work and
wages / ― even if he was rich.

는 분사구이다.
어휘 |
●
●
●

전형적인 사람이 더 적게 벌수록 / 사람에 비해 / 비슷한 직업을 가진 / 덜 행복
하게 느꼈다 / 자기 자신의 일과 임금에 대해 / 비록 그가 부자라고 하더라도
▶

In other words, / someone earning a few pence more / than
the typical pittance for his job / may well be happier / than
someone earning a fortune / in a field where his competitors
make even more.

다시 말해 / 몇 푼 더 버는 사람은 / 자신의 직업에서 전형적으로 아주 적은 돈을
받는 것보다 / 아마 더 행복할 것이다 / 큰 재산을 버는 사람보다 / 그의 경쟁자
가 훨씬 더 버는 분야에서
▶

That appears to be why / many people in poor countries / are
happier / than an American or European might expect.

그것은 이유인 것처럼 보인다 / 가난한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 더 행복한 / 미국
인이나 유럽인이 예상하는 것보다
소재 | 소득의 상대적 비교와 행복감
해석 |

거의 5,200명의 영국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직업과 소득에 대해 얼마나 행복하

rate 평가하다

fortune (많은) 재산

among other things 무엇보다도

●
●
●

relative to 〜에 비해
complex 콤플렉스

let alone ~커녕, ~은 고사하고

03

③

문장 끊어읽기
▶

The U.S. Navy’s Sea, Air, and Land teams, / commonly
known as Navy SEALs, / are one of the elite branches /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미 해군 특수부대는 / 흔히 Navy SEALs로 알려진 / 엘리트 분과 중 하나이다 /
미군의
▶

The Navy’s mission is broader / in scope / than many of us
realize, / as they play a critical role / in the defense of our
country at home / and the assistance of operations abroad.

해군의 임무는 더 넓다 / 영역 면에서 /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보다 /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 본국에서 우리나라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 /
그리고 외국에서 작전을 돕는 데

게 느끼느냐를 평가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전형적인 사람이 비슷한 직업을 가

소재 | 미 해군 특수부대(SEALs)

진 사람에 비해 더 적게 벌수록 비록 그가 부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일

해석 |

과 임금에 대해 덜 행복하게 느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직업에서 전형적으로

흔히 Navy SEALs로 알려진 미 해군 특수부대는 미군의 엘리트 분과 중 하나

아주 적은 돈을 받는 것보다 몇 푼 더 버는 사람은 그의 경쟁자가 훨씬 더 버는

이다. 해군의 특수 작전 부대로서 SEALs는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기밀 전투

분야에서 큰 재산을 버는 사람보다 아마 더 행복할 것이다. 그것은 가난한 나

임무를 수행한다. SEALs의 대원들은 항상 용기와 의무라는 무언의 신조에 의

라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인이나 유럽인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이유인

해 살아왔다. SEALs의 대원이 되어 Trident(삼지창) 표시를 붙이는 특권의 자

것처럼 보인다. 여러분이 아는 거의 모든 사람이 대략 여러분만큼 가난할 때

격을 얻으려면 신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 모두에서 특별한 헌신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비교 콤플렉스로부터 고통을 당할 가능성이 더 적다. (항상 명심해야

(해군은 본국에서 우리나라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외국에

하는 인간성에서의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우리의 태도 중 많은 것이 비교 콤

서 작전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해군의 임무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플렉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체로 무엇보다도 전기나 텔레비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영역 면에서 더 넓다.) 2005년에 이 사람들과 서로에 대

전이 없이 사는 마사이족과 이누이트족은 Beverly Hills, Dallas, 또는

한 그리고 그들의 국가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서 공식적인 신조가

Zurich는커녕 Nairobi나 Nanortalik에서 어떤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더

만들어졌다. 이 사람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군사 전문 기술을 대표하며 그들의

부유한가에 대해 아주 좀처럼 걱정하지 않는다.

신조는 그들을 그렇게도 위대하게 그리고 그렇게도 마땅히 존경받을 만한 사

해설 |

람으로 만들어주는 가치를 증명한다.

비슷한 직종의 사람들보다 돈을 더 벌 때 더 행복하다는 것을 설명

해설 |

하는 글이므로, 우리의 태도 중 많은 것이 비교 콤플렉스에 의해 결

미 해군 특수부대인 Navy SEALs가 왜 우수하며 대원들이 자부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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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갖는지 그 이유를 그들의 신조와 함께 설명하고 있는 글이므

하는 글이다. 많은 사무직이 효율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라졌지만,

로, 해군의 전반적인 임무에 대해서 설명한 ③은 전체 글의 흐름과

또한 컴퓨터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직업이 생겨나게 되었다

관계가 없다.

는 내용의 ④는 전체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다.

구문 |

구문 |

It takes a special commitment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to become a SEAL and deserve the privilege
of wearing the Trident]. : It은 형식상의 주어이며 [ ]이 내용
상의 주어이다.
어휘 |
●
●
●
●
●
●
●
●

Navy SEALs 미국 해군의 엘리트 특수부대
operation 작전
combat 전투
creed 신조

privilege 특권
scope 영역

expertise 전문 기술
deservedly 마땅히

●
●
●
●
●
●
●

intelligence 기밀, 정보
mission 임무

어휘 |

commitment 헌신

●

trident 삼지창

●

represent 나타내다

●

attest to ~을 증명하다

●

esteem 존경하다

04

●

④

문장 끊어읽기
▶

[Only by learning to program for ourselves] can we
make the fullest use of [what is probably the most
important tool {that man has ever invented}]. : 첫 번째
[ ]가 문장의 앞으로 나가면서 조동사와 주어가 도치되어 can we
~가 되었다. 두 번째 [ ]에서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
명사로서 ‘~한 것’이라는 뜻이다. { }가 the most important
tool을 수식한다.

Why should anyone want to learn / how to actually program a
computer / when he can buy programs / that have already
been written?

If we only accept what others have written, / we limit our use
of the computer / to those uses and applications / that others
have perceived, / and place a constraint / on our own
intellectual development.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만을 받아들인다면 / 우리는 우리의 컴퓨터 사용을 국한하
게 된다 / 용도와 응용으로 / 다른 사람들이 인지한 / 그리고 제한을 가하게 된다
/ 우리 자신의 지적인 발달에

constraint 제약

unambiguous 모호하지 않은
eliminate 제거하다, 없애다
efficiency 효율성

05

●
●
●
●

sphere 영역

intellect 지적 능력

application 응용, 활용

in the name of ~의 이름으로

③

문장 끊어읽기
▶

왜 배워야만 하는가 / 실제로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짜는 방법을 / 프로그램을 살
수 있는데 / 이미 만들어진
▶

lie in ~에 있다, ~에서 발견되다

Muscular strength is the amount of force / that a muscle can
produce / with a single maximum effort, / while muscular
endurance is the ability / to sustain a muscle contraction /
over a period of time.

근력은 힘의 양이다 / 근육이 생산할 수 있는 / 한 번의 최대 노력으로 / 근 지구
력이 능력인 반면에 / 근육 수축을 유지하는 / 일정한 시간 동안
▶

Through practice / we learn to produce the appropriate forces /
at the right time / and in the appropriate directions, / which
reduces unnecessary movements of muscles.

연습을 통해 / 우리는 적절한 힘을 만드는 것을 배운다 / 알맞은 시간에 / 그리고
적절한 방향으로 / 이는 불필요한 근육의 움직임을 줄인다
소재 | 연습을 통한 운동능력 향상

소재 |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이 필요한 이유

해석 |

해석 |

야구공을 잡는 것, 자유투를 던지는 것, 자전거를 타는 것, 골프공을 치는 것, 스

이미 작성된 프로그램을 살 수 있는데 왜 실제로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짜는 방

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는 것과 같은 운동 기술을 연습할 때 우리는 일반적

법을 배워야만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과학 분야에서건 혹은 다른 인간

으로 어떤 변화를 관찰한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에 더 능숙해질 뿐만 아니

활동의 영역에서건 간에 컴퓨터의 실질적인 가치에 대한 이해에 있다. 우리의

라, 즉 골프공을 홀에 더 가까이 때리거나 스키 슬로프에서 더 적게 넘어질 뿐

컴퓨터 이용은 오직 우리 자신의 지적 능력의 제약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그

만 아니라 우리의 수행이 또한 더 일관성 있고 ‘운’에 덜 의존하게 된다. 뿐만

기계(컴퓨터)는 해야 할 과업을 전혀 모호하지 않도록 우리가 충분히 자세하게

아니라 우리는 더 효율적인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근육의 힘을 덜 써가며 그 기

그것에게 하도록 지시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술을 수행할 수 있다. (근 지구력이 일정한 시간 동안 근육 수축을 유지하는 능

것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의 컴퓨터 사용을 다른 사람들이 인지한 용

력인 반면에 근력은 한 번의 최대 노력으로 근육이 생산할 수 있는 힘의 양이

도와 응용으로 국한하게 되며 우리 자신의 지적인 발달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다.)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적절한 힘을 알맞은 시간에 그리고 적절한 방향으로

(여러 사무직이 효율성의 이름으로 사라졌지만, 그와 동시에 컴퓨터로 인해 완

만드는 것을 배우는데, 이는 불필요한 근육의 움직임을 줄인다. 결과적으로 점

전히 새로운 종류의 직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오직 스스로 프로그램 만드는 것

점 더 적은 에너지가 요구되며 우리는 그만큼(그렇지 않을 때만큼) 빨리 피로해

을 배우는 것에 의해서만 우리는 아마도 지금껏 인간이 발명한 것 중 가장 중

지지 않는다.

요한 도구인 것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다.

해설 |

해설 |

각종 운동 기술을 연습할 때 어떤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고 언급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 줄 아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설명

후 ①, ②, ④, ⑤에서 연습에 따른 긍정적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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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은 근력과 근 지구력의 개념을 구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글

해설 |

전체의 흐름에서 벗어난다.

의대생들이 입학한 후 의사의 모습을 갖춰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일
반적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②는 학사 학위 취득 후 의대 진학을 목

구문 |

Not only do we get better at [what we are doing] ― we
hit the golf balls closer to the hole, or fall less frequently
on the ski slopes ― but our performance also becomes
more consistent and less dependent on “luck.” : 「not only
~ but also ...(~뿐만 아니라 …도)」 구문이 사용되었고, 부정어
not이 포함된 not only가 문장 맨 앞에 배치되어 바로 다음에 도치
구문이 형성된 구조이다. [ ]는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
로 전치사 at의 목적어 기능을 한다.

표로 하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전공과목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므로

어휘 |

어휘 |

●
●
●
●
●
●

motor skill 운동 기술
observe 관찰하다

consistent 일관성 있는

endurance 지구력, 인내
contraction 수축

consequence 결과

●
●
●
●
●

slope 슬로프, 경사면

글 전체 흐름에서 벗어난다.
구문 |

[By the time they finish medical school], they have
reduced the distance so much that they no longer see
any difference between the two. : [ ]는 접속사 역할의 By
the time(~할 때)이 이끄는 시간의 부사절이다. 주절 문장에는 「so
~ that ...(너무 ~해서 …하다)」 구문이 사용되었다.
●

frequently 빈번히, 자주

●

muscular 근육의

●

sustain 유지하다

●

appropriate 적절한

●
●
●

06

As Jack Haas and William Shaffir show / in their study of
professional socialization, / medical students adopt a new,
medical vocabulary / and wear a white lab coat / to set
themselves apart from patients.

lab coat 실험복			
set oneself apart from 자신을 ~와 구별시키다
authority 권한, 권위
major 전공

ignorance 무지

●
●
●

undergraduate degree 학사 학위
deal with ~을 대하다, ~을 다루다
premedical-school 의예과의

07
▶

구에서 / 의대생들은 새로운 의학 용어를 사용한다 / 그리고 흰색 실험복을 착용
한다 / 자신들이 환자들과 구별되도록

By engaging in these and related practices, / medical
students reduce the distance / between their premedicalschool selves and the role of doctor.

이러한 관행과 그와 관련된 관행에 참여함으로써 / 의대생들은 거리를 줄인다 /
의예과 재학 중인 자신들의 모습과 의사의 역할 사이의
소재 | 의대생들의 사회화 과정
해석 |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머지않아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인상을 관

④

문장 끊어읽기

Jack Haas와 William Shaffir가 보여주는 것처럼 / 전문직 사회화에 관한 연

▶

professional socialization 전문직 사회화

②

문장 끊어읽기
▶

impression 인상

It’s good / to put your physical self to the test, / and entering a
sporting competition / is a great way / to push your endurance /
without committing to a season of practices and games.

바람직하다 / 육체적으로 자신을 시험하는 것은 / 그리고 스포츠 시합에 참여하
는 것은 / 훌륭한 방법이다 / 자신의 지구력을 늘리는 / 한 시즌의 연습과 경기에
전념하지 않고
▶

When running, spiking, or skiing / alongside other
contestants, / your otherwise dormant competitive spirit / will
emerge — / and you’ll find yourself pushing extra hard / to try
to come out on top.

달리고, 스파이크하며, 스키를 탈 때 / 다른 경쟁자와 나란히 / 그렇지 않다면 잠
자고 있을 여러분의 경쟁의식이 / 생겨날 것이다 / 그리고 특별히 열심을 다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경쟁에서 이기려고 노력하기 위해

리하는 데 능숙해진다. Jack Haas와 William Shaffir가 전문직 사회화에 관

소재 | 신체적 도전

한 연구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의대생들은 자신들이 환자들과 구별되도록 새로

해석 |

운 의학 용어를 사용하고 흰색 실험복을 착용한다.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 권위

학업,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와 인생의 결정을 내리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를 갖고 있는 의사들을 본받아 그들의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다. (학사 학위를

스스로에게 도전한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신의 신체에 도전하는가?

받은 후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생물학, 화학, 생명공학

육체적으로 자신을 시험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스포츠 시합에 참여하는 것은

등을 자신들의 전공으로 이수하는 것을 선호한다.) 환자들을 대할 때 그들은 자

한 시즌의 연습과 경기에 전념하지 않고 자신의 지구력을 늘리는 훌륭한 방법

신들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의학 전문 용어로 자신들의 무지를 감출 수도 있

이다. 2km, 혹은 여러분이 대담하다면 5km와 같은 단축 마라톤에 참가하라.

다. 이러한 관행과 그와 관련된 관행에 참여함으로써 의대생들은 의예과 재학

여러분의 레크리에이션 부서에 의해 조직된 주말동안의 배구 토너먼트에 참여

중인 자신들의 모습과 의사의 역할 사이의 거리를 줄인다. 의대를 마칠 때 그

하거나 고향 리조트에 의해 마련된 스키 챌린지에 참가하라. (항상 스키하러

들은 그 거리를 너무나 많이 줄여서 그 둘 사이의 어떤 차이도 더 이상 보지 못

가기 전날 밤에 다음 날을 위해 날씨가 어떤지 살펴보고 스키를 즐기기를 원한

한다.

다면 충분히 옷을 껴입어라.) 다른 경쟁자와 나란히 달리거나, 스파이크를 하거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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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키를 탈 때, 그렇지 않는다면 잠자고 있을 여러분의 경쟁의식이 생겨나고

해설 |

경쟁에서 이기려고 노력하기 위해 특별히 열심을 다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인간의 감정적인 측면을 공유하여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로봇에 관

것이다.

한 내용이므로, 인간 병사를 대체하는 로봇의 역할에 관해 이야기하

해설 |

는 ③은 전체 내용과 관계가 없다.

스포츠 시합에 참여함으로써 신체적으로 도전해 보라는 내용이므로,

구문 |

스키를 타기 전에 날씨를 확인하고 옷을 껴입으라는 내용의 ④는 전
체 흐름과 관계가 없다.
구문 |

Always find out what the weather is like for the
following day the night before you go skiing and wear
enough layers if you want to enjoy your skiing. : 명령문을
이끄는 동사 find와 wear이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
어휘 |
●
●
●
●
●
●

schoolwork 학업

●

endurance 지구력, 인내력

●

alongside 나란히, 곁에

●

put ~ to the test ~을 시험하다
bold 대담한, 담찬

One consistent theme in literature and art is the
mechanical being [that yearns to become human, to
share in human emotions]. : One consistent theme in
literature and art가 주어이고, [ ]는 관계절로 선행사인 the
mechanical being을 수식한다.
어휘 |
●
●
●
●

consistent 일관된, 일치하는
yearn 갈망하다, 열망하다

outperform ~보다 우수하다

tedious 지루한, 장황한

●
●
●
●

mechanical 기계의, 기계로 만든
content 만족하는
replace 교체하다

blazing 강렬한, 불타는 듯한

recreation department 레크리에이션 부서
dormant 잠자는, 정지한

●

come out on top 경쟁에서 이기다

otherwise 만약 그렇지 않으면
emerge 드러나다, 나타나다

08

③

문장 끊어읽기
▶

Not content to be made of / wires and cold steel, / it wishes to
laugh, cry, and feel / all the emotional pleasures of a human
being.

만들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 전선과 차가운 철로 / 그것은 웃고, 울고, 느끼
기를 원한다 / 인간의 모든 감정적인 즐거움을
▶

The Tin Man in The Wizard of Oz, / for example, / wanted to
have a heart / and Data, on Star Trek, / is a robot / that can
outperform all humans / in strength and intelligence, / yet still
yearns to become human.

‘오즈의 마법사’의 양철 인간은 / 예를 들어 / 심장을 갖기를 원했고 / ‘스타트렉’
의 다타는 / 로봇이다 / 모든 인간을 능가할 수 있는 / 힘과 지능에서 / 하지만 여
전히 인간이 되기를 갈망하는
소재 |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로봇
해석 |

문학과 예술에서 한 가지 일관된 주제는 인간이 되기를 갈망하고, 인간의 감정
을 공유하기를 갈망하는 기계적 존재이다. 전선과 차가운 철로 만들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은 웃고, 울고, 인간의 모든 감정적인 즐거움을 느끼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 ‘오즈의 마법사’의 양철 인간은 심장을 갖기를 원했고, ‘스타
트렉’의 다타는 힘과 지능에서 모든 인간을 능가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인간이
되기를 갈망하는 로봇이다. (사실, 로봇은 두려움이 없거나 지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역할과 종종 지루한 임무에서 인간 병사를 대체할 것이다.) 몇몇 사람들
은 우리의 감정이 인간임을 의미하는 가장 높은 특성을 나타낸다고 제안하기
까지 한다. 어떤 기계도 불타는 듯한 일몰에 전율을 느끼거나 우스운 농담에
웃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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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연결사 추론

leaf caterpillar slowly the across” is meaningless]. : 두
개의 [ ]는 병렬 구조를 이루며 determine의 목적어로 사용되

본문 32~35쪽

01

②

02

③

03

②

04

②

05

④

06

①

07

⑤

08

①

01

②

었다.

• ~ it i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development of the
brain’s innate program and a child’s range of
environmental experiences] that results in learning the
complicated rules of grammar. : [ ]가 「it is 〜 that ...」
강조구문에 의해 강조되었다.

문장 끊어읽기
▶

How is it possible / that 4-year-old children, / with no formal
schooling, / can speak and understand / an endless variety of
sentences?

어떻게 가능할까 / 네 살짜리 어린이들이 /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 말하고 이해
할 수 있다는 것이 / 무한히 다양한 문장들을
▶

Chomsky’s answer / is that young children can learn / these
complex and difficult rules of grammar / because our brains
come with a built-in, or innate, program / that makes learning
the rules of grammar / relatively easy.

Chomsky의 답은 / 어린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법 규칙을 / 우리의 뇌에 본래 갖추어진 다시 말해 타고난 프로그램이 딸려 있
기 때문에 / 문법 규칙을 배우는 것을 만드는 / 비교적 쉽게
▶

The brain’s innate program / for learning rules of grammar /
explains / how children learn most of the complex rules / by
age 4 or 5.

어휘 |
●
●
●
●
●

▶

▶

비교적 쉽게 만드는 본래 갖추어진 다시 말해 타고난 프로그램이 딸려 있기 때
문에 어린아이들이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법 규칙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문법 규칙을 배우기 위한 뇌의 타고난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네 살이나 다섯

result in 그 결과 ~가 되다, (결과적으로) ~을 낳다〔야기하다〕
a range of 다양한

▶

In particular, / eating while watching television / has long been
known / to increase calorie intake, / mainly because people
focus their attention / on the television program / and not on
monitoring / how much they consume.

특히 /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먹는 것은 / 오랫동안 알려져 왔다 / 칼로리 섭취
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 주로 사람들이 주의를 집중하기 때문에 / 텔레비전 프
로그램에 / 그리고 감시하는 것에가 아니라 / 얼마나 먹는지를

문법 규칙을 배우게 하는 것은 바로 뇌의 타고난 프로그램의 발전과 어린이의

해석 |

(A) 네 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문장을 말하고 이해하는지를 예를 들
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For example(예를 들어)이 적절하다.
(B) 아이들이 복잡한 문법 규칙을 배우는 것은 뇌의 타고난 프로그
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프로그램의 발전과 환경적 경험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문맥이므로 역접을 나타내는 However(그

③

Dieters, / in contrast, / soon begin to keep a close watch / on
how much they eat / and how fattening these foods are.

소재 | 감시와 자기 관리

해설 |

complicated 복잡한

Monitoring is a key ingredient / in self-regulation / and often
presents the best opportunity / for immediate improvement /
in self-regulation.

살 때쯤 복잡한 규칙의 대부분을 어떻게 배우는지를 설명한다. 그러나 복잡한
다양한 환경적 경험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 이와는 대조적으로 / 곧 엄중히 감시하기 시작한다 /
그들이 얼마나 먹는지를 / 그리고 이런 음식들이 얼마나 살찌게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예를 들어 평범한 네 살짜리 어린애가

이미 결정할 수 있다. Chomsky의 답은 우리의 뇌에 문법 규칙을 배우는 것을

innate 타고난

감시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 자기 관리의 / 그리고 흔히 가장 좋은 기회를 제
공한다 / 즉각적인 향상을 위한 / 자기 관리에서의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네 살짜리 어린이들이 무한히 다양한 문장들을 말하고

crept leaf caterpillar slowly the across”라는 문장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

relatively 비교적

creep 기다, 기어가다

문장 끊어읽기

소재 | 어린이의 복잡한 문법 규칙 이해

“The caterpillar crept slowly across the leaf”라는 문장이 옳지만 “The

built-in 붙박이의, 본래 갖추어진

●

02

뇌의 타고난 프로그램은 / 문법 규칙을 배우기 위한 / 설명한다 / 어린이들이 복
잡한 규칙의 대부분을 어떻게 배우는지를 / 네 살이나 다섯 살 때쯤

해석 |

formal schooling 정식 교육

감시는 자기 관리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흔히 자기 관리에서의 즉각적인 향
상을 위한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운동 프로그램을 고수하고 싶다면 운동
을 했는지의 여부를 매일 달력 위에 써라.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감시의 중요
성의 좋은 예를 제공한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않다면 아마 얼마나 먹느냐에
주의를 거의 기울이지 않거나 아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단지 잔뜩 먹을지도
모른다. 대조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곧 그들이 얼마나 먹는지와 이런
음식들이 얼마나 살찌게 하는지를 엄중히 감시하기 시작한다. 다이어트를 하
는 사람들이 감시를 약화시키는 상황에서 먹을 때 더 많이 먹는다. 특히 텔레

러나)가 적절하다.

비전을 시청하면서 먹는 것은 주로 사람들이 얼마나 먹는지를 감시하는 것에

구문 |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주의를 집중하기 때문에

• ~ the average 4-year-old child can already determine
[that the sentence “The caterpillar crept slowly across
the leaf” is correct] but [that the sentence “The crept

칼로리 섭취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다. 마찬가지로 사람
들은 파티에서 과식을 하는데 파티에서 그들의 주의는 그들이 얼마나 먹느냐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활동에 집중된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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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A)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의 자
기 감시를 대조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in contrast(대조적으로)가
적절하다.

(B) 텔레비전 시청과 비슷한 파티장에서의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많이 먹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Likewise
(마찬가지로)가 적절하다.
구문 |

• If you want to keep to an exercise program, write on
the calendar each day [whether you had a workout]. :
[ ]가 write의 목적어이다. 목적어가 부사구보다 길어서 부사구
뒤에 위치했다.

해설 |

(A) 단차원적 관계의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으므로, for example
(예를 들어)이 적절하다.

(B) 단차원적 관계와 대비되는 다차원적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by contrast(그에 반해서)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구문 |

Tom’s network is multiplex [since the people {he works
with} are also his pub-mates, his relations and his
neighbours]. : [ ]는 since(~이므로)가 이끄는 부사절이다. { }
가 the people을 수식한다.
어휘 |
●

• In particular, [eating while watching television] has
long been known to increase calorie intake, ~. : [ ]가
이 문장의 주어이다. be known to 〜는 ‘〜하는 것으로 알려지

●
●
●
●

다’의 뜻이다.

transaction 교류, 거래

network 인간관계, 네트워크
dimension 차원

regularly 정기적으로
relation 친척

●
●
●
●
●

community 공동체

characterize 특징짓다
workmate 직장 동료
pub-mate 술집 친구
accordingly 따라서

어휘 |
●
●
●
●
●

monitor 감시하다, 추적 관찰하다

self-regulation 자기 관리, 자기 통제
keep to 고수하다, 따르다
setting 상황

intake 섭취량

●
●
●
●

ingredient 구성요소, 성분

04

furnish 제공하다

eat one’s fill 잔뜩 먹다

문장 끊어읽기

undermine 약화시키다

03

▶

변인은 아니지만 / 50년 전에 그랬던 것만큼

②

If most transactions in a community are of this type, / the
network would be characterized / as uniplex.

공동체 내에서 대부분의 교류가 이런 유형의 것이라면 / 그 인간관계는 특징지어
질 것이다 / 단차원적인 것으로
▶

Geographical nearness / is still an important factor / in
relationships today, / although not as strong a variable / as it
was fifty years ago.

지리적 근접은 / 여전히 중요한 요인이다 / 오늘날 관계에 있어서 / 비록 강력한

문장 끊어읽기
▶

②

A workmate might also be someone / you play tennis with /
and meet at church regularly.

직장 동료가 또한 사람일 수 있다 / 테니스를 함께 치는 /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
회에서 만나는

▶

Partners from distant places / may be psychologically healthy /
but come from such different cultures / that they will have /
many additional adjustments to make.

멀리 떨어진 곳 출신의 파트너가 / 심리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 / 하지만 너무나도
다른 문화 출신이어서 / 있을 것이다 / 추가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 많이
소재 | 사람들 간의 지리적 근접과 친밀한 관계
해석 |

50년 전에 그랬던 것만큼 강력한 변인은 아니지만, 지리적 근접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다. 오늘날에는 휴대전화, 인터넷, 대중교

소재 | 단차원적 관계와 다차원적 관계

통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

해석 |

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경향이 있

plexity란 사람들이 다양한 개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유형의 교류 범위

다. 멀리 떨어진 곳의 사람과 유지하는 관계는 흔히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되는

의 척도이다. ‘단차원적’ 관계는 상대방과의 관련이 오직 한 가지 영역에서만

것을 어렵게 만든다. 두 도시에서 번갈아가며 격주로 주말마다 만나는 것이 흥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오직 함께 일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미진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친밀감과 지속되는 관계를 위한 기반을 반드

다른 사람과 관련될 수 있으며 또는 함께 배드민턴이나 축구를 같이 할 뿐이며

시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다. 멀리 떨어진 곳 출신의 파트너가 심리적으로

다른 상황에서는 전혀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공동체 내에서 대부분의 교류가

건강하다고 해도 너무나도 다른 문화 출신이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추가적

이런 유형의 것이라면, 그 인간관계는 단차원적인 것으로 특징지어질 것이다.

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커플이 해야 하는 커다란

그에 반해서, ‘다차원적’ 관계는 몇 개의 차원에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을

결정은 어디에 살 것인가이다. 그의 도시에서 아니면 그녀의 도시에서? 게다

포함한다. 직장 동료가 또한 테니스를 함께 치고 정기적으로 교회에서 만나는

가, 이러한 커플은 아주 다른 지역이나 문화 출신의 두 집안과 관계를 맺어

사람일 수 있다. 공동체 내에서 대부분의 교류가 이러한 유형의 것이라면, 그

야 할 것이다.

인간관계는 다차원적인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Tom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해설 |

또한 그의 술집 친구이고, 그의 친척이고, 그의 이웃사람들이므로 그의 인간관

(A) 휴대전화, 인터넷, 대중교통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연

계는 다차원적이다.

결해 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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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맺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글의 흐름이므로, Nevertheless

가 적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구문 |

(B)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서로 다른 문화 출신의 사람들이 해결해
야 하는 문제점을 추가하고 있으므로, In addition(게다가)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구문 |

[Relationships carried on over great distances] often
make it difficult [to get to know each other well]. : 첫 번
째 [ ]가 주어이다. it은 형식상의 목적어이며 두 번째 [ ]가 내용
상의 목적어이다.

Similarly, goodwill might be earned by a store [whose
efforts to please a customer have gone above and beyond
levels {that are normally expected}]. : [ ]는 소유격 관계대
명사 whose로 시작되는 관계절이며 선행사는 a store이다. { }는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이 이끄는 관계절이며 선행사는 levels이다.
어휘 |
●
●
●

어휘 |
●
●
●
●

geographical 지리적인, 지리상의
variable 변인

alternate 번갈아 하다, 교대로 하다
adjustment 조정, 적응

●
●
●
●

●

nearness 근접

mass transportation 대중교통
region 지역

potentially 잠재적으로, 가능성 있게

●
●

subtle 미묘한, 감지하기 힘든
define 정의하다

normally 보통, 정상적으로

relate ~에 대하여 이야기하다〔들려주다〕
exemplary 모범적인

06
④

문장 끊어읽기

Every shopper will be able to relate stories / of stores or
salespeople / that have earned their praise / for exemplary
services.

모든 쇼핑객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상점이나 판매원의 / 칭찬을 받은 /
모범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①

문장 끊어읽기
▶

A store earns the goodwill of its customers / by the way it
treats them / and by the things it does for them.

상점은 고객의 호의를 얻는다 / 고객들을 취급하는 방식에 의해 / 그리고 고객들
을 위해 해주는 것들에 의해
▶

goodwill 호의

●

intimacy 친밀함

05
▶

●

retailer 소매상

What was considered proper behavior / a generation ago / is
certainly not the same / as what is considered proper today.

적절한 행동으로 간주되던 것이 / 한 세대 전에 / 똑같지 않음이 분명하다 / 오늘
날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것과
▶

In the same way, / a person under sixteen / who is on the
streets / after 10 p.m. / unaccompanied by an adult / is
breaking the law / in some communities.

마찬가지로 / 16세 미만의 사람은 / 길거리에 있는 / 오후 10시 이후에 / 성인을
동반하지 않은 채 / 법률을 어기는 것이 된다 / 일부 지역사회에서
소재 | 규범의 상대성

소재 | 고객의 호의를 얻는 상점

해석 |

해석 |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대하는 행동인 규범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

모든 소비자의 세계에는 소매상을 대한 경험에 의해 만들어지는 중요하지만

화하는 것이 분명하다. 한 세대 전에 적절한 행동으로 간주되던 것이 오늘날

파악하기 어려운 요인이 존재한다. 이는 상점과 쇼핑객 사이에 존재하는 호의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것과 똑같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 결과 법률은 바뀌며, 어

라는 미묘한 요인이다. 호의는 정의내리기가 어렵다. 그것은 어떤 고객이 특정

느 한때 법률 위반으로 간주되는 행동이 다른 때에 반드시 죄를 범한 것으로

한 상점에 대해 갖는 잠재된 상태의 친절한 태도에 관한 것이다. 상점은 고객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행동

들을 취급하는 방식과 고객들을 위해 해주는 것들에 의해 고객의 호의를 얻는

들이 나중 어느 때에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 16세에 공공

다. 예를 들어, 상점은 어떤 고객이 그곳에서 물건을 반품하는 것이 항상 쉬웠

장소에서 음주하는 것이 비행 행위가 되는 반면, 역사의 어느 한 때 그것은 많

기 때문에 그 고객의 호의를 얻을 수 있다. 혹은 우수한 서비스로 고객들을 도

은 지역사회에서 합법적 범위 내에 있었다. 마찬가지로 16세 미만의 사람이 오

운 과거의 사례들 때문에 한 상점은 호의를 얻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고객

후 10시 이후에 성인을 동반하지 않은 채 길거리에 있는 것은 일부 지역사회

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이 보통 예상되는 수준 이상으로 넘어서게 되었던 상점

에서 법률을 어기는 것이 된다. 하지만 법률이 바뀌거나 또는 16세인 사람이

이 호의를 얻을 수 있다. 모든 쇼핑객은 모범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칭찬을 받

생일을 맞았거나 다른 지역사회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행위가 법률 위

은 상점이나 판매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이 되지 않는다.

해설 |

해설 |

는다는 앞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례(반품을 쉽게 해주는 것, 우수한

급되고, 뒤에 그에 따른 법률의 변화가 언급되고 있으므로, 인과 관

고객 서비스)가 뒤에 이어지므로, For instance(예를 들어)가 적절

계의 연결사 Consequently(그 결과)가 적절하다.

(A) 상점이 고객을 취급하는 방식과 고객을 위한 행위로 호의를 얻

하다.

(B) 고객의 호의를 얻는 상점에 관한 내용이 고객을 위한 서비스 차
원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Similarly(마찬가지로)

(A) 앞에 시대가 바뀜에 따라 행동의 적절성도 바뀐다는 내용이 언

(B) 앞에 16세 미만인 사람의 법률 위반 사례가 언급되었고, 뒤에
같은 행위가 법률 위반이 되지 않는 경우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역
접의 연결사 However(하지만)가 적절하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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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

Consequently, the law changes, and acts [that are
considered to be law violations at one time] are not
necessarily considered to be criminal at another time. :
[ ]는 and 이하의 절의 주어인 act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not
necessarily는 ‘반드시 ~인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부분 부정의
의미를 갖는 표현이다.

●
●
●

norms 규범

violation 위반

●
●
●

●
●

obviously 분명히

▶

criminal 죄를 범한, 범죄의

in public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prohibition 억압, 금지

●
●
●

axis 축, 축선

be composed of ~로 구성되다

inclined 기울어진, 성향을 보이는

①

Fifty years ago, / if you were a poor person / living in the
developing world / and didn’t have electricity, / you were
certainly at a disadvantage.
50년 전에 /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 개발도상국 세계에 사는 / 그리고

unaccompanied 동반되지 않은, 동행자가 없는

07

전기가 없었다면 / 여러분은 분명 불리한 처지였다

⑤

Every culture is composed / of an endless number of
archetypes / and of the tensions / between each archetype
and an opposing one.

모든 문화는 구성된다 / 수많은 원형 / 그리고 긴장으로 / 각각의 원형과 반대되
는 것 사이의

We believe / we shouldn’t drink too much, / play too much, /
or exhibit too much wealth.

우리는 믿는다 / 지나치게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 지나치게 놀거나 / 지나치게
부를 과시해서는
소재 | 극단 사이의 긴장을 유지하는 문화의 축
해석 |

If you don’t have access to electricity, / you don’t have access /
to all the world’s libraries / and almost all the world’s stores
and manufacturers.

여러분이 전기를 이용할 수 없다면 / 여러분은 이용할 수 없다 / 세상의 모든 도
서관 / 그리고 대다수의 상점과 제조업자를

문장 끊어읽기

▶

archetype 원형, 전형

08

▶

▶

tension 긴장, 팽팽함

문장 끊어읽기

어휘 |
●

어휘 |

소재 | 전기에 더 의존적인 현대생활
해석 |

50년 전에, 여러분이 개발도상국 세계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었고 전기가 없었
다면, 여러분은 분명 불리한 처지였다. 하지만 여러분과 선진 세계에 있는 누군
가와의 간격은 메워질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여러분은 여전히 펜과 종이로
편지를 쓸 수 있었고 중심지에 있는 도서관을 찾아서 종이에 인쇄된 책을 읽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간격이 있었고, 그것은 컸지만, 메워질 수 없는 것은 아
니었다. 빨리 오늘날로 돌아와 보자. 여러분이 전기를 이용할 수 없다면, 여러
분은 세상의 모든 도서관, 대다수의 상점과 제조업자를 이용할 수 없다. 전기가

인생은 긴장이다.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두 개의 극단 사이의

없이는 여러분이 컴퓨터, 브라우저, 인터넷, 또는 어떤 종류의 이메일이나 전자

축 어딘가에 위치한다. 우리는 고통을 알지 못하고는 즐거움을 진정으로 알 수

상거래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분은 온라인으로 그러한 도서

는 없다. 비슷한 긴장이 문화를 규정한다. 모든 문화는 수많은 원형과 각각의

관을 검색할 수 없고, 최저 가격에 쇼핑을 할 수 없고, 누군가로부터 이메일을

원형과 반대되는 것 사이의 긴장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미국 문화의 주된

받거나 어딘가에 이메일을 보낼 수도 없고, 화면에 편지나 책이나 사업계획을

긴장 중의 하나는 자유와 금지 사이의 긴장이다. 우리는 자유를 양도할 수 없

쓸 수 없다.

는 권리로 간주한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전쟁에서 싸웠고, 시민

해설 |

들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죽음도 불사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문화는 금지

(A) 빈칸 뒤에는 예전에는 선진국의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사이의

를 향해 아주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 우리는 지나치게 술을 마시거나 지나치게

간격이 있었지만 극복이 가능했다는 앞의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

놀거나, 지나치게 부를 과시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 축 자체가 결코 변하

나오므로, In other words(다시 말해)가 와야 한다.

지는 않지만, 특정한 축 위에서 한 문화가 서 있는 자리는 시대마다 다르다.
해설 |

(A) 모든 문화가 극단 사이의 긴장상태를 유지한다고 이야기하며,
미국 문화의 예를 들고 있으므로, For example(예를 들어)이 적절
하다.

(B) 자유와 반대되는 개념인 금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역
접을 나타내는 however(하지만)가 와야 한다.
구문 |

While the axis itself never changes, [where a culture
stands on a particular axis] varies from era to era. :
While이 ‘~이지만’의 의미로 부사절을 이끌고 있으며, [ ]는 명사
절로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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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빈칸 뒤에는 전기가 없으면 컴퓨터에 접촉할 수 없다는 앞의 내
용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이 나오므로, Therefore(따라서)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구문 |

Therefore, [you can’t search those libraries online], [you
can’t shop for the lowest prices], [you can’t send or
receive an e-mail from anyone to anywhere], and [you
can’t write a letter or a book or a business plan on a
screen].: 네 개의 [ ]가 「A, B, C, and D」의 형태로 병렬 구조
를 이루고 있다.
어휘 |
●

electricity 전기

www.ebsi.co.kr
●
●
●
●

at a disadvantage 불리한 처지에

unbridgeable (간극을) 메울 수 없는
fast-forward 빨리 감다

e-commerce 전자 상거래

●

manufacturer 제조업자

09 어휘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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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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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③

01

⑤

문장 끊어읽기
▶

Research shows / that if people are presented with
information / about a majority group and a minority group /
and these groups are paired with either rare or common
traits, / people associate the smaller group / with the rarer
trait.

연구는 보여준다 / 사람들에게 정보를 준다면 / 다수 그룹과 소수 그룹에 관한 /
그리고 이 그룹들을 드물거나 흔한 특성과 짝을 짓는다면 / 사람들은 더 작은 그
룹을 관련시킨다 / 더 드문 특성과
▶

If both a minority and majority group have / the same negative
trait, / say / a tendency toward criminal behavior, / the
negative behavior will be more distinctive / when paired with
the minority / as compared to the majority group.

소수 그룹과 다수 그룹 둘 다 갖고 있다면 / 똑같은 부정적인 특성을 / 예를 들어 /
범죄 행위에 대한 성향을 / 부정적인 행동은 더 뚜렷이 구별될 것이다 / 소수 그
룹과 짝지어질 때 / 다수 그룹에 비해
소재 | 착각 상관에 의한 고정관념
해석 |

착각 상관은 고정관념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추론은
다음과 같다. 소수 그룹은 비교적 드물게 마주치기 때문에 뚜렷이 구별된다. 부
정적인 행동 또한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행동보다 덜 자주 접하기 때문에 뚜렷
이 구별된다. 둘 다 뚜렷이 구별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들이 함께 일어날
빈도수, 다시 말해 소수 그룹 구성원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하는 빈도수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에게 다수 그룹과 소수 그룹에 관한 정보를
주고 이 그룹들을 드물거나 흔한 특성과 짝을 지어주면 사람들은 더 작은 그룹
을 더 드문 특성과 관련시킨다는 것을 연구는 보여준다. 소수 그룹과 다수 그
룹 둘 다 똑같은 부정적인 특성, 예를 들어 범죄 행위에 대한 성향을 갖고 있다
면 소수 그룹과 짝지어질 때 부정적인 행동은 다수 그룹에 비해 더 뚜렷이 구
별될 것이다. 우리의 인지적 장치가 부정적인 행동과 소수 그룹 구성원 사이에
대해 자동적으로 관련을 시키도록 이끄는 것처럼 보인다.
해설 |

(A) 두 번째 문장부터 끝까지는 고정관념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하
고 있으므로 stereotypes가 적절하다.
(B) 소수 그룹과 부정정인 행동 둘 다 뚜렷이 구별되기 때문에 사람
들은 그 둘이 함께 일어날 빈도수를 과대평가할 것이므로

신간

overestimate가 적절하다.
(C) 부정적인 행동이 다수 그룹에 비해 소수 그룹에서 더 뚜렷이 구
별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행동을 소수 그룹과 관련시킬

내신형 문항에 익숙한 예비 수험생들에게
수능형 문항의 감을 잡아준다.

것이므로 association이 적절하다.
구문 |

• Research shows that [if {people are presented with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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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about a majority group and a minority
group} and {these groups are paired with either rare or
common traits}], people associate the smaller group
with the rarer trait. : [ ]는 that절 안에 있는 조건절이며, 그
안에 두 개의 { }가 and로 연결되어 있다.
• ~ the negative behavior will be more distinctive [when
paired with the minority] as compared to the majority
group. : [ ]는 when it is paired with the minority에서 it
is가 생략되었다. as compared to는 ‘〜에 비해’의 뜻으로
compared to로 쓰이기도 한다.
어휘 |
●
●
●
●
●
●
●

illusory 착각의, 착각을 일으키는

●

reasoning 추론

correlation 상관관계

apparatus 기구, 장치

●

므로 Inconsistent는 Consistent로 고쳐야 한다.
① 선택의 자유가 많은 것이 후회를 낳고 개인의 행복을 손상시키고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는 글 전체의 내용으로 보아 costs(대가)는 적
절하다.
② 결정이 ‘복잡할’ 때 잘못이 있을 가능성이 더 많을 것이므로

complex는 적절하다.

③ 불안감은 개인의 행복을 손상시킬 것이므로 undermines는 적

●

improved는 적절하다.
구문 |

cognitive 인지의, 인지적인

④

문장 끊어읽기

He argues / that people routinely make errors / even when
choosing among a handful of alternatives / and that errors
become much more likely / when decisions become vastly
more complex.

그는 주장한다 /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을 / 소수의 선택할
것 중에서 선택할 때조차 / 그리고 잘못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
결정이 엄청나게 더 복잡하게 될 때
▶

④ 앞에서 언급한 분석과 후의 연구에서 발견한 내용은 서로 일치하

택의 자유가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trait 특성, 특질

02
▶

해설 |

⑤ 증가된 선택의 자유의 단점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므로 증가된 선

encounter 우연히 마주치다, (새롭거나 뜻밖의 대상과) 접하다
say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절하다.

distinctive 뚜렷이 구별되는, 독특한
infrequently 드물게, 어쩌다

아닌지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증가된 선택의 자유가 향상된 정신 건강을 초래

It is hard to say / whether choice overload is the chief culprit /
underlying these trends, / but it is clear / that increased
freedom of choice / has not resulted in improved mental
health.

말하기는 어렵다 / 선택할 것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주범인지 아닌지를 / 이러한
경향의 기저를 이루는 / 그러나 분명하다 / 증가된 선택의 자유가 / 향상된 정신
건강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재 | 더 많은 선택의 자유의 부작용
해석 |

증가된 선택의 자유가 매력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Schwartz는 현대 생활에서

He argues [that people routinely make errors even when
choosing among a handful of alternatives] and [that
errors become much more likely when decisions become
vastly more complex]. : 두 개의 [ ]는 병렬 구조를 이루어
argues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when choosing은 when they
choose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어휘 |
●
●
●
●
●
●
●
●

▶

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 분석과 일치하지 않는(→ 일치하는) 연구들은 우울증

alternative 선택할 것, 둘(때로 셋 이상) 중에서의 선택
vastly 대단히, 엄청나게

●

disorder 장애, (가벼운) 병

●

overload 지나치게 많음, 과부하

culprit 범인, 범죄자

●

post-decision 결정 후의

incidence 발생률, 빈도, 발병률

substantially 상당히

underlie 기저를 이루다, 기저가 되다

③

Yet, / several studies have found / that husbands and wives /
tend to assume / that they are far more similar / than they
actually are.

하지만 / 몇몇 연구 결과는 발견했다 / 남편과 아내가 /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 그들이 훨씬 더 비슷하다고 / 그들이 실제로 그런 것보다

엄청나게 더 복잡하게 될 때 잘못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주장한

지나치게 많은 것과 관련된 불안감이 개인의 행복을 손상시키고 우울증의 원

routinely 일상적으로

문장 끊어읽기

택할 것 중에서 선택할 때조차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결정이

예상되는 후회에 대한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한다. 궁극적으로 선택이

●

a handful of 소수의

03

의 선택 과잉이 예상치 않은 대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소수의 선

다. 그리고 그는 더 많은 선택을 갖는 것이 심사숙고, 결정 후의 후회, 그리고

overabundance 과잉, 과다

▶

Results showed / that the discrepancy / between the real
opinions of the husbands and wives / was far greater / than
the discrepancy / between their assumed opinions.

결과는 보여주었다 / 차이가 / 남편과 아내의 실제 의견의 / 훨씬 더 크다는 것을 /
차이보다 / 그들이 추정한 의견 사이의

질환의 발병률이 지난 50년 동안에 급격하게 — 아마도 10배로 — 증가했다는

소재 | 사람들 간에 서로의 태도와 의견을 추정하는 것과 실제의 차이

것을 발견했다. 평균적인 불안감 수준 또한 최근 수십 년 동안에 상당히 올라

해석 |

갔다. 선택할 것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이러한 경향의 기저를 이루는 주범인지

일단 우리가 사람들을 잘 알게 되면 그들이 정말로 우리의 태도를 공유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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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지를 발견하게 될 거라고 추정할 것이다. 하지만 몇몇 연구 결과는 남편과

으로 여러분의 제품에 대한 증가된 수요가 있어서 더 높은 값을 책정할 수 있

아내가 실제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비슷하다고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는 것일 수도 있다. 총 수익률이 향상되는 다른 한 가지 산술적인 이유는 판매

발견했다. 이들 중 한 연구에서 부부에게 다양한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그들의

수입은 변함이 없지만 재고 비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역시 독립 기업

의견을 물어보고 나서 배우자가 어떤 응답을 할 것인지 짐작해 보라고 그 사람

체의 증가된 시장 지배력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마트 체인은

의 배우자에게 요청했다. 결과는 남편과 아내의 실제 의견의 차이가 그들이 추

그들 업계에서의 시장 지배력으로 인하여 납품업체들의 판매 가격을 끌어 내

정한 의견 사이의 차이보다 훨씬 더 작다는(→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부

린다는 평판을 갖고 있다. 반면에, 단순히 독립 기업체가 공급업체를 바꿨거나

부가 태도와 의견을 더 많이 공유한다고 추정하면 할수록 그들은 결혼 생활에

제조업체가 자신들의 생산 효율성을 악화시켰기(→ 향상시켰기) 때문에 재고

서 더 많은 만족을 얻어낸다는 것도 또한 밝혀졌다. 이것은 부부가, 추정이 옳

비용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

건 그르건 간에, 자신들이 비슷하다고 추정하는 한 부부의 태도가 실제로 비슷

해설 |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화목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유사성을

총 수익률을 높이는 요인들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제조업체가 생산

강조하고 의견 차이의 영역은 숨기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성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재고 비용이 하락했다고 해야 하므로, ⑤의

해설 |

worsened를 improved로 고쳐 써야 한다.

실험 결과 남편과 아내의 실제 의견의 차이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컸다는 글의 흐름이므로, ③의 smaller를 greater
로 고쳐 써야 한다.
구문 |

One would assume [that {once we get to know people
well}, we would discover {whether they indeed share
our attitudes}]. : [ ]는 assum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이다. 첫 번째 { }는 ‘일단 ~하게 되면’이라는 뜻의 once가 이끄는
부사절이며, 두 번째 { }는 ‘~인지 아닌지’라는 뜻의 whether가
이끄는 명사절로 discover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
●
●
●

assume 추정하다
satisfaction 만족

harmony 화목, 조화
similarity 유사성

disagreement 의견 차이, 불일치

For example, Wal-Mart Stores has a reputation of
[driving down their suppliers’ selling prices] [because of
their market dominance over their industry]. : a
reputation of ~는 ‘~라는 평판’이라는 뜻이며 첫 번째 [ ]는 a
reputation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 어구이며, 두 번째
[ ]에서 because of는 ‘~ 때문에’라는 의미로 그 다음에 명사구가
이어지고 있다.
어휘 |
●
●

어휘 |
●

구문 |

●
●
●
●

discrepancy 차이, 불일치

●

in the interest of ~을 위하여
emphasize 강조하다

●

conceal 숨기다

04

●

●
●

⑤

The other arithmetic reason / why a Gross Profit Percentage
will improve / is sales revenue remains static / but the cost of
inventory falls.

On the other hand, / cost of inventory may fall / simply
because an entity changed suppliers / or a manufacturer
improved / the efficiency of their production.

반면에 / 재고 비용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 / 단순히 독립 기업체가 공급업체를
바꿨기 때문에 / 혹은 제조업체가 향상시켰기 때문에 / 자신들의 생산 효율성을
소재 | 총 수익률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들

revenue 수입

cost of inventory 재고 비용
reputation 평판, 명성
industry 산업

worsen 악화시키다

●
●
●
●
●
●

arithmetic 산술적인

static 변함이 없는, 고정된

entity 독립 기업체, 독립체

market dominance 시장 점유
manufacturer 제조업체
efficiency 효율성

③

문장 끊어읽기
▶

Because many films transmit ideas / through emotion rather
than intellect, / they can neutralize the instinct / to suppress
feelings / and trigger emotional release.

많은 영화들은 생각을 전달하기 때문에 / 지능보다는 감정을 통해 / 그것들은 본
능을 무기력하게 할 수 있다 / 감정을 억누르는 / 그리고 감정의 발산을 촉발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 산술적인 이유는 / 왜 총 수익률이 향상되는가 / 판매 수입은 변함
이 없기 때문이다 / 그러나 재고 비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

market power 시장 지배력

05

문장 끊어읽기
▶

gross profit percentage 총 수익률

▶

Aristotle theorized, / “Tragic plays have the capacity / to purify
the spirit / and aid us in coping with aspects of life / that
cannot be reconciled / by rational thought.”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화했다 / 비극적인 연극은 능력을 갖고 있다 / 영혼을 정
화시키고 / 우리가 삶의 측면에 대처하는 것을 돕는 / 받아들여질 수 없는 / 이성
적 사고에 의해

해석 |

소재 | 영화와 비극 관람이 가져오는 감정 정화

어떤 기업이든 더 높은 총 수익률을 원하는데 그것(총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해석 |

좋은 신호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아마

자연은 우리에게 고통을 통과하고 넘어가도록 웃음과 울음과 같은 타고난 정

도 여러분이 시장 지배력을 증가시켜 여러분이 가격을 인상할 때에도 소비자

신 정화 과정을 제공해왔다. 많은 영화들은 지능보다는 감정을 통해 생각을 전

들이 여러분의 제품을 외면하고 돌아서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아마도 전반적

달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감정을 억누르는 본능을 무기력하게 하여 감정의 발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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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촉발할 수 있다. 감정을 끌어냄으로써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소재 | 새로운 경험에 대한 대처

경우에 닫힌 상태로 있을 수 있는 문을 열어줄 수 있다. 많은 우리들에게 있어,

해석 |

실제 사람들과의 실제 생활에서보다 영화를 관람하는 동안 우리의 방어 수단

무언가 다르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는 요구를 받을 때 여러분은 자신의 지

을 강화하는(→ 풀어 주는) 것이 더 안전하고 그리하여 더 용이하다. 어떤 등장

나온 과거에 근거하여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여러분은 익숙하지

인물들과 그들의 곤경에 동질감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의식으로부터 감

않은 것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한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시간을 전혀 지

춰져 있는 감정을 체험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이론화했다.

키지 않아왔다면 자신이 갑자기 규칙적으로 시간을 지키는 것을 발견할 수 없

“비극적인 연극은 영혼을 정화시키고 우리가 이성적 사고로는 받아들일 수 없

다. 여러분이 항상 정돈을 하지 못해왔다면 잡동사니 하나 없는 작업 공간을

는 삶의 측면에 대처하는 것을 돕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는 비극이 혼란한 감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인생은 여러분이 전에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는

정을 정화하고 정신적 충격을 치유하기 때문에 그것의 정신 정화 작용을 일으

것, 그리고 그것들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전에 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구

키는 힘을 강조했다.

성되어 있다. 어떠한 예행연습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학교에서의 첫날, 챔피언

해설 |

결정전, 운전 시험, 또는 입학 면접을 완전히 준비시키지 못한다. 준비는 도움

영화는 관람자의 감정을 자극하여 닫혀 있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

을 주지만 전에 그렇게 한 적이 있다는 위안이 되는 친숙감 없이 일을 잘 해내

는, 즉 방어 수단을 풀게 한다는 흐름이므로, ③의 strengthen은

야 할 순간이 있다. 그런 경험은 두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성장하고

어휘로 고쳐야 한다.

해설 |

반대 의미를 갖는 let go of(풀어 주다, 놓다) 또는 release 등의
구문 |

By identifying with certain characters and their
predicaments, we can experience emotions [that lie
hidden from our awareness]. : [ ]는 관계절로 선행사
emotions를 수식한다. lie는 자동사로 ‘(~한 상태로) 있다’라는 의
미로 수동 의미가 내포된 과거분사 hidden(감춰진)을 보어로 두고
있다.
어휘 |
●
●
●
●
●
●
●
●
●
●
●
●

neutralize 무기력하게 하다, 중립화하다
trigger 촉발하다

●
●

구문 |

suppress 억누르다
elicit 끌어내다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identify with ~와 동질감을 갖다, 동일시하다
theorize 이론화하다
purify 정화시키다

reconcile 받아들이다, 화해시키다
insist on ~을 강조하다, 주장하다
disordered 혼란한, 어수선한

(A) 자신의 과거에 근거하여 익숙하지 않은 일은 할 수 없는 일이
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지적하고 있으므로 unaccustomed(익숙하
지 않은)가 적절하다. dedicated는 ‘전념하는’이라는 의미이다.
(B) 새로운 일은 전에 해본 적이 없는 것이므로 예행연습을 통해 준
비할 수 없다는 흐름이 되어야 하므로 rehearsal(예행연습)이 적절
하다. regulation은 ‘규제’라는 의미이다.
(C) 친숙하지 않은 새로운 일이 줄 수 있는 감정은 두려움이 될 것
이므로 scary(두려운)가 적절하다. boring은 ‘지루한’이라는 의미
이다.

transmit 전달하다
instinct 본능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핵심이 된다.

●
●
●
●

But life consists [of doing things {you never did
before}] and [of beginning to do them before you are
sure you can]. : 두 개의 [ ]는 consist 다음에 이어지는 「of+
동명사」의 형태로 병렬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 }는 관계절로 선

tragic 비극적인

행사 things를 수식한다. 마지막의 you can 다음에는 앞에 나온

cope with ~에 대처하다

do them이 생략되어 있다.

rational 이성적인

cleanse 정화하다, 세척하다

어휘 |
●

trauma 정신적 충격, 충격적인 경험

●
●
●

06

●

④

문장 끊어읽기
▶

When asked / to attempt something different or new, / you
may think / you can’t do it / on the basis of your past history.

요구를 받을 때 / 무언가 다르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는 / 여러분은 생각할 것
이다 / 그것을 할 수 없다고 / 자신의 지나온 과거에 근거하여
▶

Preparation helps, / but there is a moment / when you must
deliver / without the comforting sense of familiarity / of having
done so before.

준비는 도움을 준다 / 그러나 순간이 있다 / 일을 잘 해내야 할 / 위안이 되는 친
숙감 없이 / 전에 그렇게 한 적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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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tempt 시도하다

mistake ~ for ... ~을 …로 오인하다

punctual 시간을 지키는			
disorganized 정돈하지 못하는, 부주의한
clutter 잡동사니, 어수선함

deliver (할 일을) 잘 해내다
familiarity 친숙함

07

●
●

admissions interview 입학 면접
comforting 위안이 되는

③

문장 끊어읽기
▶

When you take steps / to deal with a problem / ― whether it’s
an inability to give to yourself or accept giving from others, /
stress from work or family worries, / unhealthy habits like
drinking too much / or smoking ― / you are giving / to your

www.ebsi.co.kr

loved ones and your community.

여러분이 조치를 취할 때 / 문제를 다루기 위해 /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이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이든 / 직장이나
가정의 걱정거리로 인한 스트레스 / 지나치게 술을 마시는 것과 같이 건강에 해
로운 습관 / 또는 흡연 / 여러분은 베풀고 있는 것이다 / 사랑하는 사람과 지역사
회에
▶

A confession of weakness / may also lead you / to feel anger,
confusion, and sadness, / but these are only preconditions /
of positive change.

약함의 고백은 / 여러분을 또한 이끌지도 모른다 / 분노, 혼란, 슬픔을 느끼도록 /
하지만 이것은 단지 전제 조건이다 / 긍정적인 변화의
소재 | 문제나 약함을 인정하기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그것을 고치는 처음 단계이다. 문제를 다루기 위해 조치
를 취할 때 ―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이든 다른 사람들로부
터 주어지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이든, 직장이나 가정의 걱정거리로 인한 스트
레스이든, 지나치게 술을 마시거나 흡연을 하는 것과 같은 건강에 해로운 습관
이든 간에 ―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지역사회에 베풀고 있는 것이다. 여러
분은 더 건강한 사람이 되며, 그것은 모두에게 이롭다. 예를 들어, 일부 알코올
중독자는 일단 자신의 강력함(→ 무력함)을 인정할 때만 비로소 회복될 수 있
다. 이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 없이는 아마도 극복할 수 없는 약함이란
것을 그들은 인정해야 하는데 대중의 인정이 도움을 준다. 약함이나 문제를 인
정하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동정심, 치유, 그리고 이해를 받아들이
도록 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베풀도록 하기 때문에 중대한 단계이다. 약함
의 고백은 여러분이 분노, 혼란, 슬픔을 또한 느끼도록 이끌겠지만, 이것은 단
지 긍정적인 변화의 전제 조건이다.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치료의 처음 단계임을 알코올 중독자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③의 p o w e r f u l n e s s (강력함)는

powerlessness(무력함)로 수정해야 한다.
구문 |

They must recognize ― and public recognition
helps ― [that this is a weakness {they probably can’t
overcome without help from others}]. : [ ]는 recognize의
목적어 역할을 하며, { }는 a weaknes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

●
●

inability 할 수 없음
recognition 인식

crucial 결정적인, 중대한
confession 고백

But / this change in interest rates / would hurt business and
consumer spending, / and Mexico was, / after several years
of disappointing growth, / already on the edge of a recession.

그러나 / 이자율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 사업과 소비자 지출에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었다 / 그리고 멕시코는 이었다 / 몇 년 동안의 실망스러운 성장 뒤에 / 이미
막 불경기에 접어들
소재 | 멕시코의 잘못된 선택
해석 |

1994년 12월에, 외환 비축의 지속적인 유출에 직면한 멕시코 당국은 무엇을
멕시코 주민들이 페소로 돈을 보유하는 것을 매력적이게 만들고, 아마도 외국
자본도 또한 끌어들임으로써 그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자율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사업과 소비자 지출에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고, 몇 년 동안의
실망스러운 성장 뒤에, 멕시코는 이미 불경기에 접어들려고 하는 상태였다. 혹
은 그들은 달러의 기준에서 페소의 가치를 줄이는 평가 절하가 영국의 성공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희망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 즉, 최상
의 시나리오에서 평가 절하는 멕시코 수출을 더 경쟁력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자들에게 멕시코 자산이 훌륭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시켜, 이자율이
떨어지도록 할 수 있었다. 멕시코는 평가 절하를 선택했다. 하지만 그것이 일을
망쳤다.
해설 |

(A) 멕시코가 페소의 가치를 올리려고 이자율을 높이려 했다는 내
용이 와야 하므로, raising(높이기)이 와야 한다. lowering은 ‘낮
추기’의 의미이다.

해설 |

●

▶

할지를 결정해야 했다. 그들은 이자율을 높임으로써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해석 |

●

매력적이게 만들고 / 멕시코 주민들이 페소로 돈을 보유하는 것을 / 그리고 아마
도 외국 자본도 또한 끌어들임으로써

●
●
●
●

benefit ~에게 이롭다
overcome 극복하다

compassion 동정심

precondition 전제 조건

(B) 멕시코가 몇 년의 실망스러운 성장 뒤에 불경기의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므로, r e c e s s i o n (불경기)이 적절하다.
recovery는 ‘회복’의 의미이다.
(C) 평가 절하가 멕시코 수출을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
므로, competitive(경쟁력 있는)가 와야 한다. unattractive는 ‘매
력 없는’의 의미이다.
구문 |

That is, a devaluation could in the best scenario not
only make Mexico’s exports more competitive but also
convince foreign investors [that Mexican assets were
good value], and hence actually allow interest rates to
fall.: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이 ‘A뿐만 아니라 B도’의 의
미로 쓰이고 있다. [ ]는 convince의 직접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어휘 |

08

●

③

문장 끊어읽기
▶

They could stem the loss / by raising interest rates, / thereby
making it attractive / for Mexican residents to keep their
money in pesos, / and perhaps attracting in foreign funds as
well.

●
●
●
●

drain 유출, 고갈

authority 당국, 권력

on the edge of 막 ~하려는 참에

●
●
●

reserve 비축, 예비

stem 막다, 저지하다

devalue 평가를 절하하다

in terms of ~의 기준에서, ~의 관점에서
convince 확신시키다

그들은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 이자율을 높임으로써 /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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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내용 일치·불일치

01

④

05

④

02

⑤

06

⑤

본문 40~43쪽

●

03

⑤

04

③

07

⑤

08

③

01

●

④

Indeed, / a panel of 16 outstanding musicians of the day /
concluded / that in every form of musical examination / Blind
Tom showed a capacity / ranking him among the most
wonderful phenomena / in musical history.

phenomenon 비범한 사람, 천재 (pl. phenomena)

⑤

Gerenuks have a small head / compared to the body, / but
their eyes and ears / are proportionally large.

게레누크는 작은 머리를 갖고 있다 / 몸에 비해 / 그러나 눈과 귀는 / 비례해서
크다
▶

Tom Wiggins는 / Blind Tom으로 알려진 / 한 어린이로 구매되었다 / 노예
경매에서 / 1850년 Georgia 주에서 / 그의 어머니와 함께
▶

panel 전문위원회

문장 끊어읽기
▶

Tom Wiggins, / known as Blind Tom, / was purchased as a
child / at a slave auction / in Georgia in 1850 / along with his
mother.

outstanding 뛰어난, 저명한

●

02

문장 끊어읽기
▶

passage (음악의) 악절

The gerenuk’s long, slender legs / are another advantage, /
as they allow it to run away very fast / when a predator
threatens.

게레누크의 길고 가는 다리는 / 또 하나의 이점이다 / 아주 빨리 도망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 포식동물이 위협을 할 때
▶

사실 / 그 당시의 16명의 뛰어난 음악가로 된 전문위원회는 / 결론을 내렸다 /
모든 형태의 음악적 조사에서 / Blind Tom이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 그를 가장
경이로운 천재에 속하게 하는 / 음악사에서

They stand erect / on their rear legs / and stretch their necks, /
which enables them to reach higher branches and twigs /
than other grazers.

그것들은 똑바로 선다 / 뒷다리를 땅에 대고 / 그리고 목을 늘인다 / 그런데 그것
은 그것들이 더 높은 가지와 잔가지에 도달하게 해준다 / 다른 초식동물보다

소재 | 백치이자 음악의 천재인 Tom Wiggins

소재 | 동아프리카산의 목이 긴 영양

해석 |

해석 |

Blind Tom으로 알려진 Tom Wiggins는 1850년 그의 어머니와 함께

게레누크는 몸에 비해 작은 머리를 갖고 있지만 눈과 귀는 비례해서 크다. 뿔

Georgia 주 노예 경매에서 한 어린이로 구매되었다. 그는 다섯 살까지 말을

은 수컷에게만 존재한다. 목 또한 암컷의 목보다 더 근육이 발달했다. 양성의

하지 못했고 거의 걸을 수도 없었으며 음악에 대한 영원한 열망을 제외하고 어

모피는 불그스레한 갈색이다. 꼬리는 짧고 끝이 검은색이다. 게레누크의 길고

떤 다른 지능의 표시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음에

가는 목은 그것을 특징적으로 구별해주는 것이다. 목은 삼림지대의 덤불과 사

도 불구하고 네 살 때 이미 독학으로 피아노 치는 법을 배웠고 11살 때는 백악

막의 키가 큰 관목을 먹기 위해 더 늘려질 수 있다. 게레누크의 길고 가는 다리

관에서 대통령 앞에서 연주하고 있었으며 나중에 유럽으로 성공적인 음악회

는 포식동물이 위협을 할 때 아주 빨리 도망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또 하나

순회공연을 갔다. 그의 어휘는 100단어 미만에 달했지만 어떤 다른 것도 배울

의 이점이다. 게레누크는 좀처럼 풀을 뜯어 먹지 않는다. 그것들은 관목과 아카

수 없었을지라도 그의 음악 연주곡목은 결국 5천 곡 이상을 포함했고 15분까

시아 나무로부터 먹기를 더 좋아한다. 게레누크는 뒷다리를 땅에 대고 똑바로

지의 길이가 되는 낯선 음악의 악절을 완벽히 재생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사실

서서 목을 늘이는데 그것은 게레누크가 다른 초식동물보다 더 높은 가지와 잔

그 당시의 16명의 뛰어난 음악가로 된 전문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음악적 조사

가지에 도달하게 해준다. 게레누크는 즙이 더 많은 잎과 싹을 더 좋아하지만

에서 Blind Tom이 음악사에서 가장 경이로운 천재에 속하게 하는 능력을 보

또한 과일, 꽃 그리고 풀을 먹는다. 게레누크는 그것들이 먹는 식물로부터 물을

여주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충분히 얻어서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 이것은 게레누크가 아주 건조한 지역에

해설 |

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다.

his musical repertoire eventually included over 5,000
pieces에서 연주할 수 있는 곡은 5천 개를 넘지 못했다는 ④가 글

해설 |

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Gerenuks get enough water from the plants they eat;
they don’t need to drink.에서 물을 마시지 않고 먹이로부터 물

구문 |

을 얻는다는 ⑤가 글의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But despite having been blind from birth, he taught
himself to play the piano by the time he was four, ~. :
despite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동명사 having been이 사용되었
다. despite having been blind from birth는 although he
had been blind from birth로 고쳐 쓸 수 있다.

●
●

auction 경매

everlasting 영원한, 변치 않는

repertoire 연주〔노래/공연〕 곡목〔목록〕

They stand erect on their rear legs and stretch their
necks, which enables them to reach higher branches and
twigs than other grazers. : 관계대명사 which의 선행사는 앞
문장 전체이다. 따라서 단수 동사 enables가 사용되었다.
어휘 |

어휘 |
●

구문 |

●
●

apart from 〜을 제외하고

thirst 갈망, 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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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gerenuk 게레누크 (동아프리카산의 목이 긴 영양)
proportionally 비례해서

muscular 근육이 발달한, 근육(질)의

www.ebsi.co.kr
●
●
●
●
●

coat (동물의) 털〔가죽〕, 모피
identifier 식별해 주는 것
bush 관목, 덤불

graze 풀을 뜯어먹다
rear 뒤쪽(의)

●
●
●
●
●

black-tipped 끝이 검은

고 볼 수 있다. 분사구문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인 they이다. 두 번

predator 포식동물

라는 뜻이다.

째 [ ]에서 「with+명사구+과거분사」 구문은 ‘~가 …된 상태에서’

undergrowth 덤불, 관목
erect 똑바로 선

어휘 |

shoot (새로 돋아난) 순〔싹〕

●
●

03

●

⑤

문장 끊어읽기
▶

Many nightjars are best known by, / and named for, their
nocturnal songs; / the Whip-poor-will, / which reaches the
mountain forests of the southwest, / is a good example.

많은 쏙독새들은 (그들의 밤에 내는 노랫소리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 그리고
그 노랫소리를 따서 이름이 붙여졌다 / Whip-poor-will(북아메리카의 쏙독새)
이 / 남서부의 산 숲에까지 미치는 / 좋은 예이다
▶

Nightjars mostly disappear / from our region / in winter, / but
they are not necessarily gone: / these are the only North
American birds / known to hibernate, / and they may sleep /
for days or even weeks / at a time.

쏙독새는 대부분 사라진다 /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 겨울에 / 그러나 반드시 어
디로 가버린 것은 아니다 / 이들은 북아메리카 새들 중 유일한 새이다 / 동면하는
것으로 알려진 / 그리고 잠을 자기도 한다 / 여러 날 동안 혹은 심지어 몇 주 동안 /
한 번에

●
●
●

nightjar 쏙독새

horizontal 가로의, 수평의

●
●

moth 나방

●

naturalist 동식물학자

●

gaping 크게 벌린

●

hibernate 동면하다

camouflage 위장하다
emerge 나타나다
capture 잡다

nocturnal 밤의, 야행성의
flutter (날개를) 퍼덕이다

04

③

문장 끊어읽기
▶

These predicted / the existence of electromagnetic waves /
which could travel / through a vacuum.

이것(이 법칙)은 예견했다 / 전자기파의 존재를 / 지날 수 있는 / 진공 상태를 통
과해서
▶

He used an electrical circuit / to make sparks jump / across a
gap / between two metal rods.

그는 전기 회로를 사용하여 / 전기 불꽃이 뛰어넘게 했다 / 간격을 / 두 개의 금
속 막대 사이의

소재 | 쏙독새

소재 | Heinrich Hertz

해석 |

해석 |

쏙독새는 신비스러운 새이다. 얼룩덜룩한 갈색과 회색으로 위장한 채, 그들은

Heinrich Hertz는 부유하고 교양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열심히 공부

대개 낮 동안에는 숨어서 잠을 자면서 커다란 눈을 감은 채 땅 위에서나 혹은

하여 1878년에 베를린대학교에 들어갔다. 앞서서 1865년에 물리학자 James

가로지른 나뭇가지 위에서 쉰다. 밤에 그들은 나와서 공중에서 자신들의 넓고

Clerk Maxwell이 전자기 법칙에 관한 글(논문)을 썼다. 이것(이 법칙)은 진공

크게 벌린 입으로 흔히 잡는 나방만큼이나 조용하게 날아다닌다. 많은 쏙독새

상태를 통과해서 지날 수 있는 전자기파의 존재를 예견했다. Hertz는 그것(전

들은 그들의 밤에 내는 노랫소리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그 노랫소리를 따서

자기파)을 발견해 보고 싶은 용기를 갖게 되었다. 1888년에 그는 자신의 가장

이름이 붙여졌다. 남서부의 산 숲에까지 미치는 Whip-poor-will(북아메리카

유명한 실험을 실시했다. 그는 전기 회로를 사용하여 전기 불꽃이 두 개의 금

의 쏙독새)이 좋은 예이다. 사막에서 바위로 이루어진 암석이 노출된 넓은 지역

속 막대 사이의 간격을 뛰어넘게 했다. 그는 이것이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

일대에서 여름철 밤, 특히 달이 밝을 때에 쏙독새의 외로운 울음소리는 흔히

있는 비슷한 회로에 전기파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전파를 송출

들을 수 있는 소리이다. 밤에 (연구 활동을 하러) 나가는 동식물학자들은 쏙독

하고 받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 불행하게도, Hertz는 그다지 건강한 사람이

새가 도로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지나가는 곤충

아니었다. 전파가 먼 거리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들을 잡기 위해서 지상에서 날개를 퍼덕이며 뛰어오를 때에 그들이 사냥을 하

Marconi가 보여주기 직전인 36세에 그는 사망했다. 그를 기리기 위해서 주파

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쏙독새는 대부분 겨울에 우리가 사는

수의 단위는 ‘hertz(헤르츠)’로 불린다.

지역에서 사라지지만, 반드시 어디로 가버린 것은 아니다. 이들은 북아메리카

해설 |

새들 중 동면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새인데, 한 번에 여러 날 동안 혹은 심

전기 회로를 사용하여 전기 불꽃이 두 개의 금속 막대 사이의 간격

지어 몇 주 동안 잠을 자기도 한다.

을 뛰어넘게 하는 실험을 했다고 했으므로, ③이 글의 내용과 일치

해설 |

한다.

쏙독새는 대부분 겨울에 사라지지만 다른 곳으로 가버린 것은 아니
며 동면을 하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⑤는 글의 내
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

[Camouflaged in mottled brown and gray], they
generally hide and sleep during the day, resting on the
ground or on horizontal branches [with their big eyes
closed]. : 첫 번째 [ ]는 분사구문이며 앞에 Being이 생략되었다

구문 |

He died at the age of 36 [just before Marconi
demonstrated {that radio waves could be used to send
messages over long distances}]. : [ ]는 ‘~하기 직전에’라는
뜻의 just before가 이끄는 부사절이다. { }는 demonstrat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어휘 |
●

well-educated 교양 있는

●

physicist 물리학자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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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romagnetism 전자기

electromagnetic wave 전자기파
electrical circuit 전기 회로
pulse 파동

radio wave 전파
unit 단위

hertz 헤르츠(주파수의 단위)

●
●
●
●
●
●

existence 존재

사용된 대과거 시제이다.

vacuum 진공 상태

어휘 |

spark 전기 불꽃

●

broadcast 송출하다

●

demonstrate 보여주다

●

frequency 주파수

●
●

in one’s honour ~에게 경의를 표하여

05

●

④

문장 끊어읽기
▶

By the time Pope Julius Ⅱ was elected / in 1503, / the papacy
had moved to the Vatican, / and Julius Ⅱ sought to create a
monumental church / that would be a symbol of the power of
Christianity.

Over the next forty years, / a procession of architects worked
on the new church, / each deviating from the original plans /
and attempting to shape the building / into his own design.

이후 40년 동안 / 일련의 건축가들이 새로운 교회 공사를 맡았는데 / 그들 각자
는 최초 계획에서 벗어나 / 건물을 형상화하려고 시도했다 / 자신만의 설계로
소재 | 성베드로 대성당의 건축 과정

monumental 기념비적인, 불후의
architect 건축가

a procession of 일련의, 이어지는
construction 공사

guidance 지도, 안내

●
●
●
●
●

pope 교황

preeminent 걸출한, 탁월한
demolish 허물다, 철거하다
deviate 벗어나다

previously 이전에

06

⑤

문장 끊어읽기
▶

교황 Julius 2세가 선출되었을 때 / 1503년에 / 교황은 바티칸으로 이사했다 /
그리고 Julius 2세는 기념비적인 교회를 창조하기를 추구했다 / 기독교 권력의
상징이 될
▶

honor 영광, 명예

Known for his philanthropy, / in 1883 / he gave the National
Academy of Design seventeen thousand dollars / to establish
scholarships in its school / and the first regular prize / offered
in its annual exhibitions.

자선활동으로 알려진 / 1883년에 / 그는 국립 디자인 학교에 17,000달러를 기
부했다 / 학교 장학금 제도를 제정하기 위해 / 그리고 최초의 정기적인 상을 / 연
례 전시회에서 수여되는
▶

After Hallgarten’s death, / a group of thirty-six of his friends
commissioned Daniel Huntington / to paint his portrait; / it
was presented / to the National Academy of Design / in 1884.

Hallgarten 의 사망 후 / 그의 친구 36 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Daniel
Huntington에게 의뢰했고 / 그의 초상화를 그려줄 것을 / 그 초상화는 증정되
었다 / 국립 디자인 학교에 / 1884년에

해석 |

소재 | Julius Hallgarten의 생애

성베드로 대성당은 기독교 로마 초기에 가장 중요한 교회는 아니었다. 그 영광

해석 |

은 산 조반니 인 라테라노 대성당의 것이었고, 그곳은 로마에 교황이 자리 잡

유럽에서 태어난 Julius Hallgarten는 열 살 때 뉴욕에 도착했다. 그는 성공

았던 곳이었다. 교황 Julius 2세가 1503년에 선출되었을 때 교황은 바티칸으

한 사업가가 되었고, 1865년에 뉴욕 증권 거래소에 한 자리를 얻게 되었다. 자

로 이사했고, Julius 2세는 기독교 권력의 상징이 될 기념비적인 교회를 창조

선활동으로 알려진 그는 1883년에 국립 디자인 학교에 학교 장학금 제도와 연

하기를 추구했다. 그는 낡은 성베드로 대성당을 허물고 바티칸을 위한 새로운

례 전시회에서 정기적으로 수여되는 최초의 상을 제정하기 위해 17,000달러

교회를 설계하기 위해 로마의 걸출한 건축가였던 Donato Bramante를 고용

를 기부했다. 떠오르는 젊은 미국의 예술가들에 대한 그의 후원을 나타내는 것

했다. 이후 40년 동안 일련의 건축가들이 새로운 교회 공사를 맡았는데, 그들

은 수령자가 35 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조항이다.

각자는 최초 계획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설계로 건물을 형상화하려고 시도했다.

Hallgarten은 1884년 42세의 나이에 스위스의 Davos에서 갑자기 사망했다.

1546년 교황 Paul 3세는 건축사업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Michelangelo

그의 아들인 Albert N. Hallgarten도 나중에 국립 디자인 학교의 중요한 기

Buonarroti를 고용했다. Michelangelo는 이전에 지어졌던 많은 부분을 제

부자가 되었다. Hallgarten의 사망 후 그의 친구 36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거했고 Bramante가 최초로 구상한 많은 것들로 복원했다. 그는 건물이 완공

Daniel Huntington에게 그의 초상화를 그려줄 것을 의뢰했고, 그 초상화는

되기 1세기 전에 죽었다. 하지만 그의 지도가 없었다면 그 교회는 결코 완성되

1884년에 국립 디자인 학교에 증정되었다. 현재 있는 초상화는 Charles

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Courtney Curran이 1941년에 그린 것으로 원본을 베낀 것이다.

해설 |

해설 |

Michelangelo removed much of what had been built
previously ~를 통해서 Michelangelo는 이전의 건축가들이 지
어놓은 성베드로 대성당의 많은 부분을 제거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Julius Hallgarten이 죽은 후 그의 친구들의 의뢰를 받아 Daniel
Huntington이 초상화를 그렸고, 1941년에 Charles Courtney
Curran이 원본을 베껴 그렸다고 했으므로, ⑤는 글의 내용과 일치

④가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하지 않는다.

구문 |

구문 |

Michelangelo [removed much of what had been built
previously] and [returned to many of Bramante’s original
ideas]. : [ ]는 문장의 술어부로 and로 연결되어 있다. had
been built는 과거 시제보다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나타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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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dication of his support for rising younger
American artists] is the stipulation ― still in place ― [that
recipients must be under thirty-five years of age]. : 첫 번
째 [

]가 문장의 주어부에 해당되고 주어의 핵은 단수 명사

www.ebsi.co.kr

indication이므로 주어의 수에 맞춰 is가 사용되었다. 접속사 that
이 이끄는 두 번째 [ ]는 the stipulation의 내용을 담고 있는 동
격절이다.

어휘 |
●
●
●

어휘 |
●
●
●
●
●

establish 제정하다, 확립하다
exhibition 전시회

recipient 수령자, 받는 사람
commission 의뢰하다

present 증정하다, 주다

07

●
●
●
●
●

●

scholarships 장학금 제도

●

indication 표시(하는 것)

●

contributor 기부자
portrait 초상화

execute (예술 작품을) 만들다

insurance 보험

essentially 본질적으로, 본래
prospect 가능성, 전망, 예상
a series of 일련의

●
●
●
●

persecution 박해

feudal 봉건 제도의
censor 검열하다

stroke 뇌졸중, 뇌졸중 발작

③

문장 끊어읽기

⑤

▶

He welcomed the French Revolution of 1789, / both for its
ending / of the religious persecution of the protestant, / and
for its removal / of an essentially feudal economy, / opening
up more prospects for commerce.

In 1799, / he was invited to join the French government, / but
Napoleon rejected some of his views, / and Say’s work was
censored until 1814.

Because finding a source for a good blood meal can be
challenging, / they don’t have a lot of energy left over / for
growing.

적절한 혈액 먹이를 위한 공급자를 찾는 것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 그들은 많은
에너지를 남기지 못하다 / 성장을 위해
▶

그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을 환영했다 / 종식시키기 때문에 / 신교도에 대한 종
교적 박해를 / 그리고 제거하기 때문에 / 본질적으로 봉건 제도 경제를 / 무역을
위해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 주면서
▶

apprentice 견습생〔도제〕으로 삼다

08

문장 끊어읽기
▶

Protestant 신교도의; 신교도

Typically, / a vampire bat makes a small cut, / ranging from
three to five millimetres, / from which a very small amount of
blood will ooze.

대개 / 흡혈 박쥐는 작은 상처를 남긴다 / 3mm에서 5mm에 걸치는 / 그곳으로
부터 적은 양의 혈액이 스며 나오게 된다
소재 | 흡혈 박쥐
해석 |

1799년 / 그는 프랑스 정부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다 / 하지만 Napoleon은
그의 견해 중에 일부를 거부했다 / 그리고 Say의 저작물은 1814년까지 검열

흡혈 박쥐는 혈액만을 먹이로 하는 유일한 포유류이다. 적절한 혈액 먹이를 위

받았다

기지 못한다. 과일을 먹는 그들의 많은 사촌들에 비해, 흡혈 박쥐는 아주 작다.

한 공급자를 찾는 것이 힘들 수 있어서, 그들은 성장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남

소재 | Jean-Baptiste Say의 일생

흡혈 박쥐는 대부분 자고 있는 돼지, 말, 염소, 소와 같은 가축과 그리고 때때로

해석 |

새를 먹이로 한다. 사람이 그들의 주된 먹이 공급원은 아니지만, 가축이 드물어

프랑스 신교도 직물 상인의 아들로 Jean-Baptiste Say는 1767년 프랑스 리

져서 흡혈 박쥐가 사람을 무는 것에 의존하게 된 경우가 있었다. 흡혈 박쥐는

옹에서 태어났다. 18세에 그는 영국으로 건너가, 보험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파

그 희생자를 찾기 위해 소리에 대한 감각과 제한적인 시각을 이용한다. 대개,

리로 돌아오기 전까지 그곳에서 한 상인의 견습공이 되어 2년을 보냈다. 신교

흡혈 박쥐는 3mm에서 5mm에 걸치는 작은 상처만을 남기고, 그곳으로부터

도에 대한 종교적 박해를 종식시키고, 무역을 위해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 주

적은 양의 혈액이 스며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는 먹잇감을 죽이지

면서 본질적으로 봉건 제도 경제를 제거하는 것 때문에 그는 1789년 프랑스

는 않는다.

혁명을 환영했다. 1794년에 Say는 Adam Smith의 사상을 장려하는 정치적
잡지의 편집자가 되었다. 1799년, 그는 프랑스 정부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으
나, Napoleon은 그의 견해 중에 일부를 거부했고, Say의 저작물은 1814년까
지 검열 받았다. 이 시기동안 그는 면화 공장을 설립하여 큰 재산을 벌었다. 노
년에 그는 파리에서 경제학 강의를 했다. 그는 66세의 나이로 1832년 일련의
뇌졸중 발작 후에 사망했다.
해설 |

프랑스로 돌아와서 보험회사에서 일했으며, 프랑스 혁명을 환영했
다. 또한 Adam Smith의 사상을 장려했으며 나폴레옹은 그의 사
상의 일부를 거부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⑤이다.
구문 |

At the age of 18 he moved to England, [where he spent
two years apprenticed to a merchant before returning to
Paris to work at an insurance company]. : [ ]는 England
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이는 관계부사절로 and there he
spent ~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해설 |

흡혈 박쥐의 주된 먹이 공급원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③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

[While humans are definitely not their primary food
source], there have been instances {where livestock has
become so scarce that vampire bats have resorted to
biting humans}.: [ ]는 ‘~이지만’의 의미인 부사절이며, { }
는 instanc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so ~ that ...」은 ‘너무
~해서 결과적으로 …하다’의 뜻이다.
어휘 |
●
●
●
●
●

mammal 포유류

livestock 가축류

scarce 드문, 희귀한

●
●
●

challenging 힘든

primary 주된, 주요한

resort to 〜에 의존〔의지〕하다

range from ~ to ... ~에서 …의 범위에 걸쳐 있다
ooze 스며 나오다

정답과 해설

355

미래편

한’의 뜻을 갖는 when it comes to의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11 글의 주제
01

①

02

②

03

①

04

①

05

③

06

⑤

07

①

08

②

01

①

Likewise, / cultural peculiarities can dictate / what’s found to
be humorous or not.

마찬가지로 / 문화적 특성이 결정할 수 있다 / 유머러스하다고 여겨지는 것과 아
닌 것을
▶

●
●
●
●
●
●

peculiarity 특색, 특성

dictate 결정하다, 좌우하다, 명령하다
transit system 대중교통 체계
frontier 변경, 국경

●
●

lost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anecdote 일화

dumb 멍청한, 바보 같은

vice versa 역도 마찬가지이다

British transit system jokes / are funny to people / living in
London / while the rest of the world / doesn’t get the humor.

영국의 대중교통 체계 농담이 / 사람들에게 재미있다 / 런던에 사는 / 반면에 세
계의 나머지 사람들은 / 그 유머를 이해하지 못한다
▶

• What the elderly find humorous might seem “dumb”
to a youth. : the elderly는 ‘나이든 사람들’이라는 복수의 의미
이므로 복수 동사 find가 사용되었다.
어휘 |

문장 끊어읽기
▶

동명사 understanding이 쓰였다.

본문 44~47쪽

Humor is one of the last frontiers / to cross / when it comes to
understanding a different culture.

유머는 마지막 국경 중 하나이다 / 건너야 할 /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 관한
한

02
문장 끊어읽기
▶

소재 | 유머의 주관적 성질
해석 |

없는 말이 아이에게 아주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아마도 어른에게는 ‘아함’ 범주
에 더 속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문화적 특성이 유머러스하다고 여겨지는 것과
아닌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영국의 대중교통 체계 농담이 런던에 사는 사람들
에게 재미있는 반면 세계의 나머지 사람들은 그 유머를 이해하지 못한다. 서부

The question / of whether animals have a right to life, / and if
so / who would have the obligation / to protect that right, / is
highly controversial.

문제는 / 동물이 생존권을 가졌느냐 아니냐의 / 그리고 그렇다면 / 그 의무를 누
가 가질 것이냐의 / 그 권리를 보호할 / 아주 논란이 많다

질문: “신발 하나가 다른 신발에게 뭐라고 말했나?” 대답: “아무 말도 하지 않
았다. 혀가 묶여 있으면 또한 말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어리석은 작은 터무니

②

▶

The main reason / it is wrong to kick a dog / is simply that it
causes the dog pain, / not that it desensitizes the kicker.

주요한 이유는 / 개를 발로 차는 것은 옳지 않은 / 단지 그것이 개에게 고통을 야
기하기 때문이다 / 그것이 발로 차는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소재 |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
해석 |

변경에 대한 미국의 유머러스한 일화는 런던에서는 진지한 표정의 반응을 얻

인간의 연구를 위한 표준적인 정당화가 실험 동물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을지도 모른다. 유머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 관한 한 건너야 할 마지막

것은 분명하다. 동물들은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연구 참여자가

국경 중 하나이다. 나이, 성 그리고 문화 또한 어떤 상황을 유머러스하다고 생

되는 부담을 자발적으로 떠맡을 수 없다. 일부 사람들은 연구에서 동물을 사용

각하는 능력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남자들에게 유머러스한 것이 여자

하는 것이 그러한 연구가 동물의 살 권리를 침해하거나 동물에게 고통을 야기

들에게는 유머러스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이 든 사람들이 유머러스하다고

하기 때문에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동물이 생존권을 가졌느냐 그

생각하는 것이 젊은이에게는 ‘멍청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흑인 미국인들에게

리고 그렇다면 그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누가 가질 것이냐의 문제는 아주 논란

재미있는 것이 백인 미국인들에게는 뭐가 뭔지 알 수 없을지도 모르고 그 역도

이 많다. 그러나 동물이 고통을 당할 수 있고 그들의 안녕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마찬가지이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며, 도덕적 관점에서 동물의 고통이 전

해설 |

혀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개를 발로 차는 것이

어떤 것이 유머러스하냐 아니냐가 나이에 따라 다르고, 성에 따라

옳지 않은 주요한 이유는 그것이 발로 차는 사람을 둔감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

다르고, 문화에 따라 다르고, 나라에 따라 다르다는 것에 대해 기술

니라 단지 그것이 개에게 고통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동물 연구가 고통을 야기

하고 있으므로, ① ‘유머의 주관적인 성질’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

하는 한 이 고통을 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당화시켜야 한다.

하다.

해설 |

② 감정적 현상으로서의 유머

동물 실험이 동물에게 고통을 야기하기 때문에 동물 실험이 정당화

③ 유머 인식에서의 성별 차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므로, ② ‘동물 실험에서의 윤리

④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수단으로서의 유머

적 문제’가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하다.

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의 유머의 가치

① 동물 실험의 필요성

구문 |

③ 실험실 동물의 학대

• Humor is one of the last frontiers to cross when it
comes to understanding a different culture. : ‘〜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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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실험실 동물의 사용을 위한 지침
⑤ 인간을 위한 동물 연구의 가치

www.ebsi.co.kr
구문 |

• ~ they cannot voluntarily take upon themselves [the
burden of {being a research participant}]. : [ ]는 take의
목적어이다. { }는 the burden과 동격 관계이다.
• [The question of {whether animals have a right to life},
and if so {who would have the obligation to protect
that right}], is highly controversial. : [ ]가 이 문장의 주어
이다. 두 개의 { }는 The question과 동격 관계이다.
어휘 |
●
●
●
●
●

justification 정당화

voluntarily 자발적으로

controversial 논란이 많은
standpoint 관점

to the degree that 〜하는 한

●
●
●
●

consent 동의하다
obligation 의무

② 사전을 이용한 어휘력 형성
③ 흔히 쓰이는 영어 다의어
④ 작문 시 적절한 어휘 선택의 중요성
⑤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문맥상의 단서를 이용하기
구문 |

[While dictionary definitions may seem to be the most
accurate source for word meanings], [as Stahl and Nagy
have warned], [there can be problems with dictionary
definitions]. : 첫 번째 [ ]와 두 번째 [ ]는 부사절이고, 세 번째
[ ]가 주절이다. 첫 번째 [ ]에서 While은 ‘~이지만’이라는 뜻이다.
어휘 |

moral 도덕적인

desensitize 둔감하게 만들다

●
●
●
●

03

①

문장 끊어읽기
▶

▶

‘posture’의 의미를 선택하는 학생은 / 몸의 자세를 의미하는 / 문장을 반드시
이해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 posture가 사용된 / 어떤 것에 대한 태도를 의미

▶

And third, / the language of dictionaries / is often opaque and
circular / (e.g., / convergence: “the act, condition, or quality of
converging”).

convergence 수렴, 한 점으로 집중함

●

context 문맥, 맥락

circular 순환의, 순환 논리의

converge 수렴하다, 집중되다

①

문장 끊어읽기

First, / the meaning of a word / depends upon the context / in
which it is used / (e.g., / a student who chooses the meaning
for posture / that refers to the position of the body / may not
necessarily understand a sentence / in which posture is used /
to mean an attitude toward something).

하기 위해서

posture 자세, 태도

●

04

What one culture considers essential / to intelligence, / such
as speed of functioning, / might be considered inessential / in
a second culture, / or even stupid in a third.

한 문화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 지능에 / 기능을 하는 속도와 같
이 / 꼭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 두 번째 문화에서는 / 혹은
심지어 세 번째 문화에서는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첫째로 / 단어의 의미는 / 문맥에 의존한다 / 그것이 사용된 / 예를 들어 /

▶

definition 정의, 의미

On this view, / any attempt to understand intelligence / as
occurring solely inside the head / will miss the differences / in
conceptions of intelligence / across cultures.

이러한 견해에서 보면 / 지능을 이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 오직 머릿속에서 존
재하는 것으로만 / 차이점을 놓치게 될 것이다 / 지능에 대한 생각의 / 문화들 사
이에 존재하는

그리고 셋째로 / 사전에서 사용되는 말들은 / 흔히 불분명하고 순환적이다 / 예를

소재 |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지능의 개념

들어 / ‘수렴(convergence)’: ‘수렴하는(converging) 행동, 상황, 혹은 속성’

해석 |

소재 | 사전에 제시된 정의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

일부 심리학자들은 문화가 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화별 개념을 만들어낸다

해석 |

는 것을 암시해왔다. 이런 견해에서 보면 지능의 성격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우리는 아주 자주 (어휘의) 정의를 통해서 새로운 어휘를 가르치고 배운다. 교

있다. 기능을 하는 속도와 같이, 한 문화에서 지능에 꼭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

사들과 학생들은 단어의 의미에 대한 자료로서 사전의 정의를 참고한다. 사전

는 것이 두 번째 문화에서는 꼭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혹

의 정의가 가장 정확한 단어 의미의 자료인 것 같기는 하지만, Stahl과 Nagy

은 심지어 세 번째 문화에서는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우리는 비

가 경고했듯이 사전의 정의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첫째로, 단어의 의미는

교 문화적 연구로부터 다른 사회는 지능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것이 사용된 문맥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몸의 자세를 의미하는 ‘posture’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시험에서의 성적이 그들의 생각에 의해 영향을

의 의미를 선택하는 학생은 posture가 어떤 것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기 위해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 처리 속도를 강조하지 않는 문화의 구성원들은 자신들

사용된 문장을 반드시 이해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둘째로, 정의는 우리에게

이 왜 지능 검사에서 빠르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

어떤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셋째로, 사전

이다. 이러한 견해에서 보면, 지능을 오직 머릿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만 이해

에서 사용되는 말들은 흔히 불분명하고 순환적이다. (예를 들어, ‘수렴

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문화들 사이에 존재하는 지능에 대한 생각의 차이점을

(convergence)’: ‘수렴하는(converging) 행동, 상황, 혹은 속성’)

놓치게 될 것이다.

해설 |

해설 |

어휘 학습을 위해서 사전에 제시된 정의를 많이 이용하지만 사전에

문화에 따라서 지능에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다르다는 내용

제시된 정의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주

의 글이므로, ① ‘문화적 구성으로서의 지능’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

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전에 제시된 정의의 문제점’이다.

절하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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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간의 지능을 측정하는 방법들

않도록 기록하여 변화하는 삶의 기록으로 남겨두라는 내용의 글이

③ 다중 지능 이론에 관한 비판

므로, ③ ‘여러분의 스케치북이 개인의 일지가 될 수 있는 법’이 글

④ 인간 두뇌의 서로 연결된 부분들

의 주제로 가장 적절하다.

⑤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문화적 차이

① 디지털 스케치북을 휴대하는 것의 장점

구문 |

② 예술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For example, [members of a culture {that does not
emphasize speed of processing}] will have trouble
understanding [why they should think quickly on an
intelligence test]. : 주어인 첫 번째 [ ]에서 { }는 a culture를
수식한다. 「have trouble -ing」는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이다. 두 번째 [ ]는 understanding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
사절이다.
어휘 |
●
●
●
●
●

notion 개념

inessential 꼭 필요하지는 않은
conception 생각, 이해

●
●
●

function 기능을 하다

④ 스케치북을 정리되게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⑤ 스케치북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하는 것
구문 |

You might choose to record [what you ate in a given
day] as Leonardo da Vinci did in his sketchbooks. : [ ]는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로 record의 목적어 역할을 하
고 있다. 접속사 as는 ‘~처럼’의 의미이며, did는 앞에 나온 내용을
담은 대동사로 recorded what he ate in a given day를 대신
했다.

cross-cultural 비교 문화적인
process 처리하다

어휘 |
●

have trouble -ing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

interconnected 서로 연결된

●
●

05

●

③

●

impression 인상, 감명

●

observation 관찰

take flight 날아가 버리다, 달아나다

●

momentary 순간적인

insight 통찰력

end up -ing 결국 ~하다

emerge 나타나다, 생겨나다

●

chronicle 연대기

identify oneself 정체를 드러내다, 신분을 밝히다

문장 끊어읽기
▶

You might choose to record / what you ate in a given day / as
Leonardo da Vinci did / in his sketchbooks.

여러분은 기록하기로 할 수도 있다 / 어느 특정한 날에 먹었던 것을 /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기록했던 것처럼 / 자신의 스케치북에
▶

Rather, / its purpose is to develop a chronicle of the inner life /
of your change journey / where new patterns may emerge or
identify themselves.

06
문장 끊어읽기
▶

해석 |

여러분의 스케치북을 절친한 친구, 즉 충실한 벗으로 생각하라. 가는 곳마다 그
것을 가지고 다녀라. 여러분의 생각과 인상을 그곳에 기록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라. 마음껏 낙서와 표시를 남겨놓아라. 스케치북을 사용하기 위해 ‘진짜 예술

Animals with territories / that take days or weeks to patrol /
need to advertise with something long-lasting, / something
that will keep on broadcasting / even when they are gone.

영역을 지닌 동물들은 / 돌아다니는 데 여러 날 또는 여러 주가 걸리는 / 오랫동
안 지속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알릴 필요가 있다 / 즉 계속 퍼뜨릴 어떤 것 / 그것
들이 사라졌을 때조차

그보다는 / 그것의 목적은 내적인 삶의 연대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 여러분의
변화의 여정에 관한 / 새로운 패턴이 나타나거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소재 | 인생을 담는 스케치북

⑤

▶

You’ll see the most dramatic visual signals / exchanged
between animals of the open plains, / since, / in their native
habitat, / they have the luxury of unobstructed views.

가장 극적인 시각적 신호를 여러분은 볼 것이다 / 탁 트인 평원의 동물들 사이에
교환되는 / ~하기 때문에 / 자신의 자연 서식지에서 / 그들은 방해받지 않는 시
야라는 드문 호사를 갖고 있다

가’가 될 필요는 없다. 여러분이 기록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또는 예쁘게 보

소재 | 동물들의 고유한 의사전달 신호

이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신의 스케치

해석 |

북에 기록했던 것처럼 어느 특정한 날에 먹었던 것을 기록하기로 할 수도 있

돌아다니는 데 여러 날 또는 여러 주가 걸리는 영역을 지닌 동물들은 오랫동안

다. 혹은 관찰, 사고, 통찰력, 감정을 기록하라. 아이디어는 금방 뜻밖에 나오며

지속되는 어떤 것 즉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조차 계속 퍼뜨릴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은 종종 우리가 애써 기억하려고 하는 순간에 날아가 버린다. 스케치북을

알릴 필요가 있다. 냄새는 오래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물들은 흔히 자신

사용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순간적인 통찰력을 포착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들의 영역을 다른 동물들이 지나가며 읽어낼 수 있는 냄새 표시로 발라놓는다.

나중에 지나치는 생각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지만 또한 깊은 통찰력의 씨앗이

낮에 활동하는 동물들이 의사소통하기 위해 시각적 수단을 이용할 가능성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스케치북의 목적은 역사의 기록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

더 높은 반면에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동물들은 냄새뿐만 아니라 소리에도 의

니다. 그보다는 그것의 목적은 새로운 패턴이 나타나거나 정체를 드러낼 수 있

존한다. 자신의 자연 서식지에서 방해받지 않는 시야라는 드문 호사를 갖고 있

는 여러분의 변화의 여정에 관한 내적인 삶의 연대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기 때문에 탁 트인 평원의 동물들 사이에 교환되는 가장 극적인 시각적 신호를

해설 |

여러분은 볼 것이다. 하지만 울창한 숲에 사는 새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수신

스케치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의 경험, 통찰력, 감정 등을 잊지

자를 볼 수가 없기에 그 대신 풍부한 레퍼토리의 노래들을 완성했다. 저주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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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들이 선호되는데, 이는 고주파가 나무 기둥과 같은 사물을 때리고 다시 튀

호텔방에서 아침을 먹고 있다. 그녀는 크루아상을 집어 들지만 그리고는 팬케

어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크를 베어 문다. ‘대부’에서는 소니의 차가 요금 징수소에서 총알로 구멍투성

해설 |

이가 되지만, 몇 초 뒤에 자동차 앞 유리가 기적적으로 수리되어 있다. 이러한

동물들은 서식지의 규모, 주요 활동 시간, 서식지가 탁 트인 정도 등

실수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 연속성의 오류라고 알려진, 이러한 부주의한 변화

에 따라 각기 자신들에게 적합한 의사전달 신호를 갖추고 있음을 설

는 부분적으로는 영화가 제작되는 방식 때문에 흔하다. 순서대로 실시간으로

명한 글이므로, ⑤ ‘각 동물의 생활방식과 서식지에 맞춘 의사소통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가 촬영되는 일은 거의 없다. 배우의 스케줄, 촬영을 위한

신호’가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하다.

물리적 장소의 이용 가능성, 다른 시간에 직원을 고용하는 비용, 기상 조건, 그
리고 다른 많은 요인들에 따라 정해진 순서로 영화가 촬영되며, 조각조각으로

① 동물들의 영토를 확장하는 다양한 전략

완성된다. 각 장면은 많은 다른 각도에서 촬영되고, 마지막 영화는 편집실에서

② 동물들의 의사소통을 연구하는 것의 어려움

서로 합쳐 순서대로 이어진다.

③ 낮에 활동하는 동물들과 밤에 활동하는 동물들의 차이

해설 |

④ 동물들과 의사소통을 더 잘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방법

영화의 이어지는 장면에서 부주의한 실수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구문 |

[Animals with territories {that take days or weeks to
patrol}] need to advertise with something long-lasting,
[something that will keep on broadcasting even when
they are gone]. : 첫 번째 [ ]는 문장의 주어를 형성하는 부분이
고, 주어의 핵은 Animals이다. { }는 관계대명사 that이 이끄는
관계절로 선행사는 territories이다. 두 번째 [ ]는 내용상 앞의
something long-lasting과 동격 관계를 이루며, something
long-lasting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담고 있다.
어휘 |
●
●
●
●
●
●
●
●

territory 영역, 영토

●

advertise 알리다

●

scent 냄새

●

odor 냄새, 악취
habitat 서식지

unobstructed 방해받지 않는

frequency 주파수
trunk 기둥, 몸통

●

●
●
●

patrol 돌아다니다, 순찰하다

broadcast 퍼뜨리다, 흩뿌리다

linger 오래 남다, 오래 머무르다
plain 평원

내용이므로, 글의 주제로는 ① ‘영화에서 연속성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가 가장 적절하다.
② 영화를 제작하는 복잡한 과정
③ 영화에서 등장인물을 바꿀 필요성
④ 상황에 맞게 연기하는 배우의 능력
⑤ 오류를 통한 영화 산업의 발전
구문 |

They are completed piecemeal, with scenes filmed in an
order determined [by {the actors’ schedules}, {the
availability of physical locations for filming}, {the cost
of hiring the crew at different times}, {the weather
conditions}, and {many other factors}]. : by는 ‘~에 의해서’
라는 의미이며 다섯 개의 { }가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다.

luxury 호사, 사치

repertoire 레퍼토리, 연주 곡목
bounce back 되튀다

어휘 |
●
●
●
●

07

①

●
●

croissant 크루아상(초승달 모양의 롤빵)

riddle (주로 수동태로) 구멍을 숭숭 뚫다, 벌집같이 만들다
tollbooth 요금 징수소
continuity 연속성

piecemeal 조각조각으로, 하나씩
angle 각도

●
●
●

windshield (자동차의) 앞 유리

in sequence 순서대로, 차례차례

availability 이용 가능성

문장 끊어읽기
▶

They are completed piecemeal, / with scenes filmed in an
order / determined by the actors’ schedules, / the availability
of physical locations for filming, / the cost of hiring the crew at
different times, / the weather conditions, / and many other
factors.

그것들은 조각조각으로 완성된다 / 순서로 영화가 촬영되며 / 배우의 스케줄에
의해 결정된 / 촬영을 위한 물리적 장소의 이용 가능성 / 다른 시간에 직원을 고
용하는 비용 / 기상 조건 / 그리고 다른 많은 요인들
▶

08
문장 끊어읽기
▶

Each scene is filmed / from many different angles, / and the
final movie is spliced together / and put in order / in the
editing room.

각 장면은 촬영된다 / 많은 다른 각도에서 / 그리고 마지막 영화는 서로 합쳐 이
어진다 / 그리고 순서대로 놓인다 / 편집실에서
소재 | 영화에서의 연속성의 오류
해석 |

영화 ‘귀여운 여인’의 유명한 장면에서, 줄리아 로버츠가 리처드 기어와 그의

②

Sometimes / life forces a change on us / for which we may
feel unprepared, / but most of the time / we have the
opportunity / to think through a change; / to make a decision.

때때로 / 인생은 우리에게 변화를 강요한다 /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
도 있는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 우리는 기회를 갖고 있다 / 변화를 통해 생각
하고 / 결정을 내릴
▶

Assign numerical value, / say one to five, / to each item, / so
the unimportant items don’t outweigh / what is truly important.

수치를 부여하라 / 이를 테면 1에서 5까지 / 각 항목에 /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 더 비중 있게 여겨지지 않도록 / 정말로 중요한 것보다
소재 | 프랭클린 찬반 목록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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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

변화는 항상 쉽지는 않지만, 변화가 없는 삶은 또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 때때
로 인생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변화를 강요하지만, 대부

12 글의 순서

분의 경우 우리는 변화를 통해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기회를 갖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벤자민 프랭클린 목록 즉 찬반 목록을 작성한다. 한 장의 종
이 위에, 꼭대기에 잠재적 변화, 즉 행해져야 할 결정을 써라. 그 아래 두 개의
칸을 만들어라. 하나에 ‘찬성’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변화를 지지하여 결정하는
긍정적인 이유를 작성하고, 다른 하나에 ‘반대’라고 쓰고, 변화에 반대하는 이
유를 작성하라.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 정말로 중요한 것보다 더 비중 있게 여
겨지지 않도록, 이를 테면 1에서 5까지 수치를 각 항목에 부여하라. 여러분이

01

②

02

②

03

⑤

04

⑤

05

②

06

⑤

07

②

08

⑤

01

②

문장 끊어읽기
▶

쓴 것을 심사숙고하라. 목록에 덧붙일 더 많은 찬성과 더 많은 반대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잠시 숙고한 뒤 어쩌면 잠시 그 목록을 치워 놓은 뒤 그

본문 48~51쪽

Every animal is surrounded / by objects / that it needs to
know about.

모든 동물은 둘러싸여 있다 / 물체에 의해 / 그것이 알 필요가 있는
▶

칸을 합산해 보라.

When a computer stores / a representation of a triangle, / for
example, / it stores it / as a series of 0s and 1s.

컴퓨터가 저장할 때 / 삼각형의 묘사를 / 예를 들어 / 그것은 그것을 저장한다 /

해설 |

찬반 목록을 작성하여 변화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하라는 내용이므
로, 글의 주제로는 ② ‘변화를 위한 현명한 결정 방법’이 가장 적절
하다.

일련의 0과 1로서
▶

Your brain codes the information / in terms of / which neurons
respond, / their amount of response, / and the timing of their
responses.

뇌는 그 정보를 부호화한다 / 관점에서 / 어느 신경 세포가 반응하느냐 / 그 신경
세포의 반응량 / 그리고 그 신경 세포의 반응 시기

① 벤자민 플랭클린 방식의 기원
③ 오류 수정을 통한 변화의 필요성

소재 | 뇌가 정보를 이해하는 방법

④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여러분이 얻는 것

해석 |

⑤ 찬반 목록을 이용한 공부 계획의 효율성

모든 동물은 그것이 알 필요가 있는 물체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한 물체가 뇌
로 정보를 전달하는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반사할 때 그

구문 |

Sometimes life forces a change on us [for which we
may feel unprepared], but most of the time we have the
opportunity to think through a change; to make a
decision.: [ ]는 a chang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며, most of
the time은 ‘대부분의 경우’라고 해석된다.

물체를 인식한다. 뇌가 어떻게 그 정보를 이해하는가? (B) 17세기의 철학자

어휘 |

조사하면 그것은 삼각형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다. (C) 마찬가지로 뇌는 바뀐

●
●
●
●
●
●
●

drawback 결점, 약점

potential 잠재적인

●
●

label 명칭을 붙이다

what they call 이른바, 소위

column 칸, 열

고 믿었다. 그에 따르면, 눈에서 나오는 신경은 제대로 된 쪽이 위로 오게 하나
의 그림처럼 배열된 한 패턴의 자극을 투사할 것이다. 사실 그는 틀렸다. (A) 뇌
는 보는 것을 닮지 않는 방식으로 정보를 부호화한다. 예를 들어 삼각형의 묘
사를 저장할 때 컴퓨터는 그것을 일련의 0과 1로서 저장한다. 0과 1의 연속을
활동의 관점에서 삼각형의 묘사를 많은 신경 세포에 저장하고 그 신경 세포를
조사하면 삼각형과 닮은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뇌는 어떤 신경 세포가 반응
하는지와 그것의 반응량 및 반응 시기의 측면에서 그 정보를 부호화한다.

in favor of ~을 지지하여, ~을 찬성하여
numerical value 수치

해설 |

outweigh ~보다 중요하다, ~보다 가치가 있다
ponder 심사숙고하다

René Descartes는 뇌가 자극물에 대해 묘사하는 것은 그 자극물과 닮았다

●

add up 합산하다

주어진 글의 How does your brain make sense of that

information?에 대한 답을 설명하는 첫 부분인 (B)가 주어진 글
다음에 오고, René Descartes의 설명이 틀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A)가 온 다음, (A)에서 설명한 컴퓨터가 0과 1로서 정보를
저장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뇌가 정보를 저장하는 것에 대해 설
명하고 있는 (C)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

• You perceive an object when it emits or reflects energy
[that stimulates receptors {that transmit information to
your brain}]. : [ ]은 energy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 }는
receptor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Your brain codes the information in terms of [which
neurons respond], [their amount of response],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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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ing of their responses]. : which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neurons를 수식하는 의문형용사이다. 세 개의 [ ]가 병렬 구조
로 연결되어 in terms of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어휘 |
●
●
●
●
●
●

emit 방출하다

make sense of 이해하다

representation 표현, 묘사
nerve 신경

in terms of 〜의 관점에서
neuron 뉴런, 신경 세포

●
●
●
●
●
●

transmit 전달하다, 전하다
encode 해독하다

sequence 연속, 계속
impulse 충격, 자극

alter 바꾸다, 변경하다

code 부호로 처리하다, 암호화하다

scientific comeback for the next time a woman
screamed at you, “Why are you ignoring me?”] : it은 형
식상의 주어이고 [ ]는 내용상의 주어이다.

• This may suggest that, at least for men, the female
voice is more complex and more difficult to hear and
understand. : suggest가 ‘제안하다’의 뜻이 아니라 ‘보여주다’의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어지는 that절의 동사로 ‘(should) be’를
쓰지 않고 is를 썼다.
어휘 |
●

02

●

②

●

comeback 재빠른 응답

●

fMRI 자기 공명 영상

●

distinct 별개의, 뚜렷한, 분명한

●

anatomical 해부학적인
passage (책의) 구절

exclusively 오로지, 오직 〜뿐

문장 끊어읽기
▶

How sweet would it be / if there existed the perfect scientific
comeback / for the next time / a woman screamed at you, /
“Why are you ignoring me?”

그것이 얼마나 좋을까 / 완벽한 과학적인 재빠른 응답이 존재한다면 / 다음번에 /
한 여자가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는 / 왜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

They found / that in men, / women’s voices stimulate an area
of the brain / used for processing complex sounds, / like
music.

그들은 발견했다 / 남자들에게서 / 여자 목소리가 뇌의 영역을 자극한다는 것을 /
복잡한 소리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 음악처럼
소재 | 남자가 여자의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
해석 |

다음번에 한 여성이 당신에게 “왜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라고 소리칠 때
완벽하고 과학적인 재치있는 대꾸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 우
리의 해부학적인 답이 있다. (B) Sheffield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남자의 목소
리와 여자의 목소리가 남자의 뇌에서 뚜렷이 구별되는 부분을 활성화시킨다고
보고했다. 그 과학자들은 12명의 남자들이 남자의 목소리와 여자의 목소리를
들을 때 뇌의 활동을 추적 관찰했다. (A) 남자들에게서 여자 목소리는 음악처럼

03

⑤

문장 끊어읽기
▶

Ananse the spider / was far and wide considered / to be the
wisest of all animals, / and many animals came to him / with
their problems and questions.

거미 Ananse는 / 널리 여겨졌다 /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현명한 동물로 / 그
래서 많은 동물들이 그에게 왔다 / 자신들의 문제점과 질문을 갖고
▶

After a while, / Ananse grew tired / of answering so many
questions / and decided / he would have to do something / to
regain his peace and quiet.

얼마 후에 / Ananse는 싫증을 느꼈다 / 그렇게도 많은 질문에 대해 답을 해주
는 것에 / 그래서 결심했다 /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고 / 자신의 평화와 평온
을 되찾기 위해서
소재 | 지혜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사연을 설명하는 우화
해석 |

거미 Ananse는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현명한 동물로 널리 여겨져, 많은 동
물들이 자신들의 문제점과 질문을 갖고 그에게 왔다. (C) 얼마 후에 Ananse는

복잡한 소리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뇌의 영역을 자극한다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도 많은 질문에 대해 답을 해주는 것에 싫증을 느끼고 자신의 평화와 평

발견했다. 반면에 남자의 목소리는 심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되는 영역을

온을 되찾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

활성화시킨다. 이것은 적어도 남자들에게 여자의 목소리가 더 복잡하고 듣고

의 모든 지혜를 거대한 단지에 넣었다. 그는 그 단지를 자신의 배에 묶었다. 그

이해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줄지도 모른다. (C) 그러나 더 있다. 그 이전

는 모든 동물들이 그곳에 가서 자신들의 질문에 대한 자기 자신들의 해답을 얻

의 한 연구는 또한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르게 듣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20명의 남자와 20명의 여자에게 소설의 한 구절을 듣게

을 수 있는 키가 큰 나무의 가지로 그 단지를 가져갈 계획이었다. (B) 하지만
그가 나무를 오를 때에 단지가 계속해서 그의 발에 걸려서 속도가 늦어지게 했

했다. 듣는 동안에 그들은 뇌의 자기 공명 영상을 검사 받았다. 대다수의 남자

다. Ananse의 여러 아들 중 하나인 Ntikume이 이것을 보고 Ananse에게 그

들은 뇌의 좌측만의 활동을 보여주었지만 대다수의 여자들은 뇌의 양쪽에 있

단지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방해가 되지 않는 등에 묶으라고 제안했다.

는 측두엽의 활동을 보여주었다.

(A) 이 말을 들었을 때 Ananse는 몹시 화를 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해설 |

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어진 글의 our anatomical answer의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
는 (B)가 주어진 글 다음에 오고, (A)의 They는 (B)의 The

scientists를 가리키므로 (B) 다음에는 (A)가 와야 한다. (C)는

(B)와 (A)의 설명에 대한 추가 설명이므로 마지막에 오는 것이 가
장 적절하다.
구문 |

• How sweet would it be [if there existed the perfect

Ananse는 단지를 잡아서 그것을 땅으로 던졌고, 그것은 땅에서 천 개의 조각
으로 산산이 부서졌다. 그때 이후로 지혜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여러 사람이
찾아내야 하게 되었다.
해설 |

지혜로운 거미 Ananse를 소개한 주어진 문장 다음에, Ananse가
지혜의 단지를 배에 묶어 키가 큰 나뭇가지로 가져가려 했다는 (C)

가 오고, 그것을 보고 그의 아들 Ntikume이 조언을 해주었다는 내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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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B)가 온 다음에, Ananse는 아들의 조언을 듣고 화가 나서

음에, 앞쪽에서 공연을 구경하고 있는 Joe를 발견했다는 (A)가 마

단지를 땅으로 던졌는데 그로 인해서 지혜가 온 세계에 흩어지게 되

지막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었다는 내용의 (A)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

구문 |

But as he was climbing the tree, the pot [kept getting in
the way of his legs] and [slowed him down]. : 두 개의 [ ]
가 둘 다 주어인 the pot에 이어진다. 「keep+-ing」는 ‘계속 ~하다’
라는 뜻이다.

●
●
●
●
●

spider 거미

furious 몹시 화가 난
fling 던지다

●
●
●
●

scatter 흩어지게 하다

be in one’s way 방해가 되다, 길을 막다
strap 끈으로 묶다

로 쓰인 분사구이다.
어휘 |

어휘 |
●

When I got to the arch [that was close to the hill], I saw
a lot of people [watching a snake charmer]. : 첫 번째 [ ]는
the arch를 수식하며 두 번째 [ ]는 지각동사(saw)의 목적격보어

●

far and wide 널리

●

tolerate 참다, 견디다

●

tap (가볍게) 톡톡 두드리다, 치다
rug 양탄자, 깔개

snake charmer 뱀 부리는 사람

●
●

jump 화들짝 놀라다
arch 아치

shatter 산산이 부서지다

05

belly 배

②

문장 끊어읽기

04

▶

⑤

문장 끊어읽기
▶

After a while, / we got worried / and I said to Betty, / “I will go
to the school; / maybe they are keeping the children / later
today.”

얼마 후에 / 우리는 걱정을 하게 되었다 / 그래서 나는 Betty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내가 학교로 갈게 / 아마 학교에서 아이들을 잡아두는가 보네 / 오늘은
더 늦게
▶

He was sitting / on the ground / on a small rug / and playing
music / on something that looked like a flute.

그는 앉아 있었다 / 땅 위에 / 작은 양탄자를 깔고 그 위에 / 그리고 음악을 연주
하고 있었다 / 플루트처럼 생긴 것으로
소재 |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는 Joe 마중 나가기
해석 |

For example, / imagine / you are walking along the street /
and see an acquaintance / whom you have not met for a long
time.

예를 들어 / 상상해 보라 / 여러분이 길을 따라 걷다가 / 아는 사람을 본다고 / 오
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

A more positive interpretation of events / maintains and
nourishes an optimistic mindset, / whereas a negative
interpretation can spiral / into a pessimistic mindset.

사건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해석은 / 낙관적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키운다 / 부정
적 해석이 소용돌이치며 들어갈 수 있는 반면 / 비관적 사고방식 속으로
소재 | 인지적 편견
해석 |

우리의 인지적 편견은 인지 심리학의 전통적 방식에 의해 가장 잘 접근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길을 따라 걷다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는 사람을
본다고 상상해 보라. (B) 그에게 인사할 준비를 하는 동안 그는 여러분을 전혀

Joe가 등교한 첫날에, 우리는 그가 집에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렸다. 얼마

아는 척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간다. 여러분은 그가 무례하고, 여러분을 좋아하

후에 우리는 걱정을 하게 되었으며 나는 Betty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지 않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고, 사실상 고의적으로 여러분을 무시했다고 생각

학교로 갈게. 아마 오늘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더 늦게까지 잡아두는가 보네.”

할 것이다. (A)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는 사람이 바쁘고 뭔가에 몰두하여

나는 언덕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C) 성을 들어가고 나오고 하려면 항상

결코 여러분을 주목하거나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아마도

커다란 석조 아치를 걸어서 통과해야만 했다. 언덕 가까이에 있는 그 아치에

그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어서 난처해지기를 원치 않았을 수도 있다.

도달했을 때, 나는 많은 사람들이 뱀 부리는 사람을 구경하고 있는 것을 보았

(C)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은 매우 애매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의 해석이 우리

다. (B) 그는 땅에 작은 양탄자를 깔고 그 위에 앉아 플루트처럼 생긴 것으로

가 느끼는 방식에 대단히 큰 영향을 주는 이유를 설명한다. 사건에 대한 부정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뱀은 상자에서 자신의 몸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나는

적 해석이 비관적 사고방식 속으로 소용돌이치며 들어갈 수 있는 반면, 사건에

Joe를 바로 발견하지는 못했다. (A) 그와 몇 명의 다른 소년들은 많은 사람들

대한 보다 긍정적인 해석은 낙관적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키운다.

앞으로 가서 앞쪽 가까운 곳에 서 있었다. 나는 사람들 사이를 통과해 들어가

해설 |

서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나를 보자 그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을 크게

주어진 글은 인지적 편견을 화제로 제시하며, 하나의 예를 들면서

벌린 채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다.

접근 방법을 설명한다. 길에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는 사람을

해설 |

목격한 상황에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은 (B)로서 인사 준비를 하지

학교에 가서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Joe를 찾으러 나갔다는 주어

만 상대방이 아는 척하지 않고 지나가는 상황과 그에 대한 불쾌한

진 문장 다음에, 가는 도중에 뱀 부리는 사람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반응이 언급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가능성 있는 다른 이유를 설명

있었다는 내용의 (C)가 오고, 뱀 부리는 사람의 공연을 묘사한 후

한 (A)가 와야 하며, 이러한 사례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담긴

그곳에서 곧바로 Joe를 발견하지는 못했다는 내용의 (B)가 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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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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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

Social situations like this can be highly ambiguous,
illustrating [why our interpretations have such a big
influence on {how we feel}]. : [ ]는 illustrating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 }는 전치사 on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such a big influence와 같이 such는 「such a(n)+
형용사+명사」의 어순을 취한다.

●
●
●
●
●
●
●
●
●
●
●

cognitive 인지적, 인식의

psychology 심리학

●
●

alternatively 그렇지 않으면, 그 대신에

bias 편견

acquaintance 아는 사람, 지인

embarrass 난처하게 하다			
acknowledge 알아보다, 안다는 표시를 보이다
illustrate 설명하다

nourish 키우다, 영양분을 공급하다
mindset 사고방식

●
●
●

ambiguous 애매한

interpretation 해석
optimistic 낙관적인

적 부담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주어진 문장에 대한 사례가 (C)

의 this nagging thought로 이어지며 (C)의 후반부에는 비슷한
의 this waste of mental energy로 연결되며, 이러한 문제에 대
한 해결 과정이 (B)의 후반부와 (A)에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C)
구문 |

With paying bills, for example, either [deal with each
bill immediately] or [schedule some time every week or
two to handle the bills that have accumulated]. : 두 개의 명
령문 [ ]가 「either ~ or ...(~나 … 둘 중 하나)」로 연결된 구조

●
●

⑤

For instance, / if a chair in your bedroom is piled with
garments / that need cleaning or mending, / every time you
see it / you say to yourself, / “I really should get those clothes
taken care of.”

예를 들어 / 여러분의 침실에 있는 의자에 의류가 쌓아올려져 있으면 / 세탁 또는
수선이 필요한 / 그것을 볼 때마다 /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말한다 / 저 옷들을 정
말 처리해야 하는데
▶

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언급한 후, 미뤄둔 세탁물이 주는 정신

어휘 |

pessimistic 비관적인

문장 끊어읽기
▶

주어진 글에서는 어떤 일을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되

이다.

spiral into ~로 소용돌이치며 들어가다

06

해설 |

－(B)－(A)의 순서가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preoccupied 몰두한, 정신이 팔린

deliberately 고의적으로

약간의 시간을 정하라.

다른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주어진 글과 (C)에 제시된 내용이 (B)

어휘 |
●

금을 즉시 처리하거나 축적된 공과금을 처리하기 위해 일주일 또는 2주일마다

With paying bills, / for example, / either deal with each bill
immediately / or schedule some time / every week or two / to
handle the bills that have accumulated.

●
●
●
●

소재 | 일을 제때에 처리하기 위한 전략
해석 |

garment 의류

repetitive 반복적인

accumulate 축적되다
appointment 약속
broken 고장 난

●
●
●
●
●
●

accomplish 이루어내다
mend 수선하다

immediately 즉시

nag 성가시게 하다, 잔소리하다
apply to ~에 적용되다

appliance 기구, 장치, 기기

07

②

문장 끊어읽기
▶

So / I walked up, / put the items way on the side of the
counter, / and started to gather up the bills / throughout my
purse.

그래서 / 나는 다가갔다 / 카운터 한쪽에 물건을 올려놓았다 / 그리고 지폐를 꺼
내어 모으기 시작했다 / 지갑에서

공과금 납부에 있어서 / 예를 들어 / 각각의 공과금을 즉시 처리하라 / 또는 약간
의 시간을 정하라 / 일주일 또는 2주일마다 / 축적된 공과금을 처리하기 위해

devote 쏟다, 투여하다

▶

My husband, / who had seen the whole thing / from beginning
to end, / thought they were nuts.

내 남편은 / 전부를 지켜보았던 / 처음부터 끝까지 / 그들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 생각은 하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은

소재 | 약국에서 오해받은 사건

진정으로 어떠한 것도 이루어내지 못한 채 그 과업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된

해석 |

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침실에 있는 의자에 세탁 또는 수선이 필요한 의류가

어느 날, 나는 치실과 탈취제를 사려고 약국에 가서, 물품을 가져온 후에 줄을

쌓아올려져 있으면 그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저 옷들을 정말 처

서서 기다리려고 갔다. 내 앞에는 돈을 지불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함께 온

리해야 하는데.”라고 말한다. (C) 여러분은 이러한 성가신 생각을 지니고 있게

두 여자가 있었다. (B) 줄에서 기다리면서, 나는 내 차례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되고 그것은 정신적 에너지의 일부를 소모한다. 그와 같은 것은 주방에 있는

돈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나는 다가가서, 카운터 한쪽에 물건을 올려

고장 난 기구와 현관 테이블에 있는 개봉되지 않고 쌓여 있는 우편물에도 적용

놓고는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어 모으기 시작했다. (A) 그 두 여자가 격노했다.

된다. (B) 이러한 정신적 에너지의 낭비를 끝내는 해결책은 간단한데, 그것은

나는 그들 앞에 새치기하려 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설명했다. 나는 단지 내 차

여러분을 성가시게 하는 작업들을 처리하는 것이다. 과업을 즉각 완수하는 것

례가 왔을 때를 준비하고 있던 것이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으나, 내

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다른 어떤 약속에 대해 시간을 정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 가게를 떠날 때, 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C) 그들은 내 얼굴을 막아서

달력에 그것을 할 시간을 정하라. (A) 반복적인 작업에 대해서는 매일, 매주, 또

서는 “당신은 매너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라고 외쳤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는 매달 일정한 시간을 정하라. 예를 들어, 공과금 납부에 있어서 각각의 공과

를 지켜보았던 내 남편은 그들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판단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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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떨쳐 버리는 데 애를 먹었다.

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그 아이의 엄마가 사과를 하며 일이 해결되

해설 |

는 내용이 나오는 (A)가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물건을 사러가서 줄을 서게 된 주어진 문장 다음에는 돈을 준비하는

구문 |

장면이 나오는 (B)가 먼저 오는 것이 적절하다. 그 뒤에는 필자의
행동에 대해 화를 내는 두 여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A)가 이어

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말에 대하여 상처받은 필자의 모습이
나오는 (C)가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

[While waiting in line], I decided to get my money ready
for [when my turn came]. : 첫 번째 [ ]는 ‘~하는 동안에’의 의
미인 부사절이며, 두 번째 [ ]는 for의 목적어이다.
어휘 |
●
●
●
●

dental floss 치실
fetch 가져오다

walk up 다가가다

verdict 의견, 판단

●
●
●

Rather than just asking the mother to confiscate it, I
figured [I should make friends with the little loudmouth
first and then make my request].: [ ]는 figur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 있다. 두 개
의 동사 make가 병렬을 이루고 있다.
어휘 |
●
●
●
●

deodorant 탈취제

●

furious 격노한, 화가 난

loudmouth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
ignore 무시하다

be addicted to ~에 빠지다, ~에 중독되다
practically 거의

mumble 중얼거리다

●
●

apologetically 사과하면서
inaudibly 들리지 않게

gather up 주워 모으다

08

⑤

문장 끊어읽기
▶

Rather than just asking the mother to confiscate it, / I figured /
I should make friends with the little loudmouth first / and then
make my request.

그 엄마에게 그것을 압수할 것을 요청하기보다는 / 나는 생각했다 / 그 시끄러운
아이와 먼저 친구가 되어야겠다고 / 그러고 나서 내 요구를 해야겠다고
▶

Ignoring my question, / the mother smiled / and jumped in
with, / “Yes, practically all the kids are addicted / to
PlayStations.”

내 질문은 무시하고는 / 그 엄마는 미소 지었다 / 그리고 끼어 들었다 / 네, 거의
모든 아이들이 빠져 있지요 / 플레이스테이션에
소재 | 시끄러운 아이에 대한 대처
해석 |

기차에서 나는 자려고 했으나, 내 뒤에 한 아이가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소음
을 내고 있는 것을 들었다. 그 엄마에게 그것을 압수할 것을 요청하기보다는
나는 그 시끄러운 아이와 먼저 친구가 되고 그러고 나서 내 요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C) 나는 돌아보았다. 갈색 머리의 시끄러운 아이가 게임에 코를 박
고 있었다. “안녕,” 나는 말했다, “무슨 게임을 하고 있니?” “툼 레이더예요,” 그
녀가 올려다보지 않고, 거의 안 들리게 중얼거렸다. (B) 나는 무덤을 약탈하는
시체 먹는 귀신을 가리켰다. “어, 멋진데,” 나는 거짓말을 했다. “학교의 모든
소녀들이 이 게임을 하니?” 그녀는 나를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쳐다
보고는 자신의 엄마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 엄마에게 물어보았다, “아이의 이
름이 뭔가요?” (A) 내 질문은 무시하고는, 그 엄마는 미소 지으며 끼어들었다,
“네, 거의 모든 아이들이 플레이스테이션에 빠져 있지요.” 그리고는, 그녀는 사

신간

과하면서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시끄럽죠. 우리가 잠시 꺼놓도
록 할게요.” 임무가 완수되었다!
해설 |

기차에서 소음을 내는 아이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C)가 처음에 나

오게 되고, 그 뒤에는 아이와 친해지려는 대화를 하는 (B)가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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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01

And, / even though you are not really listening to / other
conversations, / you will jump to attention / if someone
happens to mention your name.

그리고 / 정말로 듣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 다른 대화를 / 갑자기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 어떤 사람이 우연히 당신의 이름을 언급하면
▶

은 ‘〜이기 때문에’의 뜻이다.

③

문장 끊어읽기
▶

• [Those activities {that you are able to continue without
disruption even while you are engaged in a cognitively
demanding task}] may be considered relatively
automatic in that they are highly efficient; that is, they
require very few cognitive resources. : [ ]가 문장의 주어
이고 { }는 Those activiti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in that

Those activities / that you are able to continue / without
disruption / even while you are engaged in a cognitively
demanding task / may be considered relatively automatic / in
that they are highly efficient; / that is, / they require very few
cognitive resources.

그러한 활동들은 / 계속할 수 있는 / 방해 없이 / 심지어 인지적으로 힘이 드는

일을 하는 동안에 / 비교적 자동적인 것으로 간주될지도 모른다 / 그것들이 아주
‘효율적’이기 때문에 / 다시 말해 / 극히 적은 인지적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휘 |
●
●
●
●
●
●

▶

모르는데, 이는 단지 그것을 위한 자원을 너무 적게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
가지로 파티에서 친구와 활기찬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또한 다른 사람들의 대화
를 엿들을 수 없을지 모르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carry on 〜을 계속하다

sip 홀짝이다〔거리다〕, 조금씩 마시다

in that 〜 때문에, 〜라는 점에서

●
●
●
●

demanding 힘이 드는, 부담이 큰
stretch 길게 뻗은 지역〔구간〕
simultaneous 동시의

disruption 방해, 중단, 혼란

⑤

Total surplus in a market / is the total value to buyers of the
goods, / as measured by their willingness to pay, / minus the
total cost / to sellers of providing those goods.

시장에서의 총 잉여는 / 구매자에 대한 상품의 총 가치이다 / 구매자의 지불 의사
에 의해 측정되는 / 총비용을 제외한 /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자에게 드는

우리는 제한된 양의 인지적인 자원과 주의를 기울이는 자원을 갖고 있다. 인지

의 집중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 결과 진행 중인 대화를 계속할 수 없을지도

tricky 까다로운, 힘든

listen in on 엿듣다

문장 끊어읽기

해석 |

남겨둘지도 모른다. 운전을 할 때 고속도로의 까다로운 구간을 만나면 길에 주

cognitive 인지의, 인지적인

●

02

소재 | 제한된 양의 인지적인 자원

적으로 힘이 드는 일을 하면 우리는 많은 다른 일들을 위한 자원을 너무 적게

animated 활기찬, 활발한

▶

In this case, / moving consumption of the good / from a buyer
with a low valuation / to a buyer with a high valuation / will
raise total surplus.

이 경우에 / 그 상품의 소비를 이동시키는 것은 / 낮은 평가를 하는 구매자로부터 /
높은 평가를 하는 구매자로 / 총 잉여를 높일 것이다
소재 | 자원의 배분과 총 잉여
해석 |

못할 것이다. 그러나 대화를 하는 동안 내내 음료를 계속 홀짝일지도 모르는

시장에서의 총 잉여는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자에게 드는 총비용을 제외한 구

것과 같이 여전히 동시에 일어나는 어떤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매자의 지불 의사에 의해 측정되는 구매자에 대한 상품의 총 가치이다. 자원의

그리고 다른 대화를 정말로 듣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우연히 당신

배분이 총 잉여를 극대화하면 그 배분이 효율성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배분이

의 이름을 언급하면 갑자기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심지어 인지적으로 힘이 드

효율적이지 않으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의 거래로부터 오는 잠재적 이익

는 일을 하는 동안에 방해 없이 계속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은 아주 ‘효율적’

의 일부는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상품이 가장 낮은 비용으

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극히 적은 인지적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로 판매자에 의해 생산되고 있지 않다면 배분은 비효율적이다. 이 경우에 생산

비교적 자동적인 것으로 간주될지도 모른다.

을 고비용의 생산자로부터 저비용의 생산자로 이동시키는 것은 판매자에게 총

해설 |

비용을 낮추어주고 총 잉여를 올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 상품이 그 상품을

③ 다음 문장은 주어진 문장에서 기술한 파티의 상황이 이어지는 기

가장 높게 가치를 평가하는 구매자에 의해 소비되고 있지 않다면 배분은 비효

술이고 ③ 앞의 문장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의 상황을 기술하고 있

율적이다. 이 경우에 그 상품의 소비를 낮은 평가를 하는 구매자로부터 높은

다. 그리고 주어진 문장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와 흡사한 파티에서의

평가를 하는 구매자로 이동시키는 것은 총 잉여를 높일 것이다.

상황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은 ③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해설 |

적절하다.
구문 |

• ~ we may have too few resources left over for many
other tasks. : have가 ‘(어떤 상태에 있게) 하다’의 뜻을 갖는다.
too few resources가 목적어이고 left over 이하는 목적격 보
어이다.

주어진 문장의 Similarly로부터 주어진 문장이 ⑤ 앞의 문장에 대
한 유사한 예라는 것과 ⑤ 다음 문장의 this case가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은 ⑤에 들어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

• Total surplus in a market is [the total value to buyer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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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ods], [as measured by their willingness to pay],
minus [the total cost to sellers of providing those
goods]. : 첫 번째 [ ]에서 of the goods는 buyers가 아니라
the total value를 수식한다. 두 번째 [ ]는 첫 번째 [ ]를 수식
한다. 세 번째 [ ]에서 of providing those goods 는
sellers가 아니라 the total cost를 수식한다.
• In this case, [moving production from a high-cost
producer to a low-cost producer] will [lower the total
cost to sellers] and [raise total surplus]. : 첫 번째 [ ]는 이

을 먼저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설명한 문장 바로 앞 위치
인 ③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

All three are examples of [how poor time management
skills can create stressful situations {that you might
otherwise avoid}]. : examples of ~는 ‘~의 예들’이라는 뜻이
다. [ ]는 전치사 of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 }는 stressful
situations를 수식한다.
어휘 |

문장의 주어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 ]는 병렬 구조를 이루며

●

will에 이어진다.

●
●

어휘 |
●
●
●
●

allocation 배분, 할당, 배당

●

maximize 극대화하다, 최대화하다

●

good 상품

valuation 평가, 가치

●

inefficient 비효율적인

●

stressor 스트레스 요인

●

tedious 지루한

constraint 제약

otherwise 다르게 하면, 그렇지 않으면
tackle 해결하다

all at once 모두 한꺼번에

04
③

This is because many stressors are related / to time
constraints / ― for example, / being overscheduled, / running
late to an important meeting, / and forgetting to study for an
exam.

이것은 스트레스를 주는 여러 요인들이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 시간적 제약과 /
예를 들어 / 과도한 일정이 잡혀 있다거나 / 중요한 회의에 늦을 것 같다거나 /
시험에 대비하여 공부하는 것을 잊었다거나 하는 것처럼

If you’re faced / with a large or tedious task, / break it down /
into smaller parts / or spread the project / over a longer period
of time.

직면해 있다면 / 거대하거나 지루한 과업에 / 그것을 나누어라 / 더 작은 부분들
로 / 또는 그 과업을 펼쳐 놓으라 / 더 긴 기간에 걸쳐서

③

문장 끊어읽기
▶

문장 끊어읽기

▶

●

gain 이익

03
▶

pressing 긴급한

The research evidence / says otherwise, / but the fact / that
nine Canadian provinces / have reduced the number of
school boards / in recent years / shows the power of public
beliefs / even if they are not well-founded.

연구 결과의 증거는 / 그와 다르다는 것을 말해 준다 / 그러나 사실은 / 아홉 개
의 캐나다 주에서 / 지방 교육청의 수를 줄였다는 / 최근에 / 공공의 믿음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비록 그것들의 근거가 충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

Witness / the strength and depth of public support / for
various measures / that clearly fly in the face of strong
evidence.

보라 / 대중들의 지지의 힘과 깊이를 /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한 / 강력한 증거에
뚜렷이 위배되는
소재 | 사실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믿음
해석 |

소재 |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한 시간 관리 방법

믿음이 사실보다 정치적 행동과 투표 의향에 훨씬 더 많이 강한 영향을 미친

해석 |

다. 강력한 증거에 뚜렷이 위배되는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의

시간 관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피하는 비결이다. 이것은 스트레스를 주는

힘과 깊이를 보라.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범죄 억제 수단으로서 사형 제도의

여러 요인들이 예를 들어, 과도한 일정이 잡혀 있다거나, 중요한 회의에 늦을 것

힘을 믿으며 계속해서 복지 관련 부정행위가 소득세 탈세보다 더 큰 문제라고

같다거나, 시험에 대비하여 공부하는 것을 잊었다거나 하는 것처럼 시간적 제약

믿는다. 교육구의 합병 문제가 교육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예일 것이

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세 가지는 모두 부실한 시간 관리 기술이 어떻게, 다

다. 많은 유권자들은 더 적은 수의 교육구가 노력의 중복을 줄여줌으로써 돈을

르게 하면 피할 수도 있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

절약하게 해 줄 거라고 본능적으로 느낀다. 연구 결과의 증거는 그와 다르다는

주는 예이다.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긴급한 과업들을 제일 먼저 해결하는 것을

것을 말해 주지만, 아홉 개의 캐나다 주에서 최근에 지방 교육청의 수를 줄였

스스로 배우라. 예를 들어, 내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숙제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다는 사실은 비록 (공공의 믿음의) 근거가 충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2주일 후에 제출해야 하는 큰 리포트를 해결하라. 거대하거나 지루한 과업에 직

믿음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예로는 수업료를 없애는 것이

면해 있다면, 그것을 더 작은 부분들로 나누거나 그 과업을 더 긴 기간에 걸쳐서

중등과정 후의 교육에 대한 참여를 많이 증가시킬 것이라는, 혹은 ‘학년에 학생

펼쳐 놓으라. 다음 주까지 20개의 새로운 어휘를 암기해야 한다면 그것들 모두

들을 붙잡아 두는 것(그들을 낙제시키는 것)’이 학업 성취 수준을 향상시킬 것

를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하루에 세 단어씩 외우라.

이라는 믿음이 있다. 강력한 일련의 증거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해설 |

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는 모두 널리 믿어지고 있다. 믿음이 매우 강력하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긴급한 과업들을 제일 먼저 해결하는 것을

게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위험 부담을 안고 그것들(믿음들)에

스스로 배우라.’라는 뜻의 주어진 문장은 중요하거나 긴급한 과업들

맞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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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다. 그는 자신의 예술적 상상력에 충실하기 위해 명예를 남겨두고 떠났다. 그

실제 연구 결과는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홉 개의 캐나다 주

다음 여러 해 동안 그는 완전히 새로운 색채 범위로 실험을 했고 이러한 실험

에서 최근에 지방 교육청의 수를 줄였다는 내용의 주어진 문장은 많

은 여러 색깔을 섞어서 강렬한 색채 조합을 만들어낸 그의 새로운 방식의 발견

은 유권자들이 더 적은 수의 교육구가 돈을 절약하게 해 줄 거라고

을 가져왔다.

본능적으로 느낀다는 내용의 문장 바로 뒤인 ③에 오는 것이 가장

해설 |

적절하다.
구문 |

Other examples are the belief [that eliminating tuition
fees would substantially increase participation in postsecondary education], or [that ‘retaining students in
grade’ (failing them) will improve achievement]. : 두 개의
[ ]는 둘 다 동격절로서 the belief 뒤에 쓰여서 ‘~라는 믿음’이라
는 뜻을 표현한다.
어휘 |
●
●
●
●
●
●
●
●
●
●

province (캐나다의) 주

well-founded 근거가 충분한

●
●

deterrent 억제 수단

welfare cheating 복지 관련 부정 행위
tax evasion 탈세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eliminate 없애다

substantially 많이, 상당히

●
●
●

school board 교육청

capital punishment 사형제도

school district 교육구
duplication 중복

tuition fee 수업료

글 전반부에는 Henri Matisse의 젊은 시절의 예술가로서의 성공
이 언급되어 있다. 주어진 문장의 this path는 이러한 Matisse의

성공 가도를 지칭하며, an entirely different approach는 새로

운 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은 Matisse가 기존의 명
성의 유지보다는 새로운 탐구의 길을 택한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인
③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

All [that was required of him] was to continue to paint
in the same style [that had earned him his early
reputation]. : 첫 번째 [ ]는 All을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두 번째
[ ]는 the same style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하는 모든 것은
…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의 「all that ~ is to부정사」는 ‘~하는 것은
오로지 …일 뿐이다’라고 의역할 수 있다. earned him his early
reputation은 「수여동사(earned)+간접목적어(him)+직접목적어
(his early reputation)」의 구조이다.
어휘 |

post-secondary education 중등과정 후의 교육

●

at one’s peril 위험 부담을 안고, 자기의 책임으로

●
●

05

●

③

문장 끊어읽기
▶

At the age of twenty-seven / he had won a series of national
recognitions / that put him on a trajectory / to a life of security
and public admiration.

27세 나이에 / 그는 일련의 전국적인 인정을 얻어내었다 / 그를 궤도에 올려놓았

●
●
●
●
●
●

pursue 추구하다

●

security 안정

●

dilemma 곤경, 딜레마, 진퇴양난
be required of ~에게 요구되다

to one’s surprise ~가 놀라게도

●

●
●

exploration 탐구

confront 직면하다

recognition 인정, 알아봄
admiration 찬사
reputation 명성

dimension 차원, 양상

leave ~ behind ~을 내버려두고 떠나다
for the sake of ~을 위하여
experiment 실험하다

come up with 만들어내다, 제시하다

●
●

vision 상상력

palette 색채 범위, 조색판, 팔레트

던 / 안정된 삶과 대중적 찬사의
▶

In the several years that followed / he experimented / with an
entirely new color palette, / and this experimentation led to
his discovery of new ways / to mix colors and come up with
vibrant combinations.

그 다음 여러 해 동안 / 그는 실험을 했다 / 완전히 새로운 색채 범위로 / 그리고
이러한 실험은 그의 새로운 방식의 발견을 가져왔다 / 여러 색깔을 섞어서 강렬
한 색채 조합을 만들어낸

06
문장 끊어읽기
▶

소재 | Henri Matisse의 도전 정신

Henri Matisse는 금전적 성공과 예술적 명예를 얻어 나아가고 있는 듯했던
된 삶과 대중적 찬사의 궤도에 올려놓았던 일련의 전국적인 인정을 얻어내었
다. 그에게 요구되었던 모든 것은 그에게 초창기의 명성을 얻게 했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그림을 계속 그리는 것이었다. 그가 이 길을 따랐을까 아니면
자신의 그림에 대한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추구했을까?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게도 Matisse는 여러 차원의 탐구와 발견에 들어가기 위해 파리를 떠났

Athletic coaches and good managers alike / have long known
/ they can boost a person’s performance / by giving them a
suitable challenge / coupled with a vote of confidence.

운동 코치와 유능한 경영자는 모두 / 오랫동안 알아왔다 / 어떤 사람의 행동 수행
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을 / 그들에게 적절한 도전 과제를 제공함으로써 / 후원
하는 말과 행동과 더불어

해석 |

때 중대한 창조활동에 있어서의 곤경에 직면했다. 그는 27세 나이에 그를 안정

⑤

▶

One way to promote positive expectations / is to let others
take the lead / in setting their own goals, / rather than
dictating the terms and manner / of their development.

긍정적 기대를 촉진하는 한 가지 방법은 /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주도하게 시키는
것이다 / 그들 자신의 목표를 세우는 것을 / 조건과 방식을 지시하는 것보다는 /
그들의 전개 과정에 대한
소재 | 문제해결 능력 신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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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er community, and the world.

해석 |

사업체는 이익과 배당금을 거둔다 / 서비스에 비례하여 / 그것이 부여하는 / 고
객, 직원, 주주, 더 폭넓은 지역사회, 그리고 세상에

운동 코치와 유능한 경영자는 모두 어떤 사람에게 후원하는 말과 행동과 더불
어 적절한 도전 과제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행동 수행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알아왔다. 긍정적 기대를 촉진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사람들

소재 | 회사의 서비스

에게 그들의 전개 과정에 대한 조건과 방식을 지시하는 것보다는 그들로 하여

해석 |

금 그들 자신의 목표를 세우는 것을 주도하게 시키는 것이다. 이는 직원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조종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믿음을 전달하는데, 이는 솔선하
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핵심 신념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더 잘 수행하
도록 장려하는 또 다른 기법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
는 것인데,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뛰어난 지
도교사는 학생들에게 이 전략을 사용한다. 그들은 사람을 일련의 질문을 통해
이끌어 가는 소크라테스 방식의 대화법에 해당하는 것을 시작한다. 이는 학생
들로 하여금 대답에 대한 자신 고유의 방식을 찾게 하며, 그것은 의사 결정에

여러분이 회사의 지도자라면, 여러분은 회사의 시간, 돈, 그리고 지식을 거저
주는 것은 좋지 않은 거래라고 생각할 것이다. 회사의 기본적인 목적 중에 하
나가 주주를 위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회사의 지도자들이 열심히 일하
고, 위험을 무릅쓰며, 자신의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익을
위해 애쓰는 것은 타당하다. 이러한 이익은 그들의 가정을 부양하고 보람 있는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회사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 없
이는 번창할 수 없다. 고객, 직원, 주주, 더 폭넓은 지역사회, 그리고 세상에 부
여하는 서비스에 비례하여 사업체는 이익과 배당금을 거둔다. 베푼 서비스가
더 좋을수록, 이익의 성공은 더 커진다. 회사가 협력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어서 자신감을 북돋을 것이다.

‘윈-윈’ 철학을 실행할 때, 그들은 성장과 성공을 유지하고 중요한 리더십을 제

해설 |

주어진 문장의 They는 소크라테스 방식의 대화법을 통해 문제해결

공한다.

tutors를 지칭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소크라테스 방식의 대화

주어진 문장은 회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

방법을 스스로 할 수 있게 유도하는 사람이므로 outstanding

해설 |

법을 사용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은 ⑤에 들

용이므로, 회사가 세상에 베푸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는 문장 앞인

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③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

구문 |

This lets students find their own way to the answers,
which will bolster their confidence in decision making. :
lets students find ~는 「사역동사(lets)+목적어(students)+동사
원형(find )」의 구조이다.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된 관계대명사
which는 앞에 있는 절의 내용을 선행사로 한다.

If you are a corporate leader, you may think it would be
bad business [to give away your corporation’s time,
money, and knowledge]. :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가 내용상
의 주어이다. it 앞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 있다.
어휘 |
●

어휘 |
●
●
●

initiate 시작하다

boost 상승시키다, 밀어 올리다

●
●

●

amount to ~에 해당하다

●

coupled with ~와 결합된

 a vote of confidence 후원하는 말과 행동(a statement or action that

●

take the lead 주도하다

●

shows your support for a particular person or group), 신임 투표

●
●
●
●
●

pilot 조종사, 지도자, 안내자

●
●

core 핵심, 중심

take initiative 솔선하다, 주도하다
tutor 지도교사, 개인교사

●

dictate 지시하다, 명령하다
destiny 운명

●

outstanding 뛰어난, 걸출한

●

07

●

③

문장 끊어읽기
▶

A business reaps profits and dividends / in proportion to the
service / it gives / to its customers, employees,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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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회사의, 법인의

fundamental 기본적인, 근본적인

●
●

thrive 번창하다, 번영하다
give away 거저 주다

●

stockholder 주주

●

render 베풀다, 제공하다

strive 애쓰다, 노력하다

compensate for ~에 대해 보상하다

worthwhile 보람 있는, 할 가치가 있는
in proportion to ~에 비례하여
collaborative 협력하는

sustain 유지하다, 부양하다

08

●

implement 실행하다, 충족하다

④

문장 끊어읽기
▶

Striving for profits / is valid / because corporate leaders work
hard / and take risks, / and they need to be compensated / for
their efforts.

이익을 위해 애쓰는 것은 / 타당하다 / 왜냐하면 회사의 지도자들이 열심히 일하
고 / 위험을 무릅쓰고 / 그들은 보상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 자신의 노력에
대해
▶

●

corporation 회사, 기업

For example, / in a study done about three decades ago, /
Americans were asked / which countries were most similar to
each other / ― Ceylon and Nepal / or West Germany and
East Germany.

예를 들어 / 약 30년 전에 행해진 한 연구에서 / 미국인들은 질문 받았다 / 어떤
나라들이 서로 가장 비슷한지 / 실론과 네팔 / 또는 서독과 동독
▶

They can’t, / but when people are asked to judge / the
similarity of two countries, / they tend to / look for the presence
of similarities / and ignore the absence of similarities.

www.ebsi.co.kr
그럴 수 없다 / 하지만 사람들이 판단하도록 부탁을 받을 때 / 두 나라의 유사성
을 / 그들은 경향이 있다 / 보이는 비슷한 점은 찾는 / 그리고 보이지 않는 비슷
한 점은 무시하는

14 심경·분위기

본문 56~59쪽

소재 |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무시

01

②

02

①

03

③

04

④

해석 |

05

②

06

③

07

①

08

④

부재에 대해 우리가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몇몇 아주 이상한 판단에 이
르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약 30년 전에 행해진 한 연구에서, 미국인들은 실
론과 네팔 또는 서독과 동독, 이 두 쌍 가운데 어떤 나라들이 서로 가장 비슷한
지 질문받았다. 대부분이 후자의 쌍(서독과 동독)을 골랐다. 하지만 그들이 어
떤 나라가 가장 다른지를 질문받았을 때도,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역시 후자

01
문장 끊어읽기
▶

의 쌍을 골랐다. 자, 어떻게 한 쌍의 나라가 다른 한 쌍의 나라보다 더 비슷하
▶

는 비슷한 점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이 두 나라의 서로 다른 점을 판단

▶

해설 |

주어진 문장은 연구 결과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으므로 그 대답이

It took a while / for it to reach the top, / where I could see / the
whole park.

잠깐 동안의 시간이 걸렸다 / 그것이 꼭대기에 도달하는 데 / 그런데 그곳에서 나
는 볼 수 있었다 / 공원 전체를

하라는 부탁을 받을 때, 그들은 보이는 차이점은 찾지만 보이지 않는 차이점은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I was watching the queue / for the roller coaster / named
“Camelback.”

나는 줄을 지켜보았다 / 롤러코스터를 타기 위한 / ‘Camelback’이라고 불리는

고 동시에 더 서로 다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지만, 사람들이 두 나라의 유사
성을 판단하도록 부탁을 받을 때, 그들은 보이는 비슷한 점은 찾고 보이지 않

The car began to turn / into the very same hill / as the one I
saw earlier.

롤러코스터는 돌아 들어가기 시작했다 / 똑같은 언덕으로 / 내가 전에 보았던 언
덕과

나오는 문장 앞인 ④에 들어가야 한다.

소재 | 롤러코스터 타기

구문 |

해석 |

For example, in a study [done about three decades ago],
Americans were asked [which countries were most
similar to each other ― Ceylon and Nepal or West
Germany and East Germany].: 첫 번째 [ ]는 a study를 수
식하며, 두 번째 [ ]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어휘 |
●
●
●
●

dissimilar 다른, 닮지 않은
absence 부재
pick 고르다

ignore 무시하다, 소홀히 하다

●
●
●

inability 할 수 없음, 무능력
bizarre 이상한, 별난
similarity 유사성

②

내가 돌아왔을 때 나는 여전히 롤러코스터에 대한 공포증을 갖고 있었지만 어
쨌든 내 형은 이번에 나를 ‘롤러코스터 타기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기로 더
굳게 마음먹었다. 나는 ‘Camelback’이라고 불리는 롤러코스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줄을 지켜보았다. 나는 그 놀이기구를 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
는 것을 지켜보았고 롤러코스터가 가파른 심연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볼 때
몸서리를 쳤다. 갑자기 나는 내 형의 목소리를 들었다. “네가 롤러코스터를 타
보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의 남은 인생 동안 너를 겁쟁이라고 부를 거야.”
나는 망설였지만 그 때 내 형이 떠미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나는 롤러코스터
의 탑승자 중 한 명이 되었다. 롤러코스터가 언덕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내 형에게 비명을 질렀다. 롤러코스터가 꼭대기에 도달하는 데 잠깐 동안
의 시간이 걸렸는데 꼭대기에서 나는 공원 전체를 볼 수 있었다. 롤러코스터는
내가 전에 보았던 언덕과 똑같은 언덕으로 돌아 들어가기 시작했다. 무겁게 떨
어지는 것을 느꼈을 때 나는 눈을 꽉 감고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너무 빨라서
나는 내 모자를 거의 놓칠 뻔했다. 롤러코스터는 올라갔다 내려왔다(따라서 ‘낙
타 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해설 |

I shuddered as I watched the car drop into a steep abyss,
I screamed at my brother as the car started going up the
hill, I closed my eyes tightly and screamed 등에서 ② ‘겁먹
은’ 필자의 심경이 잘 나타나 있다.
① 즐거워하는
③ 희망에 찬, 기대하는
④ 신이 난, 흥분한
⑤ 슬픈
구문 |

• ~ my brother was more determined this time to get me
to experience the “joys of roller coaster rides.” : ‘〜가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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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다’의 뜻을 갖는 「get+목적어+to부정사구」가 사용되었

다. “joys of roller coaster rides”에 인용 부호를 사용한 것은
남들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을 즐거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 It was so fast, I nearly lost my hat. : It was so fast that I
nearly lost my hat.에서 접속사 that을 생략하고 대신 쉼표를
찍었다.
어휘 |
●
●
●
●
●

phobia 공포증

chicken 겁쟁이

●
●

hence 따라서

구문 |

• It was a cooler morning, as it was getting later in the
year and heading into [what they would call winter]. :
[ ]은 전치사 into의 목적어이고, 관계대명사 what은 call의 목
적어 역할도 하고 있다.

• It looked like the floor of the jungle was spotted like a
leopard. : like는 접속사로 사용되었다.
어휘 |

queue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자동차 등의) 줄
shudder 몸서리치다

⑤ 재미있고 유머러스한

●

steep 가파른

●

shove 밀기, 떠밀기

●
●
●

02

①

문장 끊어읽기
▶

It was a cooler morning, / as it was getting later in the year /
and heading into what they would call winter.

더 서늘한 아침이었다 / 일 년 중 더 후반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 그리고 사
람들이 겨울이라 부를 것으로 가고 있었다
▶

A breeze was blowing, / gently swaying the trees and vines, /
making the sun spots appear / as though they were dancing /
across the leaves and grass.

산들바람이 불고 있었다 / 나무와 덩굴식물을 부드럽게 흔들고 있었다 / 햇빛이
비치는 지점이 보이게 만들고 있었다 / 마치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 나뭇잎과
풀을 가로질러
▶

Watching the little animals of the jungle / and listening to the
jungle / brought a little peace and calm / into my life.

정글의 작은 동물을 바라보는 것 / 그리고 정글의 소리를 듣는 것이 / 약간의 평
화와 평온을 가져다주었다 / 내 삶에

head 〜로 가다
vine 덩굴 식물

●
●

leopard 표범

filter 새어 나오다

spotted 점무늬가 있는

patch (특히 주변과는 다른 조그만) 지역, 부분
chirp 짹짹〔찍찍〕거리다

●

sway 흔들다

03

③

문장 끊어읽기
▶

Nearly paralyzed, / I somehow managed / to carefully back
up, / abandoning my plan / to take a good look.

거의 마비된 상태로 / 나는 어떻게 간신히 (할 수) 있었다 / 조심스럽게 물러설 수 /
나의 계획을 포기하고 / 잘 살펴보려던
▶

Sweat coated the palms of my hands / as I stood there /
holding my breath, / listening for any sounds, / trying to hang
on to what was left of my sanity.

나의 손바닥은 땀으로 뒤덮였다 / 내가 거기에 서 있을 때에 / 숨을 멈추고 / 어
떤 소리가 나는지 귀 기울이며 / 남아 있는 온전한 정신의 줄을 잡으려고 하면서
소재 | 어둠 속에 있는 생물체에 대한 두려움
해석 |

나의 충성스럽고 충직한 반려자가 어두운 거실 안으로 사라져버렸다. 나의 심

소재 | 평화로운 정글

장이 거의 가슴 밖으로 나올 정도로 뛰는 상태에서, 나는 대담하게 몇 걸음을

해석 |

앞으로 내딛었다. “Max?” 나는 속삭였다. “Max, 돌아와.” 거친 숨소리가 허공

일 년 중 더 후반이 되어가고 사람들이 겨울이라 부를 것으로 가고 있었기 때

에서 울렸고, 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마구 뛰었다. 몇 번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문에 더 서늘한 아침이었다. 햇빛은 나뭇잎을 통과해 아래로 새어 나와 그 밑에

를 듣고 나는 목의 털이 곤두섰다. 나는 칼을 단단히 붙잡았다. 야생동물을 구

있는 덩굴식물과 풀 위에 노란색의 밝은 지점을 만들었다. 정글의 바닥은 표범

석으로 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나는 천천히 침착하게 발을 옮겼

처럼 점무늬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온갖 종류의 작은 동물들과 곤충들이 해가

다. 울부짖는 소리가 나의 귀를 찢었는데, 그 소리는 늑대만이 낼 수 있는 소리

비치는 다양한 지역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다. 새들은 이른 아침 햇빛 속에서 몸

였다. 거의 마비된 상태로 나는 잘 살펴보려던 나의 계획을 포기하고, 어떻게

을 따뜻하게 하면서 노래하고 짹짹거리고 있었다. 산들바람이 불어 나무와 덩

간신히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설 수 있었다. “아냐! 난 Max를 도와주어야 해.”

굴식물을 부드럽게 흔들고 햇빛이 비치는 지점이 마치 나뭇잎과 풀을 가로질러

나는 어두운 곳 여기저기에 손전등 빛을 비추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또 다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었다. 정글의 작은 동물을 바라보고 정

른 한 번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나는 화들짝 놀라 물러섰다. 전에 나의 심장

글의 소리를 듣는 것이 내 삶에 약간의 평화와 평온을 가져다주었다.

이 그렇게 빨리 뛴 적이 없었으며 내가 걸음을 떼어놓을 때마다 바닥은 삐걱거

해설 |

렸다. 나의 손전등 불빛은 이리저리 흔들렸지만, 나는 희미한 불빛 속에서 아무

나뭇잎을 통과해 스며드는 햇빛, 일광욕을 즐기는 작은 동물, 노래

것도 볼 수 없었다. 내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귀 기울이며, 남아 있는 온전한

하고 지저귀는 새, 부드럽게 부는 산들바람 등에서 ① ‘활기 넘치고

정신의 줄을 잡으려고 하면서, 숨을 멈추고 거기에 서 있을 때에 나의 손바닥

평화로운’ 분위기가 잘 드러나 있다.

은 땀으로 뒤덮였다.

② 시끄럽고 분주한

해설 |

③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어둠 속에서 으르렁거리고 울부짖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생물체,

④ 슬프고 외로운

Max를 도와주기 위해서 두려움을 참으면서 다가가는 필자,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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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마구 뛰는 심장, 곤두선 목의 털, 땀에 젖은 손바닥 등을 통해

Great Thou Art(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송가를 천국의 공연으로

서 ③ ‘겁을 먹고 불안한’ 필자의 심경을 추론할 수 있다.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늘나라의 대성당에 와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

① 슬프고 우울한

었다.

② 흥분하고 희망에 찬

해설 |

④ 안심하고 동정적인

공기 중에서 아름답게 반짝이는 얼음 결정체들, 별처럼 반짝이는 영

⑤ 창피하고 당황스러운

양들의 눈, 천상의 음악과 같은 소리 등에 대한 묘사 등에서 ④ ‘황홀
하고 매혹적인’ 글의 분위기가 잘 나타나 있다.

구문 |

A few long growls made the hair on my neck stand on
end. : made가 사역동사이므로 목적어 the hair on my neck 다
음에 원형부정사 stand를 쓴 것이다.
어휘 |
●
●
●
●
●
●
●
●

loyal 충성스러운

companion 반려자, 동반자
thump (심장이) 뛰다

stand on end 곤두서다
pierce 찢다, 가르다

abandon 포기하다
howl 울부짖음

sanity 온전한 정신

●
●
●
●
●
●
●

faithful 충직한

① 우울하고 슬픈
② 축제 분위기이고 유머러스한
③ 긴박하고 흥미진진한
⑤ 단조롭고 지루한
구문 |

[Thinking they were cows], we continued to inch
forward. : [ ]는 분사구문이며 ‘~라고 생각하면서’라는 뜻이다.
Thinking ~의 의미상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인 we이다.

pound (심장이) 뛰다
growl 으르렁거림
grip 붙잡다

paralyzed 마비된

어휘 |

flashlight 손전등

●

creak 삐걱거리다

●
●
●

04

●

④

문장 끊어읽기
▶

The entire landscape / was snow-covered; / the temperature
was forty degrees below zero / and had been well below zero /
for nearly three weeks.

주변 경관이 온통 / 눈으로 덮여 있었으며 / 기온은 영하 40도였다 / 그리고 0도
훨씬 아래로 떨어진 기온이 계속된 상태였다 / 거의 3주 가까이
▶

The sparkling ice crystals / and the star-like eyes of the
antelope / made us feel / as if we were in an ethereal
cathedral, / listening to an angelic choir / presenting a
heavenly rendition of “How Great Thou Art.”

반짝거리는 얼음 결정체들 / 그리고 별과 같은 영양의 눈들이 / 우리를 느끼게 해
주었다 / 마치 우리가 하늘나라의 대성당에 있는 것처럼 / 천사 합창단의 소리를

들으면서 / ‘How Great Thou Art(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송가를
천국의 공연으로 부르는
소재 | 겨울 밤 Montana 주의 도로에서 겪은 아름다운 경험
해석 |

●
●

stretch 길게 뻗은 구간
reflect 반사하다

glittering 눈부신

bewildering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inch forward 조금씩 나아가다
cathedral 대성당

choir 합창단, 성가대

●
●
●
●
●
●
●

landscape 풍경

ice crystal 얼음 결정

perch 자리잡게 하다, 앉히다
crawl 서행, 기어가기

sparkling 반짝거리는
angelic 천사 같은

heavenly 천국의, 하늘의

05

②

문장 끊어읽기
▶

Philpot and two other escapers waited / with the rest of the
passengers on the platform, / trying their best to look
unconcerned.
Philpot와 다른 두 명의 도주자들은 기다렸다 / 다른 승객들과 더불어 승강장에
서 / 걱정하지 않게 보이려고 무척 애쓰면서

▶

They would not truly be safe / from the immediate danger of
recapture / until they were away from the station, / and the
further the better.

그들은 정말로 안전할 수 없었다 / 다시 붙잡힌다는 임박한 위험성에서 벗어나 /
역을 벗어날 때까지는 / 따라서 그들은 멀리 벗어날수록 더 좋은 상황이었다

우리는 아주, 아주 추운 밤에 Montana 주 북동부의 한적한 도로 구간을 따라

소재 | 탈옥수들의 기차 승차

차를 운전하여 가고 있었다. 주변 경관이 온통 눈으로 덮여 있었으며 기온은

해석 |

영하 40도였는데 거의 3주 가까이 0도 훨씬 아래로 떨어진 기온이 계속된 상

오후 7시 5분에 그들의 열차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Philpot와 다른 두 명의

태였다. 공기는 얼음 결정체를 반사시켰고 우리 주변의 온통 눈부신 백색 아름

도주자들은 걱정하지 않게 보이려고 무척 애쓰면서 다른 승객들과 더불어 승

다움이 우리에게 경외심을 갖게 했다. 도로 바로 위에 있는 별들이 우리를 어

강장에서 기다렸다. 그들은 역을 벗어날 때까지는 다시 붙잡힌다는 임박한 위

리둥절하게 만들었다. John이 자동차의 속도를 서행으로 늦추었고, 천천히 전

험성에서 벗어나 정말로 안전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멀리 벗어날수록 더 좋은

진하면서 우리는 동물들의 윤곽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들이 암소들이라고

상황이었다. 그들이 탈출한 구멍은 발각되지 않았음이 명백했고, 거의 한 시간

생각하고 우리는 천천히 앞으로 계속 나아갔다. 그것들은 우리 앞쪽 도로에 모

동안 그곳이 열려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것은 천운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반

두 함께 모인 영양들이었다. 나의 남편은 자동차를 멈추었고, 우리는 주변에서

드시 오후 7시 30분 이전에 벗어날 필요가 있었음은 분명했다. Philpot는 승

들려오는 종소리를 닮은 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반짝거리는 얼

강장을 따라 태연하게 거닐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서 오후 7시 10분, 그리고

음 결정체들과 별과 같은 영양의 눈들이 우리가 마치 천사 합창단이 ‘How

계속해서 오후 7시 15분이 되었다. 승강장 한쪽 끝에 세면대가 있었고, 그는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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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얼굴에서 나오는 땀을 씻은 후 물을 약간 마셨다. 경보가 울리면 그는

거리는 동작이 소리가 너무 커서 마룻바닥이 우리 발밑에서 자주 울려대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승강장에서 펄쩍 뛰어나와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 계획

Théodore 삼촌은 말이 서서히 전속력 질주로 옮겨가는 것처럼 박자를 가속

을 했다.

시키며 바이올린을 잘 연주했다.

해설 |

해설 |

세 명의 탈옥수 중 한 명인 Philpot가 기차역 승강장에서 애써 태연

가족 모임에서 삼촌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이에 맞춰 어른들은 손뼉

한 척하고 있지만 아직 발각되지 않은 채 초조하게 열차를 기다리는

치고 아이들은 스푼을 두드리고 있고, 춤추는 사람들은 마룻바닥이

상황에서 ② ‘긴장되고 초조한’ Philpot의 심경이 잘 나타나 있다.

울리도록 함께 어울리고 있는 장면 등에서 ③ ‘축제 분위기이고 즐

① 슬프고 우울한

거운’ 글의 분위기가 잘 드러나 있다.

③ 흥분되고 기쁜

① 고요하고 평화로운

④ 만족하고 감사하는

② 엄숙하고 진지한

⑤ 자신감 있고 희망찬

④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구문 |

⑤ 두렵고 무서운

Obviously, their exit hole had not been discovered, and
that was pure luck considering that it had been open for
around an hour. : 과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나타내기 위해 대과
거 시제(had+p.p.)가 사용되었다.
어휘 |
●
●
●
●
●
●

escaper 도주자			
unconcerned 걱정하지 않는, 개의치 않는
immediate 임박한, 즉각적인
definitely 분명히, 틀림없이
stroll 거닐다

rinse 씻어내다

●
●
●
●

구문 |

So did my Uncle George-Émile, [although distance
prevented his regular attendance]. : 「so+조동사/be동사+주
어」는 ‘~도 역시 그러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 ]는 부사절이며,

distance prevented ~는 ‘먼 거리가 ~을 방해했다’라는 의미의
사물 주어 구문으로 ‘거리가 멀어 ~할 수 없었다’라는 의미로 이해
한다.

obviously 명백히

casually 태연히, 아무 생각 없이
basin 세면대, 세숫대야

어휘 |
●
●

sweat 땀

●
●

06

●

③

문장 끊어읽기
▶

Several uncles played musical instruments / ― some quite
well ― / that they pulled out of protective cases / only for the
holidays.

여러 명의 삼촌들이 악기를 연주했는데 / 몇 분은 연주를 아주 잘하셨다 / 보관함
에서 꺼낸 / 오로지 휴가를 위해
▶

My Uncle Roland played the button accordion / with the skill
of a touch-typist, / tapping his feet in rhythm / as his fingers
moved effortlessly across the keys.

Roland 삼촌은 건반 아코디언을 연주했는데 / 자판을 안 보는 타자수의 기술로 /
리듬에 따라 발로 박자를 맞추었다 / 그는 손가락이 건반을 힘들이지 않고 움직
이는 동안

●
●
●
●
●
●

▶

protective case 보관함, 보호케이스
touch-typist 자판을 안 보는 타자수
tap 박자를 맞추다, 톡톡 두드리다

effortlessly 힘들이지 않고, 수월하게

quadrille 카드리유(4쌍 이상의 사람들이 네모꼴을 이루며 추는 춤)
frenzied 흥겨운, 광분한
thigh 넓적다리

fiddle 바이올린

shift into ~로 옮겨가다, 바꾸다

●
●
●
●

clack 딸깍거리다

thump 쿵쿵거리다, 두드리다
accelerate 가속시키다

gallop 전속력으로 질주하기

①

Somebody had given us a label maker, / one of those little
machines / that you can type a message on / and print out a
little label / with a sticker on the back.

누군가 우리에게 라벨메이커를 주었다 / 작은 기계 중에 하나인 / 메시지를 타이
핑해서 / 작은 라벨을 인쇄할 수 있는 / 뒷면에 스티커가 부착된

우리의 가족 모임은 전통 민속 음악을 특징으로 했다. 여러 명의 삼촌들이 오

연주했는데, 그는 손가락이 건반을 힘들이지 않고 움직이는 동안 리듬에 따라

feature ~을 특징으로 하다

문장 끊어읽기

해석 |

잘하셨다. Roland 삼촌은 자판을 안 보는 타자수의 기술로 건반 아코디언을

●

instrument 악기

07

소재 | 가족 모임 풍경

로지 휴가를 위해 보관함에서 꺼낸 악기를 연주했는데, 몇 분은 연주를 아주

gathering 모임

▶

I thought, / “Well, / this is better / than anything I could hear /
even in the best sermon.”

나는 생각했다 / 음 / 이것은 더 낫다 / 내가 들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 심지어
최고의 설교에서

발로 박자를 맞추었다. 먼 거리에 사셔서 정기적으로 오시지 못했지만

소재 | 아들이 작성한 메시지

George-Émile 삼촌도 마찬가지였다. 어른들은 음악에 맞춰 손뼉을 치고 그

해석 |

룹을 이루어 카드리유 춤을 추곤 했다. 아이들은 조리용 스푼으로 넓적다리를

몇 년 전에 나는 교회에 가기 위해서 집에서 모두를 모으고 있었고, 우리는 늦

때려 딸깍거리는 소리를 내며 흥겨운 박자를 추가했다. 춤추는 사람들의 쿵쿵

어지고 있었다. 나는 상당히 서둘렀으며, 매우 스트레스를 받았다. 내 아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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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athan은 약 8살이었다. 메시지를 타이핑해서 뒷면에 스티커가 부착된 작

그녀는 자신을 추스르고는 기차가 어디에 정차했는지, 아니 정차한 적이 있었

은 라벨을 인쇄할 수 있는 작은 기계 중에 하나인 라벨메이커를 우리에게 누군

는지 생각하려고 애를 썼다. 기차가 섰을 때, 아니 섰다면, 유괴범이 기차에 올

가 준 것이 있었다. Jonathan은 뒷문에서 메시지를 타이핑하고 있었다.

라타 어떻게든 Katy를 데리고 도망칠 수 있었을까? 그녀는 통로에 서서, 기차

“Jonathan, 그것을 붙여라,” 내가 말했다. “우린 늦었다. 지금 당장 가야 해.”

를 세우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려고 애를 썼다.

“잠시만요, 아빠. 몇 초가 더 필요할 뿐이에요.” 그가 말했다. “Jonathan, 우리

해설 |

는 몇 초가 더 없단다.” 내가 말했다. 나는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때 그

자리에 돌아왔을 때 Katy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당황하여 찾고

가 메시지를 출력해서 나에게 건네주었다. “당신이 세상에서 최고의 아빠예

있는 상황에서 ④ ‘긴장되고 긴박한’ 글의 분위기가 잘 드러나 있다.

요.”라고 쓰여 있었다. “음, 이것은 심지어 최고의 설교에서 내가 들을 수 있는

① 따뜻하고 아늑한

어떤 것보다 더 나은데.”라고 나는 생각했다.

② 재미있고 즐거운

해설 |

③ 활기 넘치고 떠들썩한

교회에 늦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아들이 쓴 메시지를 보고 만족감

⑤ 황폐하고 버려진

을 느끼는 상황이므로, I의 심경 변화는 ‘irritated(짜증 난)’에서
‘pleased(기쁜)’로 바뀐 ①이 가장 적절하다.
② 편안한 → 당황한
③ 혼란스러운 → 질투하는
④ 신난 → 우울한

구문 |

She yanked up the pillow, as if a child of Katy’s size
could have managed to cover herself with it.: as if는 ‘마
치 ~처럼’의 의미로 as though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어휘 |

⑤ 초조한 → 낙심한

●
●

구문 |

Somebody had given us a label maker, one of those little
machines [that you can type a message on and print out a
little label with a sticker on the back]. : a label maker와
one of those little machines는 동격 표현이며, [ ]는 those
little machin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fastener 단추, 잠그는 것
pound 세게 치다

make off 도망치다, 달아나다

●
●
●

take hold of ~을 잡다, ~을 쥐다
kidnapper 유괴범
aisle 통로, 복도

어휘 |
●
●

round up ~을 (찾아) 모으다
hang on 잠시 기다리다

08

●
●

put up 내붙이다, 게시하다
sermon 설교

④

문장 끊어읽기
▶

She got control of herself / and tried to think / where the train
had stopped, / or whether it had been stopped.

그녀는 자신을 추스렸다 / 그리고 생각하려고 애를 썼다 / 기차가 어디에 정차했
는지 / 아니면 정차한 적이 있었는지
▶

While it was stopped, / if it had been stopped, / could a
kidnapper have got on the train / and somehow made off with
Katy?

기차가 섰을 때 / 아니 섰다면 / 유괴범이 기차에 올라탈 수 있었을까 / 그리고
어떻게든 Katy를 데리고 도망칠 수
소재 | Katy의 실종
해석 |

Greta가 돌아왔을 때, 커튼의 맨 아래 단추가 열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잠
갔던 것을 분명히 기억했다. 설령 열려 있었다 해도 Katy가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고 절대 그러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Greta는 커튼을 잡아 끝까지 열어
젖혔고, 그녀가 그렇게 했을 때 Katy가 거기에 없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Katy
만한 아이가 베개로 몸을 가릴 수 있기라도 하듯 베개를 확 잡아당겼다. 그녀
는 Katy가 담요 속에 숨어 있을 수 있기라도 하듯 손으로 담요를 세게 쳤다.

정답과 해설

373

미래편

15 필자의 주장
01
05

②

02

⑤

06

어휘 |
본문 60~63쪽

④

03

③

07

⑤

04

②

08

01

●

②
④

②

문장 끊어읽기
▶

●

I chuckle inside / whenever I hear a parent complain / that a
certain child “can’t take no for an answer.”

●
●

▶

어떤 아이가 “대답으로 ‘안 돼’는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한다며 부모가 불평
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싱긋 웃는다. 그 언급이 아이에 대해 말하

tolerance 관용, 인내, 참음

●
●
●

vital 필수적인, 절대 필요한
erode 서서히 약화시키다

perseverance 인내, 끈기
dose 복용량

④

I read about an experiment / in which researchers put a
predator and its prey ― a barracuda and a Spanish mackerel
— / in the same fish tank.

나는 실험에 대해 읽었다 / 연구원들이 포식 동물과 그것의 먹이인 창꼬치와 스
페인 고등어를 넣었던 / 똑같은 수조에
▶

Interestingly, / the barracuda would swim only to the point /
where the barrier had been / and stop.

흥미롭게도 / 창꼬치는 지점까지만 헤엄쳐 가곤 했다 / 장애물이 있었던 / 그리고
멈추었다

소재 | 자녀의 요구를 거절하기
해석 |

resourcefulness 지략이 있음

●

문장 끊어읽기

I’m amused / because the comment always says more /
about the parent / than it does the child.

나는 재미있어 한다 / 그 언급이 항상 더 많이 말하기 때문에 / 부모에 대해 / 아
이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nutrient 영양소, 영양분

02

나는 속으로 싱긋 웃는다 / 부모가 불평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 어떤 아이가 “대
답으로 ‘안 돼’는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한다며
▶

chuckle 빙그레〔싱긋〕 웃다

▶

The barracuda was conditioned / by nos / to think / eating the
mackerel / would never happen.

창꼬치는 길들여졌다 / ‘안 돼’에 의해서 / 생각하도록 / 고등어를 먹는 것이 / 결
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는 것보다 항상 부모에 대해 더 많이 말하기 때문에 나는 재미있어 한다. 대답

소재 | 창꼬치에서 얻는 교훈

으로 ‘안 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아이는 항상 정말로 그 말을 할 수 없는 부모

해석 |

가 있다. 그것은 그 아이가 ‘안 돼’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

나는 연구원들이 포식 동물과 그것의 먹이인 창꼬치와 스페인 고등어를 똑같

가 그것을 믿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부모가 비타민 N — 이 필수

은 수조에 넣었던 실험에 대해 읽었다. 보통의 경우라면 창꼬치가 훨씬 더 작

영양소는 단지 영어에서 가장 인격을 형성시켜 주는 두 글자로 된 단어 ‘no’로

은 고등어를 즉시 게걸스럽게 먹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원들은 두 마리의 물고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 을 충분히 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그들의 자녀의

기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리 칸막이를 놓았고 그래서 창꼬치가 그 사냥감에 대

인격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주 사회의 바로 그 근본을 서서히 약화

해 관심을 보일 때 그것은 유리 칸막이에 되풀이해서 세게 부딪쳤다. 마침내

시킬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나라를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창꼬치가 포기했을 때 연구원들은 유리 칸막이를 제거했다. 흥미롭게도 창꼬

나라로 만든 것은 개인의 지략, 인내, 그리고 좌절에 대한 관용이었다. 이런 모

치는 장애물이 있었던 지점까지만 헤엄쳐 가서 멈추곤 했다. 창꼬치는 칸막이

든 이유 때문에 다음번에 비타민 N을 복용하라고 주고 여러분의 자녀가 비명

가 아직도 그곳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 이후에 똑같은 수조에서 행복하

을 지르며 마룻바닥에 주저앉을 때 그것을 잘한 것이라고 여겨라!

게 살았다. 창꼬치는 ‘안 돼’에 의해서 고등어를 먹는 것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해설 |

자녀에게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므
로, ②가 필자가 주장으로 가장 적절하다.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길들여졌다. 그것은 미래에 “그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
았다. 그것이 단 한 번만 더 시도했더라면 “그래”는 그곳에 있었을 것이다. 창
꼬치처럼 되지 말라.
해설 |

구문 |

• I’m amused because the comment always says more
about the parent than it does the child. : does는 says
about를 대신하는 대동사이다.
• It’s not that the child can’t take no, it’s that he or she
has no reason to believe it. : 「It’s not that 〜, it’s that ...」
은 ‘그것은 〜 때문이 아니라 … 때문이다’의 뜻이다.

• After all, it was [individual resourcefulness,
perseverance, and a tolerance for frustration] that made
this country the greatest nation on earth. : [ ]가 「it was
〜 that ...」 강조 구문으로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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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문장 Don’t be like the barracuda.가 필자가 주장하는
요지이다. 창꼬치가 한 번만 더 시도했더라면 자신의 뜻을 이루었을
수 있었는데 포기한 창꼬치처럼 되지 말라는 말은 결국 실패하더라
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므로, ④가 필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하다.
구문 |

Interestingly, the barracuda would swim only to the
point where the barrier had been and stop. :
Interestingly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이 문장은 It is
interesting that the barracuda ~.로 바꾸어 쓸 수 있다. stop
은 swim과 병렬 구조를 이루어 조동사 would에 이어지는 동사
이다.

www.ebsi.co.kr

다 주어인 Reviewers에 이어진다. 첫 번째 { }에서 by -ing는

어휘 |
●
●
●
●
●
●

predator 포식 동물

devour 게걸스럽게 먹다
partition 칸막이
kill 사냥감

barrier 장애물

●
●
●
●

prey 먹이

‘~함으로써’라는 뜻이다. 두 번째 { }는 a description of their

invisible 보이지 않는

thoughts on the item을 수식한다.

go in for 〜에 관심을 보이다

어휘 |

slam 세게 부딪치다

●

c ondition (특정 조건에 반응을 보이거나 익숙해지도록) 길들이다〔훈련

시키다〕

●
●
●

03

⑤

문장 끊어읽기
▶

Some people like the way / the Internet gives everyone a
voice / ― anyone with Internet access / can express his or
her opinion / about anything.

어떤 사람들은 방식을 좋아한다 / 인터넷이 모든 사람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는 / 즉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 무엇이든지 그것에 관한
▶

There are many ways / people can share / their opinions
online: / they can create their own websites / and express
their thoughts / on social networking sites / like Facebook and
Twitter.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 자신들의 의견을 온라인에서 /
그들은 자기 자신의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 /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서 / Facebook과 Twitter와 같은

access 접속, 접근

product review 제품 평
description 서술, 묘사

●
●
●

credible 믿을 만한

post (글 따위를) 올리다
rate 평가하다

prospective 장래의, 유망한

04

②

문장 끊어읽기
▶

Whatever goal you identify, / never lose sight of it / during
your argument, / regardless of temptations or distractions /
that may come your way.

어떤 목표를 확인하든지 간에 / 그것(목표)을 잃어버리지 말라 / 논쟁을 하는 동
안에 / 유혹이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에 아랑곳하지 말고 / 일어날지도 모를
▶

To make a successful argument, / you must keep your eye /
on the goal of your argument.

성공적인 논쟁을 하려면 / 시선을 두어야 한다 / 논쟁의 목표에
소재 | 목표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할 필요성
해석 |

어떤 목표를 확인하든지 간에, 일어날지도 모를 유혹이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
는 것에 아랑곳하지 말고 논쟁을 하는 동안에 절대로 그것(목표)을 잃어버리지

소재 | 온라인 평가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야 할 필요성

말라. 테니스에서 스트로크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려면, 시선을 항상 공에다 두

해석 |

어야 한다. 성공적인 논쟁을 하려면, 시선을 논쟁의 목표에 두어야 한다. 격전

여러분은 인터넷에 대해서 무엇을 가장 즐기는가?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이 모
든 사람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는 방식, 즉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
람은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그것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좋아한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온라인에서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
법이 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웹사이트를 만들고 Facebook과 Twitter와 같
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사람
들은 Amazon.com과 같은 웹사이트에 제품 평을 올려서 자신의 생각을 공유
할 수 있다. Amazon.com은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하며, 이 웹사이트에 올라
있는 판매 물품들 중 대부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되었다. 평가자들은 한 개
에서 다섯 개까지 별을 줌으로써 물품들을 평가하며 이 평가에 동조하는 그 물
품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서술하는 글을 쓸 수 있다.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

을 벌이는 재판에서 이렇게 하기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도움을 얻기 위해
서 여러분은 Daniel O’Connell이라는 유명한 아일랜드 법정 변호사의 조언
을 얻어야 할 것이다. 재판에서 그는 종이쪽지를 변호인석 탁자에 보이는 곳에
놓아두었는데 그 종이쪽지에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적어 놓았다. “좋은 변론
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평결이 가장 중요한 것이란 걸 잊지 말라.”
해설 |

재판 변론에서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집중하여 다른 것에
의해 주의를 빼앗기거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이므
로, ②가 필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하다.
구문 |

누구나 올릴 수 있는 온라인 평가보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믿을 만한

At trial, he kept a piece of paper in view at counsel’s
table [on which he had written these words : “A good
speech is a good thing, but never forget that the verdict
is the thing.”] : 「keep ~ in view」는 ‘~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
다’라는 뜻이다. [ ]가 a piece of paper를 수식한다.

자료를 신뢰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⑤가 필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

어휘 |

절하다.

●

는 사람은 구매를 할 때에 온라인에 올라 있는 이러한 평을 믿지 말아야 한다.
대신에, 소비자들은 구매를 할 때에 전문가의 의견과 믿을 만한 자료를 신뢰해
야 한다.
해설 |

●

구문 |

Reviewers [rate items {by giving between one and five
stars}] and [can write a description of their thoughts on
the item {to go along with this rating}]. : 두 개의 [ ]가 둘

●
●
●
●

identify 확인하다

●

argument 논쟁

lose sight of ~을 잃다

regardless of ~에 아랑곳하지 않고〔상관없이〕
temptation 유혹

distraction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
stroke (테니스의) 스트로크

●

hard-fought 격전을 벌이는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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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prominent 유명한

counsel’s table 변호인석 탁자

문장 끊어읽기

verdict 평결

▶

05

▶

With all the school taxes / I am paying, / why am I required /
to supply my child’s classroom?

모든 교육세가 있는 상황에서 / 제가 지불하는 / 왜 제가 요구를 받는 걸까요 /
아이의 교실에 물품을 제공하라는
▶

How do these children feel / when they see their peers
unloading their backpacks / with all the new and fresh
supplies, / and they don’t have anything?

이러한 아이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 또래 친구들이 책가방을 내려놓는 것을
볼 때 / 그 모든 새롭고 산뜻한 물품이 들어 있는 / 그리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없
을때

Customer-centric companies / communicate and are deeply
committed to / their brand promise, / which is solely focused /
on customer outcome.

고객 중심의 회사는 / 전달하고 깊이 헌신하는데 / 자신들의 유망 브랜드를(에) /
그것은 오로지 초점이 맞춰져 있다 / 고객의 반응 결과에

⑤

문장 끊어읽기
▶

③

As a result, / these companies are winning new customers /
who were likely another company’s loyalty-neutral “satisfied”
customers / “willing to explore other options.”

그 결과 / 이러한 회사는 새로운 고객을 얻고 있다 / 어쩌면 다른 회사에 대한 충
성도가 중립적인 ‘만족한’ 고객이었던 / ‘다른 선택권을 탐색할 의지가 있는’
소재 | 고객 중심의 회사
해석 |

고객 중심의 회사는 자신들의 유망 브랜드를 전달하고 그것에 깊이 헌신하는
데, 그것은 오로지 고객의 반응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들은 그것이 그
들을 돋보이게 만든다고 알고 있다. 그들은 “저희들이 최고입니다!”와 같은 표

소재 | 학교 수업에 필요한 물품 구입

현으로 자신들의 상품과 서비스 또는 전문 기술이나 인식되는 우월성에 대해

해석 |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또는 자신들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두 중학생 자녀의 부모로서 저는 신학기 학용품 구입에 120달러 이상을 지출

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들은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오로지 구매자

했습니다. 거기에는 책가방, 물통, 또는 점심 도시락 가방이 포함되어 있지 않

의 관점에서 소비자를 위해 그들이 할 일에 대해 말한다. 구매자의 관점에서

습니다. 우리의 지출 목록에는 서류철, 바인더, 크레용, 연필, 티슈, 가는 마커

가치와 성과를 언명하는 이런 방침을 따르는 것은 호기심으로 시작되는 명확

펜, 굵은 마커 펜, 미세 마커 펜, 초미세 마커 펜 등과 같은 물품들이 있었습니

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러한 호기심은 문의를 가져오고

다. 제가 지불하는 모든 교육세가 있는 상황에서 왜 제가 아이의 교실에 물품

최종적으로 구매를 가져온다. 그 결과 이러한 회사는 ‘다른 선택권을 탐색할 의

을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는 걸까요? 제 아이에게 연필과 종이를 제공하는 것

지가 있는’, 어쩌면 다른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중립적인 ‘만족한’ 고객이었던

은 학교의 책임입니다. 저는 비록 쉽지는 않지만 그러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사람들을 새로운 고객으로 얻고 있다.

가능한 재정 상태에 있습니다. 아주 많은 가정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미
세 마커 펜이나 초미세 마커 펜이 아닌 식품, 약품, 혹은 주거를 놓고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은 아침밥도 못 먹고, 옷이나 신발도 제대로 못 갖
추고 학교에 다닙니다. 또래 친구들이 그 모든 새롭고 산뜻한 물품이 들어 있
는 책가방을 내려놓는 것을 보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러한 아이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필자는 학생들의 수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가
정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고 말하면서, 교육세를 내고 있으
므로 이 비용을 가정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
라서 필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구문 |

I am in a financial position [where, {although not easy},
it is doable to purchase the supplies]. : [ ]는 관계부사
where가 이끄는 관계절로 선행사 a financial position을 수식한
다. { }는 관계절 안에 삽입된 부사절로 although it is not easy
for me to purchase the supplies를 줄여 쓴 것이다.

●
●

back-to-school 신학기의
marker 마커 펜, 형광펜

purchase 구입하다

unload (짐을) 내리다

의 관점에서 소비자를 위해 할 일을 강조하는 회사가 새로운 고객을
얻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Following this path of declaring value and outcome
from the buyer ’s perspective] creates definitive
consumer responsiveness [that begins with curiosity]. : 동
명사 Following으로 시작되는 첫 번째 [ ]가 문장의 주어이며,
동사는 단수 주어에 맞춘 creates이다. 두 번째 [ ]는 관계절로 선
행사 definitive consumer responsiveness를 수식한다.
어휘 |
●
●
●
●
●

어휘 |
●

상품과 서비스 또는 전문 기술의 우월성을 드러내기보다는 구매자

구문 |

해설 |

●

해설 |

●
●
●

folder 서류철

doable 할 수 있는
medicine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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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ustomer-centric 고객 중심의

●

brand promise 유망 브랜드

●

expertise 전문 기술

●

be committed to ~에 헌신하다

solely 오로지, 유일하게

set apart 돋보이게 만들다, 다르게 만들다
dominance 우월성, 지배

declare 언명하다, 분명히 말하다
responsiveness 반응

ultimately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loyalty 충성도

●
●
●
●
●

perceived 인식되는, 인지된
perspective 관점
definitive 명확한

inquiry 문의, 질문, 연구
purchase 구매

explore 탐색하다

www.ebsi.co.kr
●

08

option 선택권

④

문장 끊어읽기

07

▶

②

그들은 식량을 위해 동물을 사냥했고 / 정원을 돌보았고 / 자신의 집을 지었고 /
그들이 가야 하는 어디든 걸어갔다

문장 끊어읽기
▶

Because you have a limited supply, / each act of will / creates
a win-lose scenario / where winning in an immediate situation
through willpower / makes you more likely to lose later /
because you have less of it.

여러분은 제한된 공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 의지력의 각 행동은 / 이기느냐 지느
냐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게 된다 / 그것에서 당면한 상황에서 의지를 통한 승리
가 / 나중에 질 가능성이 더 많게 만든다 / 의지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

Everyone accepts / that limited resources must be managed, /
yet we fail to recognize / that willpower is one of them.

모두가 동의한다 / 한정된 자원이 관리되어야 한다 / 하지만 우리는 인식하지 못
한다 / 의지력이 그 중에 하나라고

They hunted animals for food, / tended to their gardens, / built
their own homes, / and walked wherever they had to go.

▶

In our thoroughly modern world, / we drive to work, / sit at a
desk all day, / drive home, / and loaf around on the couch.

우리의 완전히 현대화된 세계에서는 / 우리는 직장까지 운전하고 / 하루 종일 책
상에 앉아 있고 / 집까지 차를 몰고 / 소파에서 빈둥거린다
소재 | 육체적 활동의 필요성
해석 |

육체적 활동은 우리 조상들에게는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었다. 그
들은 식량을 위해 동물을 사냥했고, 정원을 돌보았고, 자신의 집을 지었고, 그
들이 가야하는 어디든 걸어갔다. 우리의 완전히 현대화된 세계에서는 우리는
직장까지 운전하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고, 집까지 차를 몰고, 소파에서

소재 | 의지력의 재충전

빈둥거린다. 우리는 일상생활로부터 거의 완전히 움직임을 제거해왔다. 이것은

해석 |

의지력을 여러분의 휴대폰의 배터리처럼 생각하라. 매일 아침 여러분은 완전
히 충전된 상태로 시작한다. 그 날이 흘러감에 따라,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것을 다 쓰게 된다. 그러므로 녹색 눈금이 줄어들면, 여러
분의 결심도 그러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빨갛게 되면, 여러분은 끝나게 된다.
의지력은 한정된 배터리 수명을 가지고 있지만 얼마간의 비가동 시간을 통해
재충전될 수 있다. 여러분은 제한된 공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지력의 각 행

우리의 복부, 엉덩이, 허리에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뇌에도 안 좋은 소식이
다. 육체적 운동은 뇌를 위해 자연의 특효약처럼 작용한다. 여러분이 건강한 뇌
를 갖기 원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움직여야 한다! 육체적 활동은 뇌의 기능
을 강화하고 신체를 젊어 보이게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이 여섯 살이든 아흔 여섯 살이든 간에, 운동은 여
러분의 뇌를 위해 젊음의 샘처럼 작용한다.

동은 당면한 상황에서 의지를 통한 승리가 의지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해설 |

질 가능성이 더 많은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게 된다. 참호에서

활발한 두뇌 활동을 위해서는 육체적 활동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내

힘든 날을 헤쳐 나가라, 그리고 늦은 밤의 간식의 유혹이 여러분의 다이어트의

용이므로, 필자의 주장으로는 ④가 가장 적절하다.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한정된 자원이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모

구문 |

해설 |

Physical activity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thing [you
can do to enhance brain function and keep your body
looking young].: [ ]는 the single most important thing
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며, enhance와 keep은 병렬 구조를 이루고

휴대폰의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의지력도 재충전되고 관리되어야 한

있다.

다는 내용이므로, ②가 필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하다.

어휘 |

두가 동의하지만, 의지력이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다. 따
라서 우리는 그것을 음식이나 수면처럼, 관리되고 재충전되는 개인적 자원으
로 간주해야 한다.

●

구문 |

Because you have a limited supply, each act of will
creates a win-lose scenario [where winning {in an
immediate situation through willpower} makes you more
likely to lose later {because you have less of it}]. : [ ]는
관계부사절로 a win-lose scenario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
으며, 첫 번째 { }는 winning을 수식하고 있으며, 두 번째 { }는

●
●
●
●

ancestor 조상

loaf 빈둥거리다

not to mention ~은 말할 것도 없이
butt 엉덩이

fountain 샘, 원천

●
●
●
●

thoroughly 완전히, 철저히
eliminate 제거하다
belly 복부, 배

enhance 강화시키다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어휘 |
●
●
●
●
●

willpower 의지력

shrink 줄다, 오그라들다
downtime 비가동 시간

make it through 통과하다
lure 유혹

●
●
●
●
●

draw on ~을 사용하다
resolve 결심, 결의

immediate 당면한, 직접적인
trench 참호, 트렌치

downfall 실패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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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글의 요지
01
05

④

02

③

06

어휘 |
본문 64~67쪽

③

03

④

07

②

04

③

08

●
●

④
④

●
●
●

01

④

문장 끊어읽기
▶

Why are allergic reactions / on the rise / in Western
industrialized countries / but not in other regions, / such as
rural areas of Africa and Asia?
This drop has meant / that children living in these countries /
aren’t exposed to as many germs / as were children from
earlier eras / or children who today live in less sanitary
conditions / in less developed countries.

이 감소는 의미했다 /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 많은 세균에 노출되어 있
지 않다는 것을 / 더 이른 시대의 아이들이 그러는 만큼 / 또는 덜 위생적인 환경
에서 오늘날 살고 있는 아이들 / 덜 선진화된 나라의
소재 | 세균에 노출될 필요성
해석 |

antibiotic 항생제
era 시대

sufficient 충분한

immune system 면역 체계

●
●
●
●

plumbing 배관, 배관 작업
germ 세균

sanitary 위생적인, 위생의

component 구성 요소, 성분

02

③

문장 끊어읽기
▶

왜 알레르기 반응이 / 증가하고 있는가 / 서양의 산업화된 나라에서 /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가 /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시골 지역과 같은
▶

rural 시골의, 전원의

I have worried / about a great many things in life, / most of
which have never happened.

나는 걱정했다 / 삶에서 아주 많은 것들에 대해 / 그런데 그것들 대부분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

Of the remaining portion of our worries, / twenty percent are
about things already past / and activities completely beyond
our control.

우리의 걱정의 나머지 부분 중에서 / 20퍼센트는 이미 지나간 것들에 관한 것이
다 /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활동
▶

The final half, / or two percent of our worries / which are real, /
can be solved easily, / according to these researchers, / “if we
stop worrying and start doing!”

마지막 반 / 즉 우리의 걱정의 2퍼센트는 / 진짜 걱정인 / 쉽게 해결될 수 있다 /
이 연구원들에 의하면 /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멈추고 일하기 시작하면

왜 서양의 산업화된 나라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증가하고 있고 아프리카와 아

소재 | 걱정의 쓸데없음

시아의 시골 지역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가? 몇 개의 이론이 있

해석 |

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알레르기의 증가를 서양의 성공의 대가로 여긴다. 현대

Mark Twain은 “나는 삶에서 아주 많은 것들에 대해 걱정했지만 그것들 대부

적인 배관, 더 깨끗한 집, 그리고 항생제와 백신의 도입이 지난 1세기 정도에

분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미시건 대학교의 한 연구는 인간의

걸쳐 선진국에서의 어린이 질병의 감소를 생기게 했다. 이 감소는 이 나라에

걱정 중 60퍼센트가 완전히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의 걱정의 나머

살고 있는 아이들이 더 이른 시대의 아이들이나 덜 선진화된 나라의 덜 위생적

지 부분 중에서 20퍼센트는 이미 지나간 것들과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

인 환경에서 오늘날 살고 있는 아이들만큼 많은 세균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는 활동에 관한 것이다. 또 다른 10퍼센트는 너무 하찮아서 전혀 그다지 중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이런 ‘나쁜 놈’에 대한 충분한 노출이 없어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의 걱정 중 나머지 10퍼센트 중 4 내지 5퍼센트

서 발전하는 면역 체계의 어떤 구성 요소가 적절히 발전하지 않는다.

만 정말로 타당하다. 그리고 이 나머지 실행 가능한 걱정의 반조차 변화시킬

해설 |

서양의 선진국 아이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시골 지역의 아이들
보다 세균에 대한 노출이 더 적어서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것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므로, ④ ‘세균에 노출이 덜 되면 면역력이 약해진다.’
가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하다.
구문 |

This drop has meant that children {living in these
countries} aren’t exposed to as many germs [as were
children {from earlier eras} or children {who today live
in less sanitary conditions in less developed countries}]. :
세 개의 { }는 모두 바로 앞의 children 을 수식한다. [ ]는
「as+were+주어(children ~)」의 구조로 「as+주어(children ~)
+were exposed to germs」에서 반복되는 exposed to germs
가 생략되고 주어와 be동사가 도치된 구문이다. 접속사 as 다음에
서는 주어와 be동사 또는 주어와 대동사 do가 흔히 도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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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다! 마지막 반 즉 진짜 걱정인 우리의 걱정의 2
퍼센트는 이 연구원들에 의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멈추고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 통계의 정확성은 중요하지 않다. 반론의 여
지가 없는 요점은 우리의 걱정의 대부분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스트레스의 가
치가 없다는 것이다.
해설 |

마지막 문장 The indisputable point is that most of our

worries are not worth the stress they generate.에 글의 요지
인 ③ ‘대부분의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다.’가 잘 나타나 있다.
구문 |

• “I have worried about a great many things in life, [most
of which have never happened].” : [ ]는 and most of
them (=a great many things in life ) have never
happened로 풀어 쓸 수 있다.
• And even half of this residue of viable worries is
beyond our capacity to change! : this residue와 viable

www.ebsi.co.kr

worries는 동격 관계이다.

goes and picks ~와 puts ~가 이어진다. [ ]는 조건의 뜻을 나
타내는 부사절이다.

어휘 |
●
●
●
●
●
●

unwarranted 불필요한, 부당한

●

petty 사소한, 하찮은

어휘 |
●

justifiable 정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precision 정확, 정확성

portion 부분

●

●

statistics 통계

●

indisputable 반론의 여지가 없는, 부인할 수 없는
generate 발생시키다, 만들어 내다

03

②

▶

If there are certain things / you are scared of, / like heights or
spiders for example, / try not to show that / in front of your
toddler, / or the same fears will pass over.

I also have the same fear, / although not quite as bad as her, /
as I’m happy to ignore tiny spiders, / whereas she can’t.

나도 또한 똑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 / 내가 비록 엄마만큼은 심하지 않지만 /
나는 기꺼이 아주 작은 거미들을 무시하므로 / 반면에 엄마는 그렇게 하지 못하
므로
소재 | 두려워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할 이유
해석 |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에게 자신감, 독립심, 대담함을 키워주려면, 여러분은 열
정을 보여주어야 하며 너무 지나치게 보호해 주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높
은 곳이나 거미와 같은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걸음마를 배
우는 여러분의 아이 앞에서 그것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동일한 두려움이 전달될 것이다. 나의 엄마는 거미를 무서워하
여 아주 작은 것을 보더라도 도망친다. 엄마는 내가 성장하는 동안에 항상 이
렇게 했다. 나는 기꺼이 아주 작은 거미들을 무시하는 반면에 엄마는 그렇게
하지 못하므로, 내가 비록 엄마만큼은 심하지 않지만 나도 또한 똑같은 두려움
을 갖고 있다. 나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자녀들이 집
에 있을 때에 집 주변에서 거미를 보게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고 아빠에게 그 거미를 치우게 하거나 나는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걸음
마를 배우는 아이를 데리고 조용히 그 상황에서 빠져나왔다. 나의 세 명의 아
이들 중 어느 누구도 현재 거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다. 사실은, 나의
가운데 자녀인 아들은 아빠가 근처에 없어서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에 내 대신
아주 즐겁게 가서 우리 집 안에 있는 거미를 집어서 밖에 놓아준다!
해설 |

부모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면 그 두려움이 자녀에
게 전달되므로 자녀 앞에서는 두려움을 마음속에 감추고 태연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② ‘두려워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가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하다.
구문 |

●

reassure 안심시키다

toddler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
pass over 전달되다

In fact, my middle son quite happily goes and picks up
the spiders in our house and puts them outside for me [if
Daddy isn’t around to do it]! : 주어인 my middle son에

④

문장 끊어읽기

어떤 것들이 있다면 /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 예를 들어, 높은 곳이나 거미와 같
은 / 그것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 걸음마를 배우는 여러분의 아이
앞에서 /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동일한 두려움이 전달될 것이다
▶

enthusiasm 열정

●

04

문장 끊어읽기
▶

independence 독립심

Because of the immense computational complexity and
impracticality / of processing all the inputs / a particular
situation presents, / the cognitive system has developed / a
number of mechanisms / that limit the number of possibilities
/ that are considered.

엄청나게 계산적으로 복잡하고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 모든 투입되는 정보를 처
리하는 것이 / 어떤 특정한 상황이 제시하는 / 인지 체계는 발달시켜왔다 / 여러
가지 기제를 / 가능성의 수를 제한하는 / 고려되는
▶

You can’t contemplate 9,000 different nuances / in someone’s
face / in a timely fashion.

여러분은 9천 가지의 서로 다른 뉘앙스를 생각할 수가 없다 / 어떤 사람의 얼굴
에 나타나는 / 제시간에 맞추어서
소재 |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지 체계
해석 |

어떤 특정한 상황이 제시하는 모든 투입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엄청나게
계산적으로 복잡하고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인지 체계는 고려되는 가능성의 수
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기제를 발달시켜왔다. 어떻게 그랬을까? 우선, 눈으로
는 제한된 양의 고품질 정보를 받아들이며, 이것은 필요에 따라 더 낮은 품질
의 정보에 의해서 보강된다. 여러분의 눈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
에, 눈은 여러분의 시야에 들어 있는 것의 오직 일부만을 받아들인다. 진동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눈은 자신이 보는 것을 반복적으로 새롭게 한다. 이러한 움
직임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뇌가 판단하도록 도와준다. 그러
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는 것에 관하여 지름길을 택하며 뛰어넘기를 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9천 가지의 서로 다른 뉘앙스를 제시
간에 맞추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 여러분은 그것을 단순화한다.
해설 |

방대한 양의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인지 체계는 중요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 판단 과정을
단순화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④ ‘인간의 인지 체계는 정보를 선
택적으로 인식한다.’가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하다.
구문 |

These movements help your brain decide [what it is
you’re looking at]. : 「help+목적어+원형부정사」는 ‘~가 …하는
것을 돕다’라는 뜻이다. [ ]는 decide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어휘 |
●
●
●
●

immense 엄청난

●

info 정보

●

impracticality 비현실성
horizon 시야

●

●

computational 계산의

supplement 보강하다, 보완하다
fraction 일부, 부분
vibration 진동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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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efresh 새롭게 하다

contemplate 생각하다
timely 제시간의, 때맞춘

●
●

shortcut 지름길

어휘 |

nuance 뉘앙스

●
●
●

05

●

③

●
●

문장 끊어읽기
▶

Keeping in mind / that the tide can turn at any time / is an
excellent way / of refraining from becoming boastful / when
things go well for us.

명심하는 것은 / 형세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 훌륭한 방법이다 /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을 자제하는 / 만사가 우리에게 잘 풀릴 때
▶

They realized early on / what we all should: / It is easier to
accept help from others / when we know / that we have
always treated them with respect, / than when we realize in
critical moments / that we have been arrogant and foolish all
along.

그들은 일찍이 깨달았다 /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을 /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
오는 도움을 받아들이기가 더 쉽다는 것이다 / 우리가 알고 있을 때 / 항상 존중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여 왔음을 / 결정적인 순간에 깨달을 때보다 / 우리가
줄곧 오만하고 어리석게 지내왔음을
소재 | 타인에 대한 존중

●

normally 보통 때, 일반적으로

●

belittle 얕보다

●

reject 거부하다

look down upon ~을 우습게 보다, ~을 멸시하다
adjust 조절하다

●

boastful 뽐내는, 자랑하는

●

luxury 호사, 사치

motive 진의, 동기		

refrain from ~을 자제하다, ~을 삼가다
critical 결정적인, 중대한

●

be confronted with ~에 직면하다
arrogant 오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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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장 끊어읽기
▶

The problem with stopping at this comfort level, / however, /
is that it usually confines you / to only a tiny bit / of the rich
world of music.

이러한 편안한 수준에 그치는 것의 문제는 / 하지만 / 그것이 보통 여러분을 가둔
다는 것이다 / 오로지 아주 작은 일부에 / 풍부한 음악 세계의
▶

Why confine yourself / to just one small piece of it / and miss
out on other kinds of music / that could enrich your life?

왜 여러분 자신을 한정하여 / 그것의 작은 한 부분에 / 다른 종류의 음악을 놓치
는가 /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해석 |

소재 |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음악 감상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때라면 거부하거나 우습게 볼 일들을 받아들인

해석 |

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이전에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적어도 한 가지 종류의 음악을 좋아한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그들

심지어 얕보았을지도 모를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다. 특

에게 친숙한 음악이고, 그것은 흔히 그들이 듣는 유일한 종류의 음악이다. 사람

히 호사스럽고 여유롭게 지낼 때 이를 깨닫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그것이

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음악에서 더 편안함과 감당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진의

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안한 수준에 그치는 것의 문

를 재고하도록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세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명

제는 그것이 보통 여러분을 풍부한 음악 세계의 오로지 아주 작은 일부에 가둔

심하는 것은 만사가 우리에게 잘 풀릴 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을 자제하는

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비유를 생각해보라. 여러분이 외국에서 온 사람에게

훌륭한 방법이다. 자신의 인생에서 오르내림에 반복적으로 직면했던 링컨, 간

여러분 나라에서 보아야 할 것에 대해 조언해 줄 기회를 가졌다고 가정해 보

디, 만델라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 생각해 보라. 그들은 우리 모두가 깨

라. 여러분은 나라 중에서 여러분의 지역을 볼 것을 제안할 것이고, 그것은 괜

달아야 할 것을 일찍이 깨달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줄곧 오만하고 어리석게 지

찮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방문객이 여러분의 나라에 대해 경험해야 할 모든

내왔음을 결정적인 순간에 깨달을 때보다 다른 사람들을 항상 존중하는 마음

것인가? 다른 멋진 도시와 놀라운 자연은 어떻게 되는가? 음악에 대한 그 비

으로 대하여 왔음을 알고 있을 때 그들에게서 나오는 도움을 받아들이기가 더

유는 명료한 것 같다. 세상에는 방대하고 다양한 음악 세계가 존재한다. 왜 여

쉽다는 것이다.

러분 자신을 그것의 작은 한 부분에 한정하여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다른

해설 |

종류의 음악을 놓치는가?

만사가 잘 풀릴 때 오만한 태도를 자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해설 |

마음으로 대해야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그들로부터 도움을 얻어내

자신이 좋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음악만 감상하는 것을 여행 중 일

기가 쉽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③ ‘남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부 장소만 구경하는 것에 비유하면서, 다양한 음악을 접함으로써 삶

어려울 때 도움을 얻기 쉽다.’가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하다.

을 풍요롭게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④ ‘다양한 음악을 접

구문 |

하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가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하다.

We may accept assistance from those [we previously
considered unimportant], and [whom we may have even
belittled]. : 두 개의 [ ]는 모두 관계절로 선행사 those(사람들)

구문 |

째 관계절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지만, 두 번째 관계

Why [confine yourself to just one small piece of it] and
[miss out on other kinds of music that could enrich your
life]? : Why 다음에는 do you가 생략되어 있다. 술어부를 이루
는 두 개의 [ ]가 and로 연결된 구조이다. 형식상 의문문(왜 ~하는

절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관계절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반적으

가?)이지만 내용상 부정의 의미(~하지 말아야 한다)가 담긴 수사의

로 생략하지 않는다.

문문이다.

를 수식한다. 이와 같이 두 개의 관계절이 접속사로 연결될 때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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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
●
●
●
●
●

●

be familiar with ~에 친숙하다

competent 감당할 수 있는, 유능한

●
●

analogy 비유

confine 가두다, 한정하다		

natural wonder 놀라운 자연, 자연의 불가사의

●

frustrated 좌절한

physiological 생리적인, 생리학의

●
●

apple of one’s eye 사랑하는 사람

misinterpret 잘못 해석하다
evidence 증거

08

miss out on ~을 놓치다

④

문장 끊어읽기

07

③

▶

문장 끊어읽기
▶

Such effects can be dramatic, / with one spurned lover /
eventually kidnapping his former sweetheart / and later
tearfully explaining, / ‘The fact that she rejected me / only
made me want to love her more.’

진부한 불평은 / 성공한 사업가와 결혼한 여자로부터의 / “당신은 나를 위한 시간
이 없다.”이다
▶

그러한 영향은 극적일 수가 있다 / 퇴짜 맞은 연인이 / 결국에는 이전 애인을 납
치하고는 / 나중에 눈물을 글썽이며 설명하면서 / 그녀가 나를 거부했다는 사실
이 / 그녀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

However, / if that person happens to be in love / they may
misinterpret / the physiological signs of their frustration / as
evidence of passion.

하지만 / 그 사람이 우연찮게 사랑에 빠져 있다면 / 그들은 잘못 해석할 수 있다 /
자신의 좌절감의 생리적 신호를 / 열정의 증거로
소재 | 짝사랑의 감정

짝사랑은 종종 얻을 수 없는 상대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을 증가시킨다. 그러한
영향은 퇴짜 맞은 연인이 결국에는 이전 애인을 납치하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가 나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게 만들었을 뿐입
니다.’라고 설명하면서 극적일 수가 있다. 인간은 자신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심리학 이론은 이러
한 사건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누군가가 그들이 원하는 무엇인
가를 하는 것이 방해를 받을 때, 그 사람은 좌절하고 화가 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우연찮게 사랑에 빠져 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좌절감의 생리
적 신호를 열정의 증거로 잘못 해석할 수 있다. 퇴짜를 맞을수록, 그들은 얻을
수 없는 자신의 사랑하는 대상에게 더 끌리게 된다.
해설 |

거부당한 상대방에게 끌리게 되는 짝사랑의 감정은 심리학적 이론
과 다르다는 내용이므로, ③ ‘짝사랑의 감정은 일반적이지 않은 심
리 반응을 일으킨다.’가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하다.
구문 |

Such effects can be dramatic, [with one spurned lover
eventually kidnapping his former sweetheart and later
tearfully explaining, ‘The fact that she rejected me only
made me want to love her more.’] : 「with+목적어+현재분사
구」는 동시상황을 나타내며, kidnapping과 explaining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

●
●

psychological 심리학의

직장에서의 훌륭한 수행을 위한 구성 요소는 / 기본적인 필수품이다 / 시간, 에너
지, 열정, 그리고 결단력이라는 / (이것들이) 바로 원만한 인생의 협력자의 특징
이다
소재 | 성공한 사람들의 기술
해석 |

일은 행복한 결혼이나 인간관계에 적이라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된다. 성공한 사업가와 결혼한 여자로부터의 진부한 불평은 “당신
을 하는 것도 점점 흔해지고 있다. 인사관리 코치인 Gunter F. Gross는 평생
직장생활과 개인적인 삶의 관계에 관심이 있었고 매우 흥미로운 결론에 이르
렀다: 성공한 사람들은 협력이나 결혼에서도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자신
들의 직장생활에서 습득해 왔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일에 능숙한 사람들이 자
신의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직장에서의 훌륭한 수행을 위한 구성 요소는 시간, 에너지, 열정, 그리
고 결단력이라는 기본적인 필수품인데, 이것들이 바로 훌륭한 인생의 협력자
의 특징이다.
해설 |

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도 성공을 가져올 요소를 가
지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④ ‘일에서 성공한 사람이 인간관계에서도
성공을 거두기 쉽다.’가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하다.
구문 |

It is also becoming increasingly common for men [to
make the same complaint about their working wives].: It
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for men이 to
부정사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낸다.
어휘 |
●
●
●
●
●

어휘 |

unobtainable 얻을 수 없는

The ingredients for a good performance at work / are the
basic commodities / of time, energy, enthusiasm, and
determination — / precisely the features of a good life partner.

은 나를 위한 시간이 없다.”이다. 또한 일하는 아내에 대해 남자가 똑같은 불평

해석 |

●

The stereotypical complaint / from a woman married to a
successful businessman / is “You don’t have any time for
me.”

●

stereotypical 진부한

personnel management 인사관리
conclusion 결론

commodity 필수품

determination 결단력

●
●

ingredient 구성 요소, 요인
enthusiasm 열정, 열의

tearfully 눈물을 글썽이며

go out of one’s way 비상한 노력을 하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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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글의 제목

본문 68~71쪽

01

②

02

③

03

⑤

04

⑤

05

③

06

⑤

07

②

08

②

01

+목적격보어」는 ‘~을 …한 상태로 있게 만들다’의 뜻이다.
②

문장 끊어읽기
▶

But / consider Joe, / whose military service / left him haunted /
by memories of battle, / such as the time / he saw / a land
mine tear apart a good friend.

그러나 / Joe를 생각해보라 / 자신의 군대 복무가 /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게
했던 / 전투의 기억들에 의해 / 때와 같이 / 그가 보았던 / 지뢰가 좋은 친구를 갈
가리 찢어버리는 것을
▶

when it comes to exams.에서 it is right가 생략되었다.
• B ut consider Joe, whose military service left him
haunted by memories of battle, such as the time he
saw a land mine tear apart a good friend. : whose는
Joe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의 소유격이다. 「leave+목적어

Whenever I see a date flash / on the television (or anywhere
else for that matter) / I automatically go back to that day / and
remember / where I was, / what I was doing, / what day it fell
on / and on and on and on and on.

• I automatically go back to that day and remember
[where I was], [what I was doing], [what day it fell on]
[ a n d o n a n d o n a n d o n a n d o n ] . : 네 개의 [ ]가
remember의 목적어이다. and on and on and on and on은
Jill Price가 기억하는 것이 세 개의 [ ] 이외에도 아주 많이 있
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반복해서 쓴 것이다.
어휘 |
●
●
●

날짜가 휙 나타나는 것을 볼 때마다 / 텔레비전에서 (또는 그 문제라면 어떤 다른

●

곳에서도) / 나는 자동적으로 그날로 되돌아간다 / 그리고 기억한다 / 내가 어디
에 있었는지 /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는지를 / 계속

●

소재 | 완벽한 기억

●
●

haunt 늘 따라다니다, 머리에서 떠나지 않다
land mine 지뢰

tear apart 갈가리 찢어〔뜯어〕 버리다

spontaneously 저절로, 자발적으로
startle 깜짝 놀라게 하다

●
●

intrude 침입하다

flash 휙 나타나다

for that matter 그 문제라면, 그 점에 대해서는
exhausting 진을 빼는,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해석 |

더 적게 잊을수록 더 좋지 않은가? 아마도 시험에 관한 한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의 군대 복무가 지뢰가 좋은 친구를 갈가리 찢어버리는 것을 보았
던 때와 같은 전투의 기억들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게 했던 Joe를 생각해
보라. 그가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전투의 이미지들이 저절로 그의 생각에 침
입한다.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동안에 휘발유 냄새를 맡는 것과 같이
일상의 경험들이 그를 과거로 데리고 간다. 큰 소음은 그를 깜짝 놀라게 해서

02
문장 끊어읽기
▶

전투 모드로 들어가게 한다. Joe에게 약간 더 잘 잊는 것은 선물이 될 것이다.
하는지를 생각해보라. “내 기억이 내 인생을 지배해 왔다. 텔레비전에서 (또는
동적으로 그날로 되돌아가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는지를 계속 기억한다. 그것은 멈추지 않고, 통제할 수 없

People who have synesthesia / experience a stimulus / that
normally would be perceived by one sense / in a different
sensory modality.

공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 자극물을 경험한다 / 보통 하나의 감각에 의해서 인
식될 / 다른 감각 양상으로

또는 Jill Price가 그녀의 ‘완벽한’ 사진처럼 생생한 기억에 대해 어떻게 생각
그 문제라면 어떤 다른 곳에서도) 날짜가 휙 나타나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자

▶

A person who has this form / always sees a color / in
response to a specific letter or number.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은 / 항상 색깔을 본다 / 특정한 글자나 숫자에 대한
반응으로

고 완전히 진을 뺀다. 나는 매일 내 전체 삶을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게 하고 그

소재 | 공감각(共感覺)

것이 나를 미치게 한다!”

해석 |

해설 |

완벽한 기억이 시험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Joe와 Jill Price의 예
에서 보듯이 일상생활에서 완벽하게 기억하는 것은 고통을 준다는
내용이므로, ② ‘완벽한 기억: 축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가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①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왜 우리는 잊는가
③ 내가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고 싶은 것들

③

소음을 보거나 단어를 맛볼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런 상태는 공감각이라고 불린다. 공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통 하나의 감각
에 의해서 인식될 자극을 다른 양상으로 경험한다. 그들은 음악을 들을 때 실
제로 색깔이나 이미지를 볼지도 모른다. 공감각의 가장 흔한 형태는 색이 칠해
진 글자나 숫자라고 불린다.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특정한 글자나 숫
자에 대한 반응으로 항상 색깔을 본다. 또한 만지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특별
한 냄새를 맡거나 냄새에 대한 반응으로 소음을 듣거나 시각에 대한 반응으로
촉각 자극을 느끼는 공감각 소유자들이 있다. 심지어 세 개 이상의 감각과 관

④ 사진처럼 생생한 기억을 갖고 유지하는 법

련이 있는 공감각을 갖고 있는 몇몇 개인들도 있지만 이것은 특히 이례적이다.

⑤ 일상적인 삶에서의 기억과 망각

공감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결코 특이한 감각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구문 |

보통 특정한 자극물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감각 부위가 그 감각이 공감각적

• M aybe when it comes to exams. : Maybe it is right

382 EBS 기출의 미래 영어독해 - 미래편

인 경험과 관련이 있으면 활성화된다는 것을 연구는 보여주었다.

www.ebsi.co.kr
해설 |

해설 |

소음을 보거나 단어를 맛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색깔이나 이미지를

기대 수준을 설정하여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패로 인정하는 것

보는 등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과 관련이 있는 공감각에 대해 기

보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조금이라도 접근했으면 성공으로

술하고 있으므로, ③ ‘공감각: 감각들의 상호작용’이 글의 제목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⑤ ‘여러분의 자녀를

가장 적절하다.

위해 기대 수준보다는 목표’가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① 다섯 개의 감각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① 여러분의 과업에 초점을 맞추어라

② 우리의 감각은 때때로 기만적이다

② 여러분의 직원들이 그들 자신의 속도를 설정하도록 도와주어라

④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감지하고 그것에 반응하는가

③ 여러분의 자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란 걸 명심하라

⑤ 공감각: 질병인가 독특한 능력인가?

④ 건전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행복

구문 |

구문 |

There are also synesthetes [who smell particular odors in
response to touch], [who hear noises in response to
smell], or [who feel a tactile stimulus in response to
sight]. : 세 개의 [ ]가 관계절로 선행사 synesthetes를 수식
한다.
어휘 |
●
●
●

synesthesia 공감각
sensory 감각의

synesthete 공감각 소유자

Goals are yardsticks [that children ― with their parentsʼ
guidance ― can set for themselves, take ownership of,
and strive toward by their own choice]. : [ ]가
yardsticks를 수식한다. set ~, take ~, strive ~가 모두
children can에 이어진다.
어휘 |

●
●
●

stimulus 자극(물)

●

specific 특정한, 구체적인

●

activate 활성화시키다

yardstick 기준, 척도
attainment 달성

●
●

gradation 단계적 변화

expectation 기대 수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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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문장 끊어읽기
▶

Rather than being all or nothing, / goals have gradations of
attainment / that give children / a large zone of success / and
reduce their area of failure.

1만 4천 개의 Shell 주요소들 중 겨우 20퍼센트만이 / 미국 전역에 걸쳐 존재
하는 / 완전하게 서비스를 받고 운영된다 / Shell 석유 회사에 의해서 / 대부분
의 것들은 소유되거나 가맹 영업권을 받고 (석유 제품을) 공급받는다 / 대략 700

전부냐 제로냐가 되기보다는 / 목표는 달성의 단계적 변화를 지닌다 / 아이들에
게 부여하고 / 거대한 성공의 영역을 / 그리고 실패의 영역을 줄여주는
▶

But, / if she set an outcome goal, / even though the goal of a
95 / wasnʼt fully realized, / she would still see the 89 / as a
success.

하지만 / 자녀가 결과 목표를 설정했다면 / 비록 95점이라는 목표가 / 완전히 실
현되지는 않았지만 / 그녀는 그래도 89점을 여길 것이다 / 성공으로
소재 | 단계별 성취의 수준을 인정하는 목표 설정

Only 20 percent of the 14,000 Shell gas stations / across the
United States / are fully serviced and operated / by Shell Oil
Company; / the majority are owned or franchised and
supplied / by approximately 700 independent gasoline
wholesalers.

개의 독립 휘발유 도매업자들에 의해
▶

A special Go Further incentive program / for the wholesalers /
helps the firm ensure / that customers get a uniformly good
experience / at every Shell station, / regardless of ownership.

특별한 Go Further라는 인센티브 제도는 / 도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 그
기업이 보장해 주는 데 도움이 된다 / 고객들이 한결같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
록 / 모든 Shell 주유소에서 / 소유(관계)에 상관없이

해석 |

소재 |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Shell의 전략

목표는 아이들이, 부모의 지도를 받아, 자기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스스로 설정

해석 |

하고, 소유하고,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준이다. 전부냐 제로냐가 되

미국 전역에 걸쳐 존재하는 1만 4천 개의 Shell 주유소들 중 겨우 20퍼센트만

기보다는, 목표는 아이들에게 거대한 성공의 영역을 부여하고 실패의 영역을

이 완전하게 Shell 석유 회사의 서비스를 받고 그 회사에 의해서 운영된다. 대

줄여주는 달성의 단계적 변화를 지닌다. 아이들이 모든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

부분의 것들은 대략 700개의 독립 휘발유 도매업자들에 의해 소유되거나 가맹

할 것이며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아이들은 자신들이 설정하고 노력을 투

영업권을 받고 (석유 제품을) 공급받는다. 도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입하는 거의 모든 목표에 대해 향상을 보여줄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아이의 부

Go Further라는 인센티브 제도는 고객들이 모든 Shell 주유소에서, (그 주유

모가 학기 중에 자녀의 수학 성적을 80점에서 95점으로 올리는 것으로 결과

소의) 소유(관계)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업이 보

기대 수준을 설정했다. 자녀가 자신의 성적을 겨우 89점으로 향상시켰다면, 자

장해 주는 데 도움이 된다. 도매업자들은 자신들이 관할하는 주유소가 경쟁력

녀는 그 결과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는 데 실패한 셈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자녀

있는 가격 책정, 청결, 야간 조명, 업무 장비, 조경, 그리고 다른 서비스들의 기

가 결과 목표를 설정했다면, 비록 95점이라는 목표가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

준들을 포함하는 10개 항목의 고객 가치 과제(CVP)를 준수하면 시드니, 베니

지만, 그녀는 그래도 89점을 성공으로 여길 것이다.

스, 프라하와 같은 이국적인 장소에 갈 수 있는 여행권을 얻을 수 있다. 주유소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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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해에 두 번씩 미스터리 구매자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다. 높은 CVP 점수

소재 | 경제의 세계화

를 받은 주유소는 (규정을) 따르지 않는 주유소보다 더 큰 브랜드 충성도를 유

해석 |

도하며 5퍼센트 더 많은 휘발유를 판매한다.

우리가 수입된 모닝커피를 마실 때, 외국의 웹 사이트에서 음악을 다운로드할

해설 |

때, 혹은 휴가로 해외에서 여행할 때, 우리는 모두 확대되고 있는 국제 교역과

Shell 석유 회사가 자사의 모든 주유소가 고객들에게 항상 고품질

금융의 세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 경제의 일부가 되는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서비스 기준을 잘 지키

것은 수입된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자로서 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연금 기금이

는 주유소들을 은밀하게 조사하여 보상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나 대학에 내는 기부금이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돈은 우리의 퇴직생활 또는 캠

내용의 글이므로, ⑤ ‘고객들에게 집중하기 위한 Shell 석유 회사의

퍼스의 새로운 기숙사에 필요한 돈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나라

도매업자들을 위한 특별한 장려책’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① 가장 큰 세계적 석유 회사의 간략한 역사

국내 경제의 외국인 투자자들 또한 우리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필요한 일자리
를 제공한다. 심지어 해외에서 뛰기 위해 계약서에 서명한 국내 운동선수도 경
제적 관점에서 하나의 수출품으로 간주된다. 세계 경제는 국경을 건너는 사람

② 사업 개선을 위해서 미스터리 쇼핑을 사용하는 방법

들, 기업들, 그리고 정부들 사이의 그러한 모든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

③ 정유 과정에서의 에너지 효율 개선
④ 세계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Shell 석유 회사의 전략

해설 |

구문 |

설명하고 있는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우리

세계 경제가 국경을 초월하여 연계되어 있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Wholesalers can win trips to exotic locations, [such as
Sydney, Venice, and Prague], if their stations are
compliant with a 10-point customer value proposition
(CVP) [that includes standards for competitive pricing,
cleanliness, lighting at night, working equipment,
landscaping, and other services]. : 첫 번째 [ ]는 exotic
locations를 수식한다. 두 번째 [ ]는 a 10-point customer
value proposition (CVP)를 수식한다.
어휘 |
●
●
●
●
●
●
●
●
●
●

majority 대부분

wholesaler 도매업자
firm 회사

uniformly 한결같이

ownership 소유(관계)
location 장소

proposition 과제
pricing 가격 책정

brand loyalty 브랜드 충성도
refine 정유하다

●
●
●
●
●
●
●
●
●

franchise 가맹점 영업권을 주다
incentive 장려〔우대〕책

ensure 보장하다, 확인하다

는 세계 경제에 모두 결속되어 있다’이다.
① 세계 경제의 미래를 예언하기
② 세계 경제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라
④ 국제 교역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가
⑤ 세계 경제가 왜 더 많은 난제에 직면하고 있는가
구문 |

And it is not only as a consumer of imported goods and
services that we are part of the world economy. : 「it is ~
that ...」 강조구문이 사용된 문장이다. as는 전치사로 ‘~로서’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어휘 |

regardless of ~에 상관없이
exotic 이국적인, 외국의

●
●

compliant with ~을 준수하는
competitive 경쟁력 있는

●
●

landscaping 조경

●

retirement 퇴직생활
contract 계약서

interaction 상호작용

06
③

●
●
●
●
●

finance 금융

endowment 기부금
dormitory 기숙사
terms 관점

border 국경

▶

The money / that our pension funds or college endowments
invest / in foreign markets / will help pay / for our retirements /
or for a new dormitory on campus.

돈은 / 우리의 연금 기금이나 대학에 내는 기부금이 투자하는 / 해외 시장에 / 돈
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우리의 퇴직생활에 / 또는 캠퍼스의 새로운
기숙사에 필요한

The world economy consists of all those interactions / among
p eople, bus ines s e s , a n d g o v e rn me n ts / that cross
international borders.
세계 경제는 그러한 모든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 / 사람들, 기업들, 그리고 정부
들 사이의 / 국경을 건너는

384 EBS 기출의 미래 영어독해 - 미래편

⑤

문장 끊어읽기

문장 끊어읽기

▶

pension 연금

noncompliant 따르지 않는

05
▶

participate in ~에 참여하다

Although many musicians do not consider any learning
opportunity / other than repetitive practice, / you can achieve
a similar result mentally / without the need to use an
instrument.

많은 음악가들이 어떠한 학습 기회도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 반복 연습 이외에는 /
여러분은 정신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 / 악기를 사용할 필요 없이
▶

It may be useful to you to undertake / when you do not have
an instrument, / when you are injured / or simply when you do
not want to overload your body / with more hours of playing.

그것을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 악기를 갖고 있지 않을 때 /
부상당했을 때 / 또는 그저 신체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을 때 / 더 많은 시
간 동안의 연주로
소재 | 가상 연주

www.ebsi.co.kr

some current and future research undertakings.

해석 |

더 명확한 판단은 / 이러한 관계의 강도와 /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이론에 대한 /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몇몇 현재와 미래의 연구 실시의

여러분의 악기나 노래에 맞춰 동작을 수행하는 것은 여러분의 뇌를 자동적이
고 활기차고 정확하게 움직이게 하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정도까지 만들어낸
다. 많은 음악가들이 반복 연습 이외에는 어떠한 학습 기회도 생각하지 않을지

소재 | 웃음과 건강과의 관계

라도 여러분은 악기를 사용할 필요 없이 정신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성취할 수

해석 |

있다. 정신적 연습은 어떠한 종류의 신체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않고도 어떤 작
업을 학습하거나 개선시키기 위해 그 작업을 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것
은 스포츠와 음악의 분야에서 모두 학습을 향상시킴에 있어 효과적이라고 밝
혀져 왔다. 악기를 갖고 있지 않을 때, 부상당했을 때, 또는 그저 더 많은 시간
동안의 연주로 신체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을 때 그것을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악기에서 벗어나 정신적으
로 연습함으로써 향상시킬 능력을 지니고 있다. 경험 많은 음악가와 초보 음악

악기 연주 실력은 연습을 통해 향상되는데, 악기를 가지고 직접 연
주하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상 연주 연습을 통해 실
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는 글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악기 없이 음악을 연습하는 효과적인 방

It may be useful to you to undertake [when you do not
have an instrument], [when you are injured] or simply
[when you do not want to overload your body with more
hours of playing]. : 문장 맨 앞의 It은 형식상의 주어가 아니라 to
undertake의 의미상의 목적어인 it이 문장의 주어 위치로 이동한 것
이다. 세 개의 [ ]는 모두 접속사 when이 이끄는 부사절이다.

해설 |

웃음과 건강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라

구문 |

One study found [that after watching a humorous film,
participants {who had laughed at and enjoyed the film}
showed decreases in stress and improvements in their
immune system activity]. : [ ]는 found의 목적어이며, { }
는 participant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

어휘 |
●
●

overload 지나친 부담을 주다, 과적하다

●

imaginary 가상의, 상상의

●

injured 부상당한, 다친

●
●

novice 초보자

●

②

문장 끊어읽기

In recent years, / however, / a closer look at some of the
research / has revealed / that support for the humor-health
link / is less clear and perhaps more questionable / than first
thought.

최근에 / 하지만 / 몇몇 연구에 대한 면밀한 관찰은 / 밝혀냈다 / 유머와 건강 사
이의 관계에 대한 증거가 / 덜 명확하고 아마 더 의심스러움을 / 처음 생각보다는
▶

다리고 있다.

⑤ 유머러스한 영화를 시청하는 것의 장단점

구문 |

▶

는 이론에 대한 더 명확한 판단은 몇몇 현재와 미래의 연구 실시의 결과를 기

④ 하루에 웃음 한 번: 육체적, 감정적 효과

④ 전문 음악가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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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고 아마 처음 생각보다는 더 의심스러움을 밝혀냈다. 이 주제에 관한 많은

③ 긍정적인 연관: 웃음과 면역 체계

③ 협력 연습보다 독자적 연습이 갖는 장점

●

몇 연구에 대한 면밀한 관찰은 유머와 건강 사이의 관계에 대한 증거가 덜 명

① 운동하면서 당신은 대개 웃습니까?

②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정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명은 웃음과 건강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고 암시했다. 하지만, 최근에 몇

게 하는가?’가 가장 적절하다.

① 음악가가 되는 것의 극심한 신체적 부담

undertake 시작하다, 착수하다

어떻게 건강을 향상시키는지에 관한 다양한 설명을 제시했다. 몇몇 그러한 설

는 내용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② ‘웃음이 정말로 의사를 멀리하

법’이다.

●

여주었다. 그러한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심리학자들은 웃음이

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관계의 강도와 그것을 설명하려고 시도하

해설 |

mould 만들어내다, 주조하다

던 연구 참가자들은 스트레스의 감소와 그들의 면역 체계 활동에서 향상을 보

연구가 방법론적인 문제에 시달렸고 몇몇 잘 행해진 연구들은 그 관계를 지지

가 사이에 정신적 연습에 있어서의 효과는 거의 차이가 없다.

●

한 연구에 의하면 유머러스한 영화를 시청한 후에, 그 영화에 대해 웃고 즐겼

A clearer verdict / on the strength of this relationship / and on
the theories that seek to explain it / awaits the results / of

participant (연구, 실험) 참가자
immune system 면역 체계
reveal 밝히다

plague 괴롭히다

verdict 판단, 의견

●
●
●
●
●

improvement 향상

supportive 지지하는

questionable 의심스러운

methodological 방법론의
undertaking 실시, 사업

08

②

문장 끊어읽기
▶

A history of personal experience gives / particular foods / an
emotional charge, / and those emotions become lodged / in
our memory.

개인의 경험의 전력은 준다 / 특정한 음식에 / 정서적 즐거움을 / 그리고 그러한
감정이 자리 잡게 된다 / 우리의 기억에
▶

The circumstances that once surrounded / the act of eating a
rewarding food / become the core of an emotional experience,
/ and that feeling gets stored / in working memory, / where it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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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be readily recalled.

한때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 / 보상이 되는 음식을 먹었던 행위를 / 감정적인 경험
의 핵심이 된다 / 그리고 그러한 감정은 저장된다 / 작동 기억에 / 그곳에서 그것
은 쉽게 회상될 수 있게 된다

18 문단 요약

소재 | 특정 음식에 대한 기억
해석 |

설탕, 지방, 그리고 소금의 감각적인 힘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상
당히 똑같은 음식에 끌릴 것으로 기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
은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우리의 선호도가 과거에 우리에게 발생한 것에 강하
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개인의 경험의 전력은 특정한 음식에 정서적 즐거움
을 주고, 그러한 감정이 우리의 기억에 자리 잡게 된다. 나에게는, 감정적인 반

▶

해설 |

특정한 음식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이 우리가 그 음식을 먹는 욕구를

02

②

03

③

04

①

05

④

06

②

07

④

08

⑤

③

One of the earliest social psychology experiments / studying
group performance / was conducted / by Norman Triplett in
1898.

최초의 사회 심리학 실험 중 하나가 / 단체의 수행을 연구하는 / 행해졌다 /

1898년 Norman Triplett에 의해

억을 불러일으키고 나에게 더 많은 프레첼을 원하게 한다. 보상이 되는 음식을

가 그러한 회상을 유발하고, 회상이 욕망을 자극한다.

③

문장 끊어읽기

전에 구입했던 호텔을 지나쳐 걷는 것은 그것들(프레첼)과 연관된 즐거움의 기

정은 작동 기억에 저장되며, 그곳에서 그것은 쉽게 회상될 수 있게 된다. 신호

01

01

향을 불러 넣는 것은 초콜릿으로 덮인 프레첼이다. 내가 그러한 프레첼을 수년

먹었던 행위를 한때 에워쌌던 환경이 감정적인 경험의 핵심이 되고, 그러한 감

본문 72~75쪽

▶

Confirming his expectations, / Triplett found / that the children
reeled in the lines significantly faster / when they were
working with another child in the room / than they did / when
they were performing alone.

그의 예상을 확인하면서 / Triplett은 발견했다 / 그 어린이들이 상당히 더 빠르
게 낚싯줄을 릴로 감아 끌어당겼다는 것을 / 방 안에서 다른 아이와 함께 일하고
있을 때 / 그들이 그랬던 것보다 / 어린이들이 혼자서 하고 있을 때

불러일으켜서 그 음식을 먹게 한다는 내용이므로, ② ‘감정이 음식

소재 | 사회적 촉진

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가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해석 |

① 사람들이 왜 같은 음식을 선호하는지

단체의 수행을 연구하는 최초의 사회 심리학 실험 중 하나가 1898 년

③ 당신은 섭식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Norman Triplett에 의해 행해졌다. Triplett은 많은 다른 유형의 과업에 대

④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도록 음식 보상 이용하기

한 수행에 관심을 가졌고, 연구하는 동안에 그는 자전거 경주자들에 대해 기록

⑤ 음식: 정복할 것인가 혹은 정복당할 것인가?

된 2천 번 이상의 경주 기록을 조사했다. 이 자료는 경주로에서 다른 자전거
선수와 시합을 하고 있었던 선수들이 대체로 시각을 다투어 혼자서 경주를 하

구문 |

Walking past the hotel [where I bought those pretzels
years earlier] jogs my memory of the pleasure
associated with them and makes me want more.: [ ]는
the hotel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며, 동사 jogs와 makes가 병렬 구
조를 이룬다.

●
●
●

sensory 감각의, 지각의
charge 즐거움, 흥분

resonance 반향, 공명
readily 쉽게, 즉시

의 결과는 Triplett이 하나의 실험을 하게 했다. 이 실험에서 어린이들은 끝에
작은 깃발이 달린 낚싯줄을 받고 가능한 한 빨리 릴에 줄을 감아 깃발을 끌어
당기라는 말을 들었다. 그의 기대를 확인하면서 Triplett은 어린이들이 혼자서
하고 있을 때 그랬던 것보다 방 안에서 다른 아이와 함께 일하고 있을 때 상당
히 더 빠르게 낚싯줄을 릴로 감아 끌어당겼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휘 |
●

고 있던 자전거 선수보다 상당히 더 빨리 달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

●
●
●
●

preference 선호(도)
lodge 수용하다

jog 불러일으키다, 알려주다
trigger 유발하다

→ Triplett은 다른 사람이 (A) 있는 것이 한 사람의 수행을 (B) 향상시키는 경
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해설 |

자전거 선수가 혼자서 달릴 때보다 다른 선수들과 달렸을 때 더 빨
리 달렸다는 것과 어린이들이 혼자서 낚싯줄을 릴로 감아 끌어당겼
을 때보다 다른 어린이와 함께 낚싯줄을 릴로 감아 끌어당겼을 때
더 빨리 그렇게 했다는 실험 결과가 제시되고 있으므로, (A)에는

presence(있음, 존재), (B)에는 enhance(향상시키다)가 들어가
는 것이 적절하다.
구문 |

Confirming his expectations, Triplett found that the
children reeled in the lines significantly faster when they
were working with another child in the room than they
did when they were performing alone. : Confirming his
expectations는 동시 상황을 표현하는 분사구문이다. di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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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led in the lines를 받는 대동사이다.

●
●

어휘 |
●
●
●
●
●

investigate 조사하다

●

altogether 대체로, 전체적으로 보아
in the course of 〜하는 동안에

against the clock 시각을 다투어

●

●
●

confirm 확인하다

significantly 상당히

●

reel 릴〔얼레〕로 감아 끌어당기다

●
●
●

02

To illustrate the gap / that often exists between actorsʼ and
observersʼ attributions, / imagine youʼre visiting your bank /
and you fly into a rage over a mistake / made on your
account.

rage 분노, 격노

account 계좌, 예금

●
●

quarrelsome 걸핏하면 싸우려 드는

fly into a rage 버럭 화를 내다
witness 목격하다

attribute A to B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easygoing (성격이) 느긋한, 태평스러운
straighten out 바로잡아 주다

●

teller (은행의) 금전 출납계(원)

03

They may be right, / but if asked, / youʼd probably attribute
your rage / to the frustrating situation.

그들이 맞을지 모른다 / 그러나 질문을 받으면 /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의 분노를
돌릴 것이다 / 좌절감을 일으키는 상황 탓으로

③

문장 끊어읽기
▶

차이를 예증하기 위해 / 행위자의 귀인과 관찰자의 귀인 사이에 흔히 존재하는 /
여러분이 은행을 방문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 그리고 실수에 대해 버럭 화를
낸다 / 여러분의 계좌에서 저질러진
▶

attribution 귀인(歸因), 귀착시킴, 귀속 ● illustrate 예증〔예시〕하다

②

문장 끊어읽기
▶

inference 추론

Half the subjects / performed the experiment / with a picture
of a large-eyed robot / named Kismet / in front of them, / half
with no picture.

실험 대상자의 반은 / 실험을 했고 / 커다란 눈을 가진 로봇 그림이 놓인 채 /

Kismet이라는 이름의 / 그들 앞에 / 그리고 반은 그림이 없는 채 실험을 했다
▶

People left 2.76 times as much money / for their drinks / in
weeks with faces / as in weeks with flowers.

사람들은 2.76배나 많은 돈을 놓았다 / 음료수 값으로 / 얼굴이 있는 주 동안 /
꽃이 있는 주 동안 돈을 놓은 것보다

소재 | 행위자 - 관찰자 편향

소재 | 지켜보는 시선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해석 |

해석 |

여러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는 여러분을 관찰하는 어떤 다른 사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한 한 실험에서 96명의 실험 대상자들이 공동의 돈 통에

람의 견해와 아주 다를 수 있다. 행위자(행동을 보여주는 사람)와 관찰자는 행

기부를 하거나 기부를 하지 않을 선택권이 부여되었다. 실험 대상자의 반은

위자의 행동의 원인에 대해 추론을 할 때 그들은 흔히 다른 귀인을 만들어낸다

Kismet이라는 이름의 커다란 눈을 가진 로봇 그림이 그들 앞에 놓인 채, 그리

(서로 다른 원인 탓으로 돌린다). 행위자의 귀인과 관찰자의 귀인 사이에 흔히

고 반은 그림이 없는 채 실험을 했다. Kismet 그림이 있는 채 실험을 했던 실

존재하는 차이를 예증하기 위해 여러분이 은행을 방문하고 있고 여러분의 계

험 대상자인 절반은 다른 실험 대상자보다 그 돈 통에 30퍼센트 더 많은 돈을

좌에서 저질러진 실수에 대해 버럭 화를 낸다고 가정해 보자. 여러분의 분노를

기부했다. 로봇 그림이 그것을 했다. 다른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부서의 커피실

목격하는 관찰자는 여러분이 무례하고 신경질적이고 걸핏하면 싸우려 드는 사

에 있는 ‘정직 상자’에 차와 커피 값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남겨졌는지를 주의

람이라고 추론할 가능성이 있다. 그들이 맞을지 모르지만, 질문을 받으면 여러

깊게 기록했다. 통제 상황에서는 가격표 위에 꽃 그림이 있었다. 실험 상황에서

분은 아마 여러분의 분노를 좌절감을 일으키는 상황 탓으로 돌릴 것이다. 아마

는 바로 밖을 내다보는 눈을 가진 얼굴 사진이 있었다. 사람들은 꽃이 있는 주

여러분은 보통 침착하고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지만, 오늘 여러분은 20분 동안

동안 돈을 놓은 것보다 얼굴이 있는 주 동안 2.76배나 많은 돈을 음료수 값으

줄을 서있었고 지난주에 똑같은 은행이 저지른 비슷한 잘못을 바로잡아 주었

로 놓았다. 응시하는 눈의 그림이 사람들이 두고 간 돈의 양을 세 배 더 많게

고 여러분은 출납계원에 의해 무례하게 취급당하고 있는 것이다.

했다.

→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A) 외적인 귀인을 좋아하는 반면에, 관찰자는

→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B) 감시받고 있다고 느낄 때 더 (A) 후하고 정직

(B) 내적인 귀인으로 그 똑같은 행동을 설명할 가능성이 더 많다.

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해설 |

해설 |

행위자가 저지른 어떤 실수에 대해 행위자는 상황과 다른 사람 탓으

커다란 눈을 가진 로봇이 있을 때 그리고 눈을 가진 얼굴 사진이 있

로 돌리고 관찰자는 행위자의 사람 됨됨이 탓으로 돌린다는 내용의

을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기부하고 더 많은 돈을 음

글이므로, (A)에는 external(외적인), (B)에는 internal(내적인)

료 값으로 놓았다는 예가 제시되고 있으므로, 빈칸 (A) 에는

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generously(후하게), (B)에는 watched(감시받고)가 들어가는 것

구문 |

이 적절하다.

They may be right, but if asked, youʼd probably attribute
your rage to the frustrating situation. : if asked는 if you
were asked에서 you were가 생략된 형태이다.
어휘 |
●

actor 행위자

●

exhibit 보이다, 드러내다

구문 |

[The half {who did the experiment with a picture of
Kismet present}] donated 30 percent more money to the
pot than the other subjects. : [ ]가 주어이며 donated가 동
사이다. 「more ~ than ...」의 비교 구문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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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
●
●
●
●
●

subject 실험 대상자

구문 |

●

clock 기록하다

withhold 〜을 주지 않다

departmental 부서〔부처/과〕(별)의

honesty box 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양심껏 돈을 넣는 통
gaze 응시하다

●

triple 3배로 만들다

04

어휘 |

①

문장 끊어읽기
▶

In improving the design of watches, / researchers who are
vertical thinkers / will continually try to improve / upon their
original designs.

시계의 디자인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 수직적 사고를 하는 연구자들은 / 계속해
서 더 낫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 자신들의 원래 디자인을
▶

They were so confident that the idea would never make
it that they let their researchers showcase it at the World
Watch Congress that year. : 「so ~ that ...」 구문은 ‘너무 ~해
서 그 결과 …한’이라는 뜻이다. confident that ~은 ‘~을 확신하
는’이라는 뜻이다. l e t 이 사역동사이므로 목적어 t h e i r
researchers 다음에 원형부정사 showcase를 쓴 것이다.

When lateral thinking Swiss researchers invented / the
electronic quartz movement / at their research institute / in
Neuchâtel, Switzerland, / it was rejected / by Swiss
manufacturers.

수평적 사고를 하는 스위스 연구자들이 발명했을 때 / 전자식 석영 진동자 시계
부분을 / 자신들의 연구소에서 / 스위스의 Neuchâtel에 있는 / 그것은 거부되
었다 / 스위스 (시계) 제조업자들에 의해
소재 | 수직적 사고와 수평적 사고

●
●
●
●
●
●
●

▶

영 진동자 시계 부분을 발명했을 때, 그것은 스위스 (시계) 제조업자들에 의해
거부되었다. 그것은 주 태엽, 베어링을 갖고 있지 않았고, 톱니바퀴가 거의 없
었으며 배터리로 움직이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 아이디어가 성공하지 못할 거
라고 너무나도 확신한 나머지 연구자들에게 그 해 World Watch

Congress(세계 시계 회의)에서 그것을 전시할 수 있게 했다. 그 이후에 어떻
게 되었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다. 일본인들이 그 아이디어를 가져갔다. 1980년
무렵에 스위스는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여 시장 점유율이 65퍼센트였
던 것이 10퍼센트 미만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들의 엄청난 수익 지배는 20퍼센
트 미만으로 떨어졌다. 1979년부터 1981년 사이에 6만 2천 명의 시계 제조업
자들 중 5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 스위스의 시계 제조업자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B) 창의적인
방법보다는 자신들의 제품을 개선하기 위한 (A) 인습적인 방법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상실했다.
해설 |

스위스의 시계 제조업자들이 더 좋은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종전의
방법만을 고집하고 전혀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 시계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내용의 글이므
로, 빈칸 (A)에는 conventional(인습적인), (B)에는 creative(창
의적인)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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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협회, 기관

market share 시장 점유율
domination 지배, 통치
abstract 추상적인

●
●
●
●
●
●

manufacture 제조하다
bearing 베어링

electronic 전자의

showcase 전시하다, 진열하다

collapse 곤두박질치다, 폭락하다
conventional 인습적인, 종래의
innovative 혁신적인

④

When mobile telephones first started becoming widely used, /
sometimes I noticed cars being driven poorly / because the
driverʼs attention was focused / on a phone conversation.

휴대폰이 처음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 / 차량들이 제대로 운전되지 않는
것을 나는 때때로 목격했다 / 운전자의 주의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 전화 통화에

의 원래 디자인을 계속해서 더 낫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1960년대 스

하는 스위스 연구자들이 스위스의 Neuchâtel에 있는 연구소에서 전자식 석

mainspring 주〔큰〕 태엽

●

문장 끊어읽기

시계의 디자인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수직적 사고를 하는 연구자들은 자신들

는 더 좋은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 계속 개선하도록 만들었다. 수평적 사고를

gear 톱니바퀴, 기어

05

해석 |

위스의 연구자들로 하여금 연구를 통해서 톱니바퀴, 베어링, 주 태엽을 제조하

vertical 수직적인

▶

When I did notice such a driver, / I reminded myself / that the
person had a right / to talk on the phone while driving, / and
that it didnʼt have to affect me / unless I allowed it to.

그러한 운전자를 실제로 목격했을 때 / 나는 나 자신에게 상기시켰다 / 그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 운전 중에 전화로 통화할 /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필요가 없다고 / 내가 그것이 그렇게 하게 허락하지 않는 한
소재 | 사고방식의 의도적 수정
해석 |

휴대폰이 처음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 운전자의 주의가 전화 통화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차량들이 제대로 운전되지 않는 것을 나는 때때로 목격했
다. 이런 일이 연달아 빠르게 두어 번 일어났을 때 나는 사람들이 운전 중에 전
화로 통화한다는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내가 휴대폰으
로 통화하는 운전자들에 더 주의를 기울일수록 그 문제는 더 악화된다는 것이
었다. 휴대폰과 잘못된 운전자들에 관해 점점 심해지는 나의 문제에 대해 무언
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결단을 내렸다. 나의 해결책은 나 자신에게 전화를 사
용하고 있는 운전자를 목격하고 비판하는 것을 억지로 중단시키는 것이었다.
그러한 운전자를 실제로 목격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이 운전 중에 전화로 통화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그것이 그렇게(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게
허락하지 않는 한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필요가 없다고 나 자신에게 상기
시켰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수정이 있은 후에 나는 잘못된 운전자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일을 점점 더 적게 접하게 되었다. 곧 그것은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 필자는 자신의 관점을 (A) 바꾸는 것이 자신의 (B) 통제력을 벗어난 듯한 분
야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깨달았다.

www.ebsi.co.kr
해설 |

전에 구슬을 나오게 했는지를 기억하려고 애쓰는 듯이 반복적으로 전술을 바

필자는 과거에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로 인해 운전자가 운전을 제대

꾸었으며 복잡한 전략을 시도했다.

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짜증을 냈으나 관점을 바꿔 운전 중 통화

→ 자발적 참여자들이 결과물을 자신들의 (A) 노력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바라

할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더 이상 개의치 않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

보았을 때, 그들은 더 오랫동안 일을 계속했고, 더 열심히 노력했고, 자신들의

다. 이는 통제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중대한 변화를

(B) 지능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했다.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빈칸 (A)에는 altering(바꾸는 것),

해설 |

(B)에는 control(통제력)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결과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게임 참가자
들은 관심과 인내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자신의 노력에 의해 결과가

구문 |

The result is [that the more attention I paid to drivers
talking on mobile phones, the worse the problem got]. :
[ ]는 접속사 that이 이끄는 보어 역할의 절이다. 「the+비교급,
the+비교급」은 ‘~할수록 더 …하다’의 의미를 갖는 비교급 구문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게임 참가자들은 자신의 지능(기억력)을

이다.

구문 |

어휘 |
●
●
●
●

succession 연속, 잇따름
remind 상기시키다

attitude 사고방식, 태도

encounter 접하다, 만나다

●
●
●
●

solution 해결책
right 권리

adjustment 수정, 조정
incident 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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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용하여 집중력과 인내심을 발휘하며 게임에 임했다는 내용의 글
이다. 따라서 빈칸 (A)에는 efforts(노력), (B)에는 intelligence
(지능)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In contrast, those told [the game depended on their skill]
not only kept playing but also repeatedly changed
tactics and tried complicated strategies, as if trying to
remember which actions had produced marbles before. :
those told는 those who were told에서 who were가 생략된
형태이다. 첫 번째 [ ]는 앞에 접속사 that이 생략된 절로 전달된
말의 내용을 담고 있다. 「not only ~ but also ...」 구문이 문장의
두 개의 술어부를 연결하고 있다.

문장 끊어읽기
▶

The volunteers didnʼt know / that, no matter which buttons
they pressed / in which order, / they all received marbles / in
the same fixed, predetermined sequence.

자발적 참여자들은 알지 못했다 / 그들이 어느 버튼을 누르든 간에 / 어떤 순서로 /
모두 구슬을 받는다는 것을 / 똑같이 고정되고 미리 정해진 순서로
▶

In contrast, / those told / the game depended on their skill /
not only kept playing / but also repeatedly changed tactics /
and tried complicated strategies, / as if trying to remember /
which actions had produced marbles before.

대조적으로 /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 시합이 자신의 실력에 달려있다는 / 게임을
계속 했을 뿐만 아니라 / 반복적으로 전술을 바꾸었다 / 그리고 복잡한 전략을 시
도했다 / 마치 기억하려고 애쓰는 듯이 / 어떤 행동이 전에 구슬을 나오게 했는
지를
소재 | 관점의 차이가 가져오는 행동의 차이

어휘 |
●
●
●
●
●
●

중요하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다. 또 다른 시합 참가자들은 이것이 기술에 의해

strategic 전략적인

predetermined 미리 정해진
persist 계속하다

●
●
●

laboratory 실험실
marble 구슬

contestant 시합 참가자
fixed 고정된

sequence 순서

④

The explanation for this observed association is / that high
temperatures and oppressive dew points / increase this type
of aggressive behavior / as well as the sales of ice cubes.

이러한 관찰된 관련성에 대한 설명은 ~이다 / 높은 온도와 후덥지근한 이슬점이
/ 이러한 공격적인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것 / 각얼음의 판매뿐만 아니라

세 개의 버튼이 있는 패널 앞에 앉았다. 버튼 아래에는 구슬이 굴러 들어가는

들은 이것이 운에 좌우되는 시합이어서 그들이 어느 버튼을 누르느냐는 전혀

roll into ~ 안으로 굴러 들어가다

●

문장 끊어읽기
▶

수십 년 전에 한 대학의 실험실에서 자발적 참여자들이 게임을 했다. 그들은

튼을 눌러서 가능한 한 많은 구슬을 얻어내려는 것이었다. 일부 ‘시합 참가자’

panel 패널(넓은 직사각형 모양의 판)

●

07

해석 |

작은 골이 파인 통으로 연결되는 둥근 구멍이 하나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버

decade 10년

▶

Since most heavy drinkers / are also heavy smokers, / it is
the lurking variable “heavy smoking” / that leads to respiratory
problems.

대부분의 과음하는 사람들이 / 또한 심한 흡연자이므로 / 숨겨진 변수인 ‘심한 흡
연’이다 / 호흡기 문제를 낳는 것은

좌우되는 시합이고 그들이 전략을 갖고 버튼을 누르는 것이 결과를 결정할 거

소재 |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사건

라는 설명을 들었다. 자발적 참여자들은 그들이 어떤 순서로 어느 버튼을 누르

해석 |

든 간에 모두 똑같이 고정되고 미리 정해진 순서로 구슬을 받는다는 것을 알지

각얼음 판매와 보도되어지는 심각한 폭행 사건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존재

못했다. 자신이 운에 좌우되는 시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자발적 참여자들은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고 가정해보라. 각얼음의 증가된 판매가 심각한

잠깐 동안 게임을 하다가 그만두었다. 대조적으로 시합이 자신의 실력에 달려

폭행 사건에서의 증가를 실제로 자극하겠는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

있다는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게임을 계속 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어떤 행동이

러한 관찰된 관련성에 대한 설명은 높은 온도와 후덥지근한 이슬점이 각얼음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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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매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격적인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을 돕기 위해서 최면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 최면 진료 동안에, Bob

각얼음 판매와 심각한 폭행 사건은 숨겨진 변수인 ‘온도’에 의해 둘 다 영향을

은 처음으로 울었다. 거의 마지못해서 눈물이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고, 그 후에

받는다. 한 연구자가 알코올음료의 과음과 호흡기 문제 사이에 높은 확실한 상

흐느낌이 왔고, 진료가 진행될수록 더 심해졌다. 그 다음 네 차례 진료는 그의

관관계를 발견했다. 과음이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잃어버린 연인이자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한 눈물과 슬픔의 감정으로 가득 찼다.

대부분의 과음하는 사람들이 또한 심한 흡연자이므로, 호흡기 문제를 낳는 것

그 다음 3개월 동안에, 그의 발진은 사라졌다.

은 숨겨진 변수인 ‘심한 흡연’이다. 그러므로 심한 흡연은 과음과 호흡기 문제

→ Bob의 (A)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피부의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 필자는 그

를 혼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가 자신의 (B) 슬픔을 표현하도록 도왔으며, 그것이 문제를 해결했다.

→ 두 가지 사건이 (A) 서로 연관된 것 같다는 사실이 반드시 한 가지 사건이

해설 |

다른 하나를 (B) 유발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후에 생겨난 발진에 대해 슬픔을 표현하도록

해설 |

유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는 내용이므로, 빈칸 (A) 에는

각얼음 판매와 폭행 사건의 연관 관계, 과음과 호흡기 문제의 연관

unresolved(해결되지 않은), (B)에는 sorrow(슬픔)가 들어가는 것

관계의 예를 들어 관련 있어 보이는 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이 적절하다.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A)와 (B)에는 각각

구문 |

‘correlated(서로 연관된)’와 ‘causes(유발하다)’가 가장 적절하다.
구문 |

The explanation for this observed association is [that
high temperatures and oppressive dew points increase
this type of aggressive behavior as well as the sales of
ice cubes]. : [ ]는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며, [ ]에서의 동
사는 increase임에 유의한다.

●
●
●
●
●

association 관련, 연합

●

aggravated 심각한

●

dew point 이슬점

●

oppressive 후덥지근한, 숨이 막힐 듯한
variable 변수

confounder 혼동하게 만드는 것

●

ice cube 각얼음

●
●

lurking 숨어 있는

respiratory 호흡의

⑤

문장 끊어읽기

The rash had started / shortly after his wife had died in a car
accident / and it was interfering / with everything in his life.

그 발진은 시작되었다 / 차사고로 아내가 사망한 직후에 / 그것은 방해하고 있었
다 / 그의 생활의 모든 것을
▶

●

●

assault 폭행

08
▶

어휘 |
●

어휘 |
●

My patient, an army colonel named Bob, suffered a
persistent rash over his whole body [that was resistant
to treatment].: My patient와 an army colonel named Bob
은 동격의 표현이며, [ ]는 a persistent rash over his whole
body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The tears started silently, / almost reluctantly, / then the sobs
came, / which became more intense / as the session
progressed.

눈물이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다 / 거의 마지못해서 / 그 후에 흐느낌이 왔다 / 그
것은 더 심해졌다 / 진료가 진행될수록
소재 | Bob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
해석 |

내 환자인 Bob이라는 이름의 한 육군 대령이 치료에 내성이 있는 몸 전체의
지속적인 발진으로 고생했다. 그 발진은 차사고로 아내가 사망한 직후에 시작
되었고 그것은 그의 생활의 모든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Bob이 아내의 죽음에 대해 결코 울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
가 나에게 말하기를 자신은 감정을 표현하는 데 항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몇
차례 진료 후에, 해결되지 않은 슬픔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 것에 관해서 B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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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nel 대령

rash 발진

interfere 방해하다, 해를 끼치다
unresolved 해결되지 않은
sob 흐느낌

●
●
●
●

persistent 끊임없는, 지속적인
resistant 내성이 있는, 견디는

hypnosis 최면(상태)

reluctantly 마지못해, 싫어하면서

www.ebsi.co.kr

① 지속 가능한 설계로 집을 짓는 방식

19 세트형 문항 ⑴
01

④

02

①

01~02

본문 76~77쪽

03

④

04

②

The units were laid out / in much the same way / that public
housing units are designed in Philadelphia ― / that is, with
two bedrooms, / a large bathroom, / a living room, / and a
dining area / with an adjoining open kitchen.

그 주택은 설계되었다 / 거의 같은 방식으로 / 공공 주택이 필라델피아에서 설계
되는 것과 / 즉, 두 개의 침실 / 커다란 화장실 / 거실 / 그리고 식사 공간으로 /
개방된 주방과 인접한
▶

③ 가난한 주민들을 위해 새로운 집을 지어주려는 노력
⑤ 가난한 가정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02 빈칸 앞에는 미국의 관행이 반영된 주택의 주방 구조에 대한 설
 1. ④ 2. ①

문장 끊어읽기
▶

② 케냐의 전통가옥의 특징

To serve dinner to guests / in the dining room / while they can
look into the “unclean” place / is as unthinkable as having a
bathroom / without a door next to the dining room.

손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 식사 공간에서 / 손님들이 ‘불결한’ 장소를 들
여다볼 수 있는 동안 / 화장실을 갖는 것만큼 상상할 수 없다 / 식사 공간 옆에 문
이 없는
소재 | 가옥 구조의 문화적 차이
해석 |

필라델피아에 있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한 건축회사의 공동 경영자인 Jason은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공공 주택을 설계하는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 소규모 동료 집단과 함께 Jason은 200호가 넘는 개별 주택으로 구성
된 대형 9개 건물 프로젝트의 개략도를 설계하고 준비하면서 약 3개월을 보냈
다. 그 주택은 공공 주택이 필라델피아에서 설계되는 방식, 즉, 두 개의 침실,

명이 있고, 빈칸 다음에는 케냐 사람들의 주방에 대한 다른 인식이
설명되고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는 ① However(그러나)가
가장 적절하다.
구문 |

 ith a small team of colleagues, Jason spent about
• W
three months designing and preparing the schematics
for a large, nine-building project [consisting of more
than two hundred separate units]. : 「spend+시간+-ing」의
구조가 사용되었고, d e s i g n i n g 과 p r e p a r i n g 은 t h e
schematics 를 공통 목적어로 두고 있다. [ ]는 현재분사
consisting으로 시작되는 형용사구로 앞의 a large, ninebuilding project를 수식한다.
• U nfortunately, many of the new residents, [while
grateful to live in new housing with modern
conveniences], were not at all satisfied with one
particular design feature. : [ ]는 주어(many of the new
residents)와 동사(were) 사이에 들어간 부사절로 while과
grateful 사이에 they were가 생략된 형태이다. at all은 부정어
를 강조하는 기능으로 사용되었다.

커다란 화장실, 거실, 개방된 주방과 인접한 식사 공간으로 이루어진 방식과 거
의 같은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그 계획은 나이로비 시의회의 허가를 받았고, 건
물은 여러 해에 걸쳐 건축되었다.
일단 주택이 완공되자 주택은 형편이 어려운 가구에 임대되었다. 새로 입주한
주민들 다수가 현대적 편의시설을 갖춘 새로운 주택에 살게 된 것을 고마워했

어휘 |
●
●
●
●

을지라도, 불행하게도 그들은 한 가지 특별한 설계상의 특징에 전혀 만족하지
못했다. Jason과 그의 팀은 모든 주택에 주방 쪽이 트인 식사 공간을 설계했
었다. 이러한 설계는 주방을 식사 준비와 사교 활동 둘 다를 위해 이용하는 전

●
●
●

형적인 미국식 관행을 반영한다. 그러나 케냐 사람들에게 음식을 깨끗이 하고

●

준비하고 요리하는 공간은 불결하다고 간주되고, 손님을 접대하기에 또는 그

●

점에 대해 심지어 손님에 의해 목격되기에도 전혀 적합하지 않은 곳이다. 손님

●

들이 ‘불결한’ 장소를 들여다보는 동안 식사 공간에서 손님에게 식사를 제공하

●

는 것은 식사 공간 옆에 문이 없는 화장실을 갖는 것만큼 상상할 수 없다. 주민

●

associate 공동 경영자, 동료

●

head up 지휘하다, 이끌다, 책임지다

unit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내의) 한 가구
colleague 동료

lay out 설계하다, 계획하다
construct 건설하다

grateful 고마워하는
feature 특징

typical 전형적인

unsuitable 적합하지 않은

unthinkable 상상할 수 없는
modify 변경하다, 수정하다

●
●
●
●
●
●
●
●

architectural firm 건축회사

consist of ~로 구성되다
adjoining 인접한, 옆의
resident 주민

conveniences 편의시설
reflect 반영하다

socializing 사교 활동
entertain 접대하다
official 공무원

들이 공공 주택 담당 공무원에게 항의한 후 그 주택은 식사 공간과 주방 사이
에 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해설 |

01 미국인 건축가가 케냐의 공공주택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주택을
건설했을 때, 문화적 차이를 모른 채 작업을 하여 현지인들에게 불
편한 구조의 주택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주택을 설계함에 있어서 문화를 이해할 필요
성’이다.

03~04

 3. ④ 4. ②

문장 끊어읽기
▶

The air kiss on both cheeks, / for instance, / which is French
in origin / and common among many Europeans, / is far more
intimate / in terms of closing distance / than a simple hug / —
you are literally cheek-to-cheek / with the person greeting
you.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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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뺨에 키스하듯 인사하기는 / 예를 들어 / 기원이 프랑스인 / 그리고 많은 유럽
사람들에게서 일반적인 / 훨씬 더 친밀하다 / 거리를 좁힌다는 면에 있어서 / 단
순한 포옹보다 / 여러분은 말 그대로 뺨과 뺨을 맞대는 것이다 / 인사하는 사
람과
▶

There are clearly social and even legal lines / that should not
and cannot be crossed / in terms of when it is appropriate / to
touch someone.

04 (A)의

뒤에는 접촉의 제스처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 있으며,

(B)의 뒤에는 악수의 예를 들고 있으므로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는
② ‘for instance(예를 들어)’가 가장 적절하다.
구문 |

고 있다. 몸짓이나 시선 맞추기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문화는 다른 문화

 he air kiss on both cheeks, for instance, [which is
• T
French in origin and common among many
Europeans,] is far more intimate in terms of closing
distance than a simple hug — you are literally cheek-tocheek with the person greeting you. : [ ]는 The air
kiss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관계절이며, far는 비교급(more
intimate) 앞에서 ‘훨씬’의 의미로 해석된다.
• D o not expect [that your good intentions alone are
enough to ensure {that an unsolicited touch will not
cause someone discomfort}]. : [ ]는 expect의 목적어로
쓰였으며, { }는 ensure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보다 더 접촉에 중심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기원이 프랑스이고 많은 유럽 사

어휘 |

사회적 심지어 법적인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 넘어서는 안 되며 넘어설 수 없
는 / 언제 적절할지에 관하여 / 누군가를 접촉하는 것이
▶

The consequences of misjudging this / can range / from
inadvertently creating distance and awkwardness / to being
slapped with a harassment charge.

이것을 잘못 판단하는 것의 결과는 / 다양할 수 있다 / 본의 아니게 서먹서먹함과
어색함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 괴롭힘에 대한 고소로 모욕당하는 것에 이르기
까지
소재 | 문화에 따른 제스처의 해석
해석 |

문화는 접촉에 관하여 받아들여지거나 기대되는 것에 관한 다른 규범을 가지

람들에게서 일반적인, 양 뺨에 키스하듯 인사하기는 거리를 좁힌다는 면에 있

●

어서 단순한 포옹보다 훨씬 더 친밀하다 — 여러분은 말 그대로 인사하는 사람

●

과 뺨과 뺨을 맞대는 것이다. 다른 문화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접촉은 여러분과

●

(인사를) 교환하고 있는 상대방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할 수 있는 분명한 위

●

험 구역이다.

●

누군가를 접촉하는 것이 언제 적절할지에 관하여 넘어서는 안 되며 넘어설 수

●

없는 사회적 심지어 법적인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사업
환경에서는, 동료와의 악수는 거의 항상 적절하지만 더 친밀한 어떤 것은 관련
된 사람과 일반적인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규범을 주의 깊게 해석하는 것을 요

●
●
●
●

구한다. 어깨나 팔 위쪽을 가볍게 두드리는 것은 또한 지지나 긍정적인 좋은
감정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그 해석은 받는 사람
의 시각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 또는 그녀가 여러분이 원치 않는 연
애의 진행을 하려는 것으로 생각할 것인가? 우월함을 표현하는 것인가? 반갑
게 인사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려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남녀 혼성일 때, 지
위가 다를 때, 그리고 다문화적 배경에서 두 배로 중요하다. 여러분의 선한 의
도만으로 원치 않는 접촉이 누군가에게 불쾌함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
실히 해주기에 충분하리라 기대하지 말라. 이것을 잘못 판단하는 것의 결과는
본의 아니게 서먹서먹함과 어색함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괴롭힘에 대한 고소로
모욕당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 감성 지능과 사람의 말과 비언어
적인 신호에 대한 빈틈없는 주의가 여러분의 접촉이 어떻게 해석될지를 결정
짓는 데 필수적이다.
해설 |

03 신체적인 접촉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④ ‘접촉에
관한 문화적, 사회적 민감성을 이해하라’가 가장 적절하다.
① 가까이 서서 다른 사람과 친밀감을 유지하라
② 접촉은 항상 좋은 몸짓으로 해석된다
③ 접촉에 대해 민감한 사람을 다루는 방법
⑤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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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ms 규범

in terms of 〜의 면에서, ~의 관점에서
air kiss 얼굴에 키스하듯 인사하기
literally 글자 그대로
colleague 동료

unwelcome 원치 않는

glad-hander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

●
●
●
●
●

unsolicited 원하지 않는, 부탁받지 않은
inadvertently 본의 아니게, 부주의하게
awkwardness 어색함
harassment 괴롭힘

●
●

intimate 친밀한

red zone 위험 구역

prevailing 일반적인, 보통의
dominance 우월함
doubly 두 배로

slap 모욕하다, 찰싹 때리다
keen 빈틈없는, 예리한

www.ebsi.co.kr

20 세트형 문항 ⑵
01

②

02

③

05

③

06

⑤

본문 78~79쪽

03

01~03

④

04

①

 1. ② 2. ③ 3. ④

문장 끊어읽기
▶

How was it possible / that her child could lead / such a double
life?

어떻게 가능했을까? / 그녀의 자녀가 살 수 있는 것이 / 그런 이중적인 삶을
▶

“You should have told me / that there was an important guest /
in the sitting room,ˮ / she told her mother / later that evening.

당신은 나에게 말씀하셨어야 했는데 / 중요한 손님이 계셨다는 것을 / 거실에 /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 그날 저녁 나중에
▶

After that, / Bella tried / to be just as friendly at home / as she
was at school.

그 이후로 / Bella는 노력했다 / 집에서도 다정하려고 / 학교에서 그랬던 것만큼
소재 | Bella Griffin의 개과천선
해석 |

Bella Griffin은 학교에서 언제나 다정했다. 그녀는 심지어 남을 도와준 것 때
문에 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집에서 그녀는 심술을 내고 게을렀다. Bella의
엄마는 걱정을 했다. 그녀의 자녀가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어떻
게 가능했을까? 그러다가 그녀의 어머니는 좋은 생각을 찾아냈다. 그녀는

Bella가 그녀의 사회 선생님을 정말로 존경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Murray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서 “금요일에 저희 집으로 오셔서 저녁을 드시
겠습니까?”라고 물었다. Murray 선생님은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Bella

on the table and banged the plates, bowls, and cups
down. Bella complained loudly 등에서 Bella의 화가 난 심경
을 찾을 수 있고 She blushed. How long has my teacher
been sitting there, and how much of my complaining had
she heard?에서 부끄러운 심경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② ‘화가
난 → 부끄러운’이 Bella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하다.
① 느긋한→ 좌절한
③ 지겨운 → 신이 난
④ 걱정하는 → 겁먹은
⑤ 우울한 → 즐거운

02 (a), (b), (d), (e)는 모두 Bella를 가리키지만, (c)는 Bella의
어머니를 가리킨다.

03

마지막 문단의 ‘Her grandmother had made it years

ago.’에서 Bella의 어머니가 십자수 그림을 만들어 벽에 걸었다는
④는 글의 내용과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구문 |

• How was it possible [that her child could lead such a
double life]? :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는 내용상의 주어이다.
• Miss Murray said she would love to come. : 동사 go를
쓰지 않고 come을 쓴 것은 Murry 선생님이 Bella의 어머니의
집, 즉 상대방이 있는 곳으로 가기 때문이다.

• “You should have told me that there was an important
guest in the sitting room,” ~. : 「should have+과거분사
(p.p.)」는 ‘(과거에) 〜했어야 했다’의 의미로 과거에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을 나타낸다.

의 엄마는 그것에 대해 Bella에게 말하지 않았다.
금요일에 Bella가 소프트볼 연습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그

어휘 |

녀에게 식탁을 차릴 것을 요청했다. “왜 내가 항상 그것을 해야 하나요?”라고

●

Bella가 물었다. 그녀는 내내 툴툴거렸다. 그녀는 식탁보를 식탁에 던지고 접

●

시와 사발과 컵을 꽝하고 내려놓았다. “자리를 하나 더 마련해 주거라.”라고 그

●

녀의 어머니가 말했다. “오늘 밤 저녁 식사에 어떤 분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란

●

다.” “엄마는 왜 항상 손님들을 초대하나요? 그것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추가
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잖아요!” Bella는 큰 소리로 불평했다. “쉿!”
그녀의 어머니가 속삭였다. “우리 손님이 이미 도착하셨단다. 이제 가서 그 손
님을 저녁 식사를 하시라고 불러라.” 그녀가 말했다. Bella는 발을 질질 끌며

●
●
●
●

come up with (해답 등을) 찾아내다〔내놓다〕
grumble 투덜〔툴툴〕거리다

●

all the while 그동안 죽, 내내

chore 하기 싫은〔따분한〕 일

●

drag oneself 발을 질질 끌며 걷다

lounge 거실

●

bang 꽝 치다, 세게 두드리다

set a place (식탁에) 자리를 마련하다

stop dead in oneʼs tracks 갑자기 딱 멈추다
framed 액자에 넣은

●

blush 얼굴을 붉히다

cross-stitch 십자(수) 뜨기(하다)

식당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갑자기 딱 멈추었다. Murry 선생님이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선생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곳에 앉아 계시고 있었고 내가 불평하는 것을 얼마나 들으셨을까?’
“거실에 중요한 손님이 계셨다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셨어야죠.”라고 그녀는 그
날 저녁 나중에 그녀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렇지만 우리 집에는 항상 중요
한 손님이 계시단다.”라고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녀는 벽에 걸려 있는 액

04~06
문장 끊어읽기
▶

자에 넣은 십자수 그림을 가리켰다. 그녀의 할머니가 여러 해 전에 그것을 짜
셨다. 그 위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은 모든 식사 때의 보이지 않는 손님이다.’였

01 She grumbled all the while. She threw the tablecloth

A Kansas City native, he / used his family contacts / in
Missouri / to arrange a meeting / with President Harry
Truman.

캔자스시티의 토박이인 그는 / 자기 가족의 연줄을 이용하여 / 미주리 주에 있는 /
만남을 주선했다 / Harry Truman 대통령과의

다. 그 이후로 Bella는 학교에서 그랬던 것만큼 집에서도 다정하려고 노력했다.
해설 |

 4. ① 5. ③ 6. ⑤

▶

The young war veteran / traveled to Washington / and in front
of cameras and reporters / proudly tattooed the president’s

정답과 해설

393

미래편

cocker spaniel, Feller.

그 젊은 참전 용사는 / 워싱턴으로 갔다 / 그리고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 / 자랑
스럽게 대통령의 코커스패니얼 종 개인 Feller에게 문신을 해주었다
소재 | Robert Altman의 인생 이야기
해석 |

22세였을 때 기이한 사업을 하려던 계획이 그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다면,
Robert Altman은 전설적인 영화 제작자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에 미 공군에서 부조종사로 복무한 후에 그(Altman)는 제대했을 때
운명적으로 애완동물 가게에 가게 되었다. “전쟁 직후에 저는 제 자신을 위한

④ 위험한 - 스포츠
⑤ 위험한 - 관광

05 (a), (b), (d), (e)는 모두 Robert Altman을 가리키지만, (c)
는 Harry Truman 대통령을 가리킨다.

06 Robert Altman은 일곱 차례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으나 한
번도 수상하지는 못했다고 했으므로, ⑤는 Robert Altman에 관
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구문 |

다. 그들 둘은 개들에게 문신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다. 혹시 개

If a bizarre business scheme hadn’t failed him when he
was 22 years old, Robert Altman might never have
become a legendary filmmaker. :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가정하는 가정법 과거완료 구문이다. if절은 「had+p.p.」로 쓰고,
주절은 「조동사의 과거형+have p.p.」로 쓴다.

를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동물 보호소에서 그 애완동물의 주인을 확인할 수 있

어휘 |

개를 갖게 되었어요.”라고 Altman은 전에 말했다. “나에게 그 개를 판 남자는
개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개에게 새겨주곤 했던 이 Identicode라는 것을 갖
고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멋진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Altman은 그 장치가 잠재력을 지닌 많은 수익을 낳는 사업이라고 보았으며,
그래서 그는 그 애완동물 가게 주인과 함께 개에게 문신을 해주는 회사를 차렸

었다. Altman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그 일에 쏟아부었으며 곧 아주 대단한
떠들썩한 선전의 기회를 만들어냈다. 캔자스시티의 토박이인 그는 미주리 주
에 있는 자기 가족의 연줄을 이용하여 Harry Truman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
선했다. 그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은 Identicode에 너무나도 깊은 감명을 받은

●
●
●
●
●

나머지, (그는) 자신의 개에게 그것을 사용하도록 Altman에게 허락해 주었다.

●

그 젊은 참전 용사는 워싱턴으로 가서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대

●

통령의 코커스패니얼 종 개인 Feller에게 문신을 해주었다.

●

모든 언론의 집중 보도를 받은 후에 사업은 급속히 성장했다. 하지만 머지않아

●

동물 문신에 대한 수요가 거의 사라져갔다. (그는) 전쟁 중에 태평양에서 비행

●

기를 조종하며 폭격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Altman은 라디오 극이나 영화 대

●

본을 쓰는 것에 대한 공상을 했었다. 개 문신 사업으로 큰 벼락부자가 될 가망

●

성이 희박해진 상황에서 이 22세의 청년은 새로운 직업 분야인 영화 제작 분

●

야에서 자신의 운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이익을 조금 남

●

기고 팔아버리고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단편 산업 영화 제작업체들 중 하나인

Kansas City’s Calvin Company에 들어갔다. Altman은 그 일을 배워서 수
십 편의 교육용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

1970년에 그는 그를 하루아침에 유명인사로 만들어 준 장편 극영화를 감독했
으며, 전시 상황을 다룬 블랙 코미디인 M*A*S*H는 또한 그를 최초로 오스카
상 후보에 오르게 해주었다. 그는 Nashville, The Player, Short Cuts,

Gosford Park를 포함하여 몇 편의 다른 영향력 있는 영화들을 감독했다. 그
는 일곱 차례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으나 한 번도 수상하지는 못했다. 연예
사업을 하려고 개 문신 사업을 포기한 것에 대해 (그가) 후회하는지 질문을 받
았을 때, Altman은 말했다. “음, 그것들은 둘 다 별 차이가 없어요.”
해설 |

04 (A) 개에게 신원 확인을 위한 문신을 해주는 것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멋진 아이디어라고 보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므로,
‘terrific(멋진)’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B) 개 문신 사업을 청산하고 영화 산업으로 뛰어든 것이므로,
‘show(연예)’가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② 멋진 - 관광
③ 잘못된 -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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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arre 기이한

legendary 전설적인

discharge 제대시키다

●
●

tattoo 문신을 하다

●

endeavor 일, 노력

money-maker 많은 수익을 낳는 사업
hatch 만들어내다

copilot 부조종사

●

identification 신원확인

animal shelter 동물 보호소

scheme 계획

●

wild 아주 좋은

publicity stunt 떠들썩한 선전 활동

●

native 토박이, 원주민

commander in chief 최고 사령관

●

veteran 참전용사, 베테랑

arrange a meeting 만남을 주선하다
cocker spaniel 코커스패니얼

overnight 하룻밤 사이의, 갑작스러운

●
●

strike it rich 큰 벼락부자가 되다
celebrity 유명인

black comedy 블랙 코미디(빈정대는 유머가 담긴 희극)
nomination (후보) 지명, 추천

기출편

정답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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