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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Dear Sir,

Would you be nice enough in doing me a favour by 

keeping your dog chained? Yesterday it ventured 
발 을 들 여 놨 다

into our kitchen garden and destroyed so many 

plants and flower beds. You know how we labour 
화 단 애 쓰 다

over and prize  our plants and flowers. 
소중히 여기다

Your dog is not ferocious but even then it scares our 
사 나 운

children when let loose. The other day it scratched a 
풀려 있다

passerby with its sharp nails and scared a babysitter 

into screaming. I hope you understand and 
비 명 을 지 르 다

appreciate the nuisance caused sometimes by your 
인 식 하 다 성 가 신 일

pet. It is in the interest of our good neighborly 
이 해 관 계 이 웃 다 운

relations that we cooperate in every possible way. 
협 력 하 다

Yours sincerely,

S. Mazumdar

이웃집 개로 인한 불편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댁의 개를 계속 묶어 두심으로써 저의 

부탁을 좀 들어　주시겠습니까? 어제 댁의 개가 대

담하게도 저희 텃밭에 뛰어들어 와서 너무나 많은 

식물과 화단을 망쳐 놓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저희

의　식물과 꽃을 위해 저희가 얼마나 애쓰는지 그

리고 그것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아십니

다. 

댁의 개는 사납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 해도 풀려 

있을 때는 저희 아이들에게 겁을 줍니다. 요전 날 

그 개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할퀴

었고 베이비시터를 겁주어 (그녀가) 비명을 질렀습

니다. 댁의 애완동물로 인하여 때때로 발생되는 성

가신 일을 귀하께서 이해하고 인식하시기를 바랍니

다. 우리가 모든 가능한 방식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

은 바로 이웃으로서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S. Mazumdar 드림

 ⑤ 개를 계속 묶어 둘 것을 이웃에게 부탁하려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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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글에 드러난 ‘I’ 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All that night I held onto the broken mast, until I was 
붙잡았다 부 러 진

so exhausted that I finally went to sleep. The next 
녹 초 가 되 어 서 잠이 들었다

morning I sat on the mast and looked around. There 

was nothing around as far  as the eye could see. It 
~ 의 거리까지 (아무리 보 아 도 )

was calm and the sea was like glass. A single seagull 
고 요 한 유 리 갈 매 기

which came out of nowhere landed on the mast, 

looked at me questioningly, and then flew off into 

the distance. 

I wished that I could fly like that. If I could, I would 

fly over the ocean and find our ship, and Grandpa, 

Grandma, and all the others would be happy to see 
원인

me. But there was no use in dreaming about things 
소용없다

that were impossible. I sat on the mast, dangling my 
돛 대 늘 어 뜨 리 면 서

feet in the water. 

I thought about my friends on the ship and how they 

must think that I drowned in that storm. I thought 
익 사 하 다 폭풍속에서

about our island, and wondered if I would ever see 

another island again.

• It is no use -ing = It is no good -ing, It is useless to 

do, There is no use -ing, It is of no use to do: ~해봐야 

소용없다

바다에서의 표류

그날 밤 내내 나는 부러진 돛대를 붙잡고 있다가 너

무 녹초가 되어서 마침내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

침에 돛대에 앉아서 주변을 보았다. 아무리 보아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다. 고요하고 바다는 유리 같

았다. 갑자기 나타난 한 마리의 바다 갈매기가 돛대

에 앉았다가 나를　의심스럽게 쳐다보더니 멀리 날

아가 버렸다. 

나는 그처럼 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럴 수 

있다면, 대양 위를 날아서 우리 배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

이 나를　만나서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것은 소용없었다. 나는 돛대에 앉아서 

물속에 발을 축 늘어뜨렸다. 

나는 배 위의 내　친구들을 생각했고, 그들이 내가 

그 폭풍우 속에서 익사했다고 믿고 있음이 틀림없

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우리 섬에 대해서 생각했

고, 다른 섬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생각했다.

 ④ hopeless and desperate1

�2



리카수니 분석전문 블로그
2017년 EBS 수능완성(영어) 분석자료

Update 2017. 9. 2.

2017년 수능특강 완성 TEST 1       http://likasuni.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 다음 글에서 과학 논문에 관하여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1

The title of a scientific article should be chosen with 
제 목 논 문 신중하게

care because it provides the first basis on which a 
근 거

prospective reader can decide whether or not to go 

further in reading the article. It therefore should 

provide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about the 

nature of the paper, without, however, exceeding the 
성 격 논 문 초 과 하 다

length limitations. 
제 한

In practice it will be the chief source on which 
주 요 한 출 처

indexers will rely. Therefore, it  is desirable, if 
색 인 작 성 자 가주어 바 람 직 한

possible, to  get index words into the title, i.e., words 
진주어

under which the paper should be listed in the 

subject index. 

For example, if a small number of chemical 

compounds were studied in some way, such that the 
화 합 물

article should be indexed under the names of the 
색 인 에 넣 다

compounds, try to get the names in the title.
화 합 물 넣 다

과학 논문의 제목 작성 방법

과학 논문의 제목은 예비 독자가 그 논문을 계속해

서 읽어 나가야 할지 아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를 그것이 제공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골

라야 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논문의 성격에 관한 가

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길이 제한을 초

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그것은 색인 작성자가 의지할 가장 중요한 

출처일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색인 단어, 

즉 논문이 해당 주제 색인의 목록에 포함되게 할 단

어를 제목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적은 수의 화합물이 어떤 점에서 연구가 

되었고, 따라서 그 논문이 그 화합물의 이름으로 된 

색인 목록에 들어가야 한다면, 그 이름을 제목에 넣

도록 애써라.

 ② 제목에 색인 단어를 넣어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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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1

Before long, every library system will need to have 
머 지 않 아

on staff at least some librarians who are well versed 
직원 중에 정 통 한

in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the most 

promising digital technologies. Ideally, most library 
유 망 한

systems will have librarians who are involved in the 
참 여 하 다

creation of the new digital environment through 

which many of the library users are meeting their 
충 족 시 키 다

information needs. 
욕 구

Most libraries, whether in the United States or 

elsewhere in the world, have few, if any , staff 
있다손 쳐도

members who are up to speed on the most current 
기대 수준을 보이는 (갖춘)

technologies. And too few libraries have committed 
약 속 했 다

to helping to build the open, networked library 

platforms of the future. 

There are vibrant, growing communities of librarians 
왕 성 한 성 장 해 가 는 단 체

doing so, especially as part of the opensource 
활 동 하 는 공 개 소 스

development and open-content worlds, but the total 
콘 텐 츠

number of participants in these edge communities of 
앞서가는 단 체

librarians, compared to the total number of people 

working in libraries, is disproportionately tiny. That’s 
불 균 형 적 으 로 적 은

where the problem lies.
~하는 곳이다 있 다

사서의 정보화 능력

머지않아, 모든 도서관 체계는 가장 유망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배치에 정통한 사서를 직원 중에 최

소한 몇 명은 필요로 할 것이다. 이상적으로, 대부

분의 도서관 체계는 많은 도서관 이용객이 자신들

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킬 새로운 디지털 환경의 창

조에 참여하는 사서들을 보유할 것이다. 

대부분의 도서관은, 미국에서든 세계 다른 어느 나

라에서든, 가장 최근 기술에 대한 최신 지식을 갖춘 

직원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극소수만을 보유하고 있

다. 그리고 너무나 적은 수의 도서관들만이 미래의 

개방형 네트워크를 갖춘 도서관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돕겠다고 약속해 왔다. 

특히, 공개 소스 개발과 공개 콘텐츠 세상의 일부로

서 그런 활동을 하는 왕성히 성장해 가는 사서 단체

들이 있지만, 이런 앞선 사서 단체에 참여하는 총 

인원수는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총 인원수와 비교할 

때 불균형적으로 매우 적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부

분이다.

 ② 첨단 디지털 기술을 갖춘 사서들의 수가 부족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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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1

One important factor in the origin of the music 

festival was the popularity of oratorio performances, 
인 기 종 교 적 악 극

both during Handel’s lifetime (1685–1759) and 

immediately after his death. These oratorio 
직 후

performances frequently had a charitable function. 
자 선 적 인 기 능

Handel himself had conducted numerous 
지 휘 했 다

performances of Messiah at London’s Foundling 
공 연 을

Hospital, with proceeds going to the orphanage, and 
부대상황 결 과 , 매 상

during the 1760s oratorio concerts in aid of local 
돕 는

charities proved increasingly popular in the 

provinces. 
지 방 에 서

When combined with an additional performance of 
결 합 되 다 부 가 적 인

secular music in the evening, these oratorio concerts 
세 속 적 인

became indistinguishable from traditional music 
구 별 할 수 없 는

festivals. The close ties between festivals and 
긴 밀 한 유 대

philanthropy which existed for most of the 
박 애 , 자 선 활 동

nineteenth century clearly had their origins in this 
기원을 두었다

practice.

음악 축제의 자선 기능의 유래

음악 축제의 기원에서의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헨

델의 생전(1685~1759)과 그의 죽음 직후의 성가

극 공연의 인기였다. 이 성가극 공연은 자주 자선적

인 기능을 갖고 있었다. 

헨델 그 자신은 런던의 Foundling Hospital에서 

수많은 메시아 공연을 지휘했는데, 그 수익금은 고

아원으로 돌아갔으며, 1760년대의 지역 자선단체

를 돕는 성가극 연주회는 그 지방에서 점점 인기를 

끌었음이 입증되었다. 

 

저녁에 세속적인 음악의 부가적인 공연과 결합될 

때, 이 성가극 음악회는 전통적인 음악 축제와 구별

할 수 없게 되었다. 19세기의 대부분 기간 동안 존

재했던 축제와 박애의 밀접한 유대가 이런 관례에 

그 기원을 두었음이 분명했다.

 ② the roots of music festivals’ charitable func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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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Some individuals may perceive applied science as 
인 식 하 다 응 용 과 학

“useful” and basic science as “useless.” A question 
기 초 과 학

these people might pose to a scientist supporting 
지 지 하 는

knowledge acquisition would be, “What for?” A 
지 식 습 득 왜 요 ?

careful look at the history of science, however, 

reveals that basic knowledge has resulted in many 

remarkable applications of great value. 
주 목 할 만 한 응 용 v e r y v a l u a b l e

• lead to = cause, bring about, result in, give rise to do, 

generate, trigger

Many scientists think that a basic understanding of 

science is necessary before an application is 
그리고 나서

developed; therefore, applied science relies on the 
개 발 되 다 ~에 달려있다

results generated through basic science. Other 
생 성 된

scientists think that it is time to move on from basic 
나 아 가 다

science and instead to find solutions to actual 
대 신 에

problems. 

Both approaches are valid. It is true that there are 
타 당 한

problems that demand immediate attention; 
즉 각 적 인 관 심

however, few solutions would be found without the 

help of the wide knowledge foundation generated 
만 들 어 진

through basic science.

✽pose (질문을) 제기하다

기초과학의 가치

어떤 사람들은 응용과학이 ‘유용하고’ 기초과학은 

‘쓸모없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기초

과학) 지식의 습득을 지지하는 과학자에게 ‘무엇 때

문에요?’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

학의 역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기초 지식이 결국 

매우 가치 있는 다수의 주목할 만한 응용을 가져왔

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많은 과학자들은 (과학적) 응용이 개발되기 전에 과

학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응용과학은 기초과학을 통해 생성된 결과

에 의존한다. 다른 과학자들은 기초과학으로부터 

나아가 그 대신에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 접근법 둘 다 유효하다.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초과학을 

통해 만들어진 광범위한 지식 기반의 도움 없이는 

해결책이 거의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① Basic Science: Foundation for Practical Solution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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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기기별 인터넷 사용 시간

�
기기별 1일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

The graph above shows the average daily Internet 

usage time by device in the U.S. from 2010 to 2015. 

① Looking at the graph, we can see that average 

daily Internet usage time for the “Desktop/Laptop” 

and “Other” categories stayed fairly flat during the 

given period. 

위의 그래프는 2010년에서 2015년까지 미국에서의 인터넷 1일 평

균 사용 시간을 기기별로 보여 준다. 그래프를 보면, ‘탁상/휴대용 컴

퓨터’와 ‘기타’ 부문에서 1일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주어진 기간

동안 상당히 일정한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There was a gradual increase in average daily 

Internet usage time for the “Mobile” category from 

2010, when the time spent on Internet usage via the 

“Mobile” category was the same as that of the 

“Other” category. 

2010년 이래로 ‘모바일’ 부문에서 1일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점차적으로 증가했는데, 2010년에는 

‘모바일’ 부문을 통한 인터넷 사용 시간은 ‘기타’ 부

문의 그것과 같았다.

③ Total Internet usage time doubled 

itself from 2010 to 2015, but the 

“Desktop/Laptop” and “Other” 

categories didn’t contribute to the 
기 여 하 다

increase.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전체 인터넷 사용 시간

은 두 배가 되었지만, ‘탁상/휴대용 컴퓨터’와 ‘기타’ 

부문은 그 증가에 기여하지 않았다.

④ From 2010 to 2011 and from 2011 to 

2012 respectively, the time spent for 
각 각

Internet usage via the “Mobile” category 

doubled.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그리고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각각 ‘모바일’ 부문을 통한 인터넷 

사용 시간은 두 배가 되었다.

⑤ In 2014, U.S. users spent 5.3 hours 

a day on the Internet, about half of 

which was spent via the “Mobile” 

category.

2014년에 미국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하면서 하루

에 5.3시간을 보냈는데, 그 절반 정도는 ‘ 모바일’ 

부문으로 사용했다.

 2010년 인터넷 전체 사용 시간은 3.2시간이고, 2015년 인터넷 전체 사용 시간은 5.6시간이므로, 두 배보다 적다. 그러므1

로 ③이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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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Mildred “Babe” Didrikson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

치하지 않는 것은?1

In the 1920s and 30s women just weren’t athletes. 

The idea of a muscular woman running, jumping, 
근 육 질 의 (의미상 주어)

and competing like her male counterparts was 
상 대

frowned  upon. However, Mildred “Babe” Didrikson 
눈살을 찌뿌리게 하다

didn’t care . Athletics was her life. At the age of 21, 
개의치 않았다

she competed in three events at the 1932 Olympics
참 가 했 다

—the 80-meter hurdles, the javelin, and the high 
창 던 지 기

jump. 
높이 뛰기

She would have competed in more, but at the time 

women were limited to competing in up to three 
최대 ~ 까지

individual events. She easily won the javelin, the first 
종 목

Olympic javelin event ever available to women. Then 

she broke the world record in the first women’s 

Olympic 80-meter hurdles. 

She actually tied for the gold in the high jump with 
동점이다

Jean Shiley, but was only awarded the silver after it 

was determined that her jumping style was illegal . 
판 정 받 다 인정되지 않는

Always ahead of her time, Babe’s head crossed the 
시대를 앞서서

bar before her body, much like the “Fosbury Flop” 

that is the popular style today.

• Fosbury Flop: (도움닫기 높이뛰기에서) 등을 밑으로 해서 넘기 

Mildred “Babe” Didrikson

1920년대와 30년대에 여성들은 단지 운동선수가 

아니었다. 근육질의 여성이 자신들의 상대인 남성

들처럼 달리고, 점프하고, 경쟁한다는 생각은 눈살

을 찌푸리게 했다. 그러나 Mildred “Babe” 

Didrikson은 개의치 않았다. 육상은 그녀의 삶이

었다. 21세의 나이에 1932년 올림픽에서 그녀는 

세 종목, 즉 80미터 허들, 창던지기, 그리고 높이뛰

기에 참가했다. 

그녀는 (제한이 없었더라면) 더 많은 종목에 참가했

을 테지만, 그 당시 여성들은 최대 3개의 개인 종목

에만 참가하도록 제한되어 있었다. 그녀는 창던지

기에서 쉽게 우승을 했는데, 그것은 여성들이 참가

할 수 있었던 역대 최초의 올림픽 창던지기 경기였

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최초의 올림픽 여자 80미

터 허들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깼다. 

그녀는 실제로 높이뛰기에서 Jean Shiley와 금메

달을 놓고 동률을 이뤘지만, 그녀의 도약 방식은 허

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되고 난 후 은메달을 수

상하는 데 그쳤다. 항상 시대를 앞서가서, 오늘날 

대중적인 방식인 ‘포스베리 뛰기(배면뛰기)’와 매우 

유사하게 Babe의 머리가 몸보다 먼저 가로대를 넘

었던 것이었다. 

 ④ 올림픽 높이뛰기에서 Shiley와 금메달을 공동으로 수상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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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Loudoun County Spring Farm Tour에 관한 다음 안내문

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1

2017 Loudoun County Spring Farm Tour

Saturday, May 20 & Sunday, May 21

10 a.m.– 4 p.m.

Loudoun County Spring Farm Tour is a part of the 

5th Annual Small Business Week scheduled for May 
예 정 된

15– 21, 2017.

Come out and enjoy the animals, people, and 

products of Loudoun County’s agricultural lands.

The farm tour is free and self-guided; no tickets 

required!

Look for tour brochures of participating locations at 

local libraries.

You may also access tour information online via:

– Our online tour map

– PDF of the brochure

– Text only brochure file

Please note two important updates:

– BLE Farm will not be on the tour this weekend.

– Cerritos Farm: Be advised that poultry processing 
알 려 드 립 니 다 가 금 육 가 공

on-demand occurs in the farm; you may see 
요 구 에 의 한

evidence of this process if you visit.

✽poultry 가금(닭·오리·거위 등)

농장 견학 프로그램

2017 Loudoun County 봄 농장 견학

5월 20일 토요일 & 5월 21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Loudoun County 봄 농장 견학은 2017년 5월 

15일에서 21일까지 예정된 제5회 연례 Small 

Business Week의 일환입니다.

(여기) 오셔서 Loudoun County의 농지에 있는 

동물, 사람, 그리고 제품을 즐기세요.

농장 견학은 무료이며 셀프 가이드 견학입니다. 티

켓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참가 장소에 대한 견학 소책자를 

찾으세요.

여러분은 또한 다음을 통해 온라인으로 견학 정보

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의 온라인 견학 지도

- 소책자의 PDF

- 텍스트만 있는 소책자 파일

중요한 두 개의 최신 정보에 주목하세요.

- BLE 농장은 이번 주말에 둘러볼 수 없을 것입니다.

- Cerritos 농장: 요구에 의한 가금육 가공이 농장

에서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분이 방문한

다면 이러한 가공의 흔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④ 견학 정보가 온라인 지도로도 제공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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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Alaska Learning Labs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Alaska Learning Labs

Alaska Learning Labs is an after-school tutoring 

program for your child. We help your child do better 

in school. The program is offered free of charge for 

all participants who reside in Dock Village.

★ When: Mon., Tues., Thurs., & Fri.

★ Where: Community Center

★ Time: 3:00 P.M.-4:00 P.M.

NOTE

■ Your child’s individually designed program will be 
맞 춤 형

provided based on test scores.

■ The program will include reading, writing, and math 

lessons using an award-winning computer program.

■ Your child will also have lots of opportunities to 

read books including fiction and non-fiction.

On bad weather days, tutoring will be cancelled and 

students will be notified.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www.dockvillagecc.org.

Dock Village Community Center

Alaska Learning Labs

Alaska Learning Labs는 여러분 자녀를 위한 방

과 후 교습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자녀

가 학교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Dock Village에 거주하는 모든 참가자

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 언제: 월, 화, 목, 금

★ 어디에서: 커뮤니티 센터

★ 시간: 오후 3:00–오후 4:00

유의 사항

■자녀의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이 평가 점수를 기반

으로 제공될 것 입니다.

■상을 받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읽기, 쓰기, 

그리고 수학 수업이 프로그램에 포함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소설과 논픽션을 포함하여 독서

를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또한 갖게 될 것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교습이 취소되고 학생들

에게 공지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인 

www.dockvillagecc.org를 방문하세요.

Dock Village 커뮤니티 센터

 ⑤ 날씨와 상관없이 진행된다. 문제 해설 >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 교습은 취소되고 학생들에게 공지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1

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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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1

Politics and economics are inseparably linked. 
밀 접 하 게

Economic conditions affect political choice, and

political decision making influences the course of the 

economy. An economy in recession—a condition ① 
불 경 기

in which the real (inflation-adjusted) gross domestic 
인 플 레 이 션 을 감 안 한

product (GDP) declines for two successive quarters
하 락 하 다

—affects both government revenues and spending. 
수 입 지 출

Personal income declines and as total personal 

income falls, so ② is total consumption, and this 

lowered demand translates into reduced corporate 
옮 겨 진 다

profits. Personal and corporate income tax revenues 

decline as a result of their diminishing tax bases. The 

federal government is hit the hardest, given its heavy 

reliance on income taxes. 

Although states also see their income tax revenues 
소 득 세 수 입

③ fall, they suffer an even bigger loss of sales tax 

revenues because the sales tax remains their 

primary revenue source. Local governments that 

make sizable use of these tax instruments ④ feel 
상당히 많이 이용하다 조 세 수 단

similar effects. Those that depend primarily on 

property taxes are less immediately ⑤ affected, 
재 산 세

though a continued recession can drive down 

property values and correspondingly reduce the 

property tax base.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GDP)

✽✽tax base 과세 기준

정치와 경제의 관계

정치와 경제는 밀접하게 연관된다. 경제 상황은 정

치적 선택에 영향을 주고 정치적 의사 결정은 경제 

추이에 영향을 준다. 불경기의 경제―실질적인 (인

플레이션을 감안한) 국내 총생산(GDP)이 2분기 

연속 줄어드는 상황 ― 는 정부의 수입과 지출 모두

에 영향을 준다. 

개인 소득은 줄어들고, 개인의 소득 총액이 줄어들

면 소비 총액도 역시 줄어들며, 이러한 줄어든 수요

는 회사의 이익 감소를 낳는다. 개인 및 법인 소득

세 수입은 그들의 (감소한 소득에 따라) 낮아진 과

세 기준의 결과로 줄어든다. 소득세에 대한 큰 의존

도를 고려해 볼 때, 연방정부가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다. 

비록 주(州)들도 역시 자신들의 소득세 수입이 줄어

드는 것을 보기는 하지만, 판매세가 그들의 주요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판매세 수입에 있어 훨씬 더 큰 

손실을 입는다. 이러한 조세 수단을 상당히 많이 이

용하는 지방 정부들도 비슷한 영향을 느낀다. 비록 

장기적인 불경기가 부동산의 가치를 내리고 이에 

상응하여 재산세의 과세 기준을 내리기는 하지만, 

주로 재산세에 의존하는 정부들은 보다 덜 즉각적

으로 영향을 받는다.

 ② do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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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Digital communication provides users with instant 

access to others on an unprecedented level. Many 
전 례 없 는 수 준 으 로

businesses prefer using email over a phone call 

because email provides a record of the message. 

But there are (A) [benefits / consequences] to this 
결 과

built-in record-keeping feature. Users forget that 
내 장 된 기 록 을 보 존 하 는 특 징

even though they may delete a message, it is 

usually stored on a server or is backed up for future 
보 관 된 다 향후 검토

review. This means users need to think about what 

they say when using email. 

This is the same for many other communication 

methods like texting and social networking sites: 

even after the information is deleted it continues to 

“live on” in cyberspace. Any of these technologies 

can be used (B) [appropriately / inappropriately]. 

Too often, people send emails, texts, or posts 

without considering who might see them or how 

they might be interpreted.

It is easy to write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and then send it before considering the long-term 

consequences. In some situations speaking to 

someone face-to-face can (C) [solve / worsen] a 

situation faster than multiple emails or other 

communication methods.

디지털 통신 시 유의점

디지털 통신은 사용자들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다

른 사람들에게 즉시 접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메일

은 메시지의 기록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전화보다는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장된 기록을 보존하는 기능에는 

결과가 따른다. 사용자들은 비록 자신들이 메시지

를 삭제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보통 서버에 저장

되거나 향후 검토를 위해 보관된다는 사실을 잊는

다. 이것은 사용자들이 이메일을 사용할 때 자신들

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문자 메시지 주고 받기와 사회관계망 사이

트와 같은 많은 다른 통신 수단의 경우에도 마찬가

지이다. 정보가 삭제된 이후에도 그 정보는 사이버 

공간에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 기술들 중 

그 어떤 것도 부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너무나 

자주 사람들은 누가 그것들을 보게 될지 또는 어떻

게 해석될지를 고려하지 않고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하고, 혹은 정보를 게시한다.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기 전에 처음 생각나는 것

을 적은 후 그것을 전송하기 쉽다.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얼굴을 보고 말하는 것이 다수의 이메

일 혹은 다른 통신 수단보다 더 빨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③ consequences inappropriately solv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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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밑줄 친 She[she]가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1

On the morning of the interview, Myra was ready to 

leave home two hours before the interviews would 

start. She wanted to get to Glencoe in time to stop 

by Angie’s to cool off and rest from the walk before 

① she went to the post office. 
M y r a

② She hoped to be the first one at the door when it 
M y r a

opened. Angie wouldn’t know why ③ she had come 
M y r a

to town, and Myra didn’t want to tell her about the 

appointment. 

She knew Angie was such a gossip and ④ she 
수 다 쟁 이 Angie

would have it all over town as soon as Myra left, 
퍼뜨리다

and Myra would rather that folks didn’t know until 
차라리 ~했으면 좋 겠 다 가 정 법

she actually got the job. She wasn’t going to lie to 

Angie, but ⑤ she also didn’t have to bring up the 
M y r a 꺼 내 다

subject of why she was in town.

취업 면접을 보러 가는 Myra

면접 날 아침에 Myra는 면접 시작 두 시간 전에 집

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Glencoe에 

제시간에 도착해 Angie네 집에 들러 그녀가 우체

국으로 가기 전에 열을 식히고 걷기로 인한 피로를 

풀고 싶었다. 

우체국이 문을 열었을 때문에 있는 첫 번째 사람이 

되기를 그녀는 희망했다. 그녀가 시내에 온 이유를 

Angie는 알지 못 할 터인데, Myra는 그녀에게 그 

약속에 관해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Angie가 남의 말하기를 대단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고 Myra가 떠나자마자 그녀가 온 마을

에 그것을 퍼뜨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Myra는 자신이 그 일자리를 실제로 얻을 때까지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고 바랐다. 그녀는 Angie에

게 거짓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또한 

자신이 시내에 왜 왔는지에 관한 말을 꺼낼 필요도 

없었다.

 ④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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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1

Naturally, people eat many different kinds of meals 

and choose them with the intention of 
의 도 를 갖 고

communicating the right message to the right 
저 달 하 다

audience. One would not reheat half-eaten leftovers 
다시 데우다 남 은 음 식

when trying to impress a potential lover, just as one 
감 명 을 주 다 예비 연인

would not spend a fortune on extravagant 
사 치 스 런

ingredients for a hurried everyday meal eaten in 
재 료 허둥대며 먹는

solitude. 
혼 자 서

Every meal has, in a sense, its own coded message. 
암 호 화 된 메 세 지

This is not to say, however, that it is always readily 
쉽 게

perceived or interpreted correctly by others. What 

may be intended as cozy informality to someone 
다 정 한 격식 차리지 않는 행위 에게

preparing a meal might be interpreted as laziness 
준 비 하 는

by an invited guest. 
~에게 초 대 받 은 손 님

Equally, a meal of roast beef offered to a vegetarian 
마 찬 가 지 로

might be construed as a calculated insult. As with 
해 석 되 다 계 산 된 모 욕 ~ 처 럼

all language, there can be________________. 

Despite this, an outsider observing or commenting 
관 찰 하 는 말 하 는

on an eating event can usually decode the intended 
해 독 하 다 의 도 된

message without too much difficulty.

✽construe 해석하다 ✽✽decode 해독하다

식사가 전달하는 의미

당연히, 사람들은 많은 다른 종류의 음식을 먹으며, 

적절한 청중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

를 갖고 그것들을 선택한다. 혼자 허둥대며 먹는 일

상의 음식을 위해서 사치스러운 재료에 많은 돈을 

쓰지 않는 것처럼, 장래에 연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 노력할 때, 반쯤 먹다 

남은 음식을 다시 데우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음식은 그 자체의 암호화된 메

시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나 다른 사람

에게 쉽게 인식되거나 올바르게 해석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다정한 약식 행위로 의도될 수 있는 것이 초대받은 

손님에게는 나태함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채식주의자에게 제공된 구운 소고기 

식사는 계산된 모욕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모든 언

어에서처럼, 잘못된 전달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하는 것을 관찰하거나 그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는 외부인은 보통 아주 큰 어려움 없이 

의도된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다.

 ⑤ miscommunica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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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1

Friendship provides the ways to social and cognitive 
사 회 성 인 지 적 인

development. Through gossip with friends about 
발 달 수다를 떨면서

other children, for example, children learn about 

peer norms, including how, why, and when to 
또 래 규 범

display or control the expression of emotions and 
통 제 하 다

other behaviors. 

As Piaget pointed out, friends are more likely than 
지 적 하 다

nonfriends to criticize and elaborate on one 
친구가 아닌 사람들 보다 비 판 하 다 상 세 히 말 하 다

another’s ideas and to elaborate and clarify  their 
서로 서로의 생각을 정 교 하 게 말 하 다 분명하게 말하다

own ideas. This kind  of openness _____________. 
이런 종류의 개 방 성

One demonstration of this was provided by a study 

in which teams of 10-year-olds, half of them made 

up of friends and the other half made up of 

nonfriends, were assigned to write a story about 
지 시 받 다

rain forests. 

The teams consisting of friends engaged in more 
참 여 했 다

constructive conversations (e.g., they posed 
건 설 적 인 제 기 했 다

alternative approaches and provided elaborations 
제 공 했 다

more frequently) and were more focused on the task 

than were teams of nonfriends. In addition, the 
대 동 사

stories written by friends were of higher quality than 

those written by nonfriends.
s t o r i e s

친구 관계가 어린이의 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에 미

치는 영향

친구 관계는 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위한 길을 제

공한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함께 다른 아이들에 

대해 수다를 떨면서 어린이는 어떻게, 왜, 그리고 

언제 감정 표현과 그 밖의 행동을 보여 주거나 통제

해야 하는지를 포함해, 또래 규범에 대해 배운다. 

Piaget가 지적했듯이, 친구들은 친구가 아닌 사람

들보다 서로의 생각을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 상세

히 말하며 그들 자신의 생각을 정교하게 만들어 내

고 분명하게 말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러한 종류의 

개방성은 인지적 기술을 증진시키고 창의적 과제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것의 한 실례가 절반은 

친구들로 구성되고 다른 절반은 친구가 아닌 어린

이로 구성된 10살짜리 팀들에게 열대 우림에 대한 

이야기를 쓰도록 한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친구들로 구성된 팀들은 더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

하였고 (예를 들어, 그들은 더 자주 대안적인 접근

법을 제기하고 자세한 설명을 제공했다) 친구가 아

닌 팀들이 집중한 것보다 더 과제에 집중했다. 게다

가, 친구들에 의해 작성된 이야기가 친구가 아닌 어

린이에 의해 작성된 이야기보다 질이 더 높았다. 

 ① promotes cognitive skills and enhances performance on creative tasks1
증 진 시 키 다 인 지 적 인 향 상 시 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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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1

Risk factors are conditions or characteristics that 
위험인자 조 건 특 징

help us predict events, such as a diagnosis of a 
진 단

heart attack. They_______________________. We 
심 장 마 비

all know that high blood pressure and high 

cholesterol levels are risk factors for heart disease. 

This means only that people with these conditions 

are more likely to be diagnosed with heart disease. 
진 단 을 받 다

It does not mean that high blood pressure or high 

cholesterol levels trigger heart disease. Consider 
유 발 한 다

another risk factor for heart disease—family history. 

If your father had a heart attack at age 47, your risk 

for having a heart attack is increased, but this says 

nothing about what would actually trigger the heart 

attack. It could be a defective gene you inherited, a 
결 함 이 있 는

diet you learned from your father, a psychological 
심 리 적 인

trait, or any number of other factors that you and 
특 성

your father have in common. 

위험 인자

위험 인자들은 우리가 심장 마비의 진단과 같이 병

의 발생을 예측하도록 도움을 주는 조건이나 특징

이다. 그것들은 무엇이 그 병이 발생하도록 했는지

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알려 주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고혈압과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심

장 질환의 위험 인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심장 

질환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만을 의미

한다. 그것은 고혈압이나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심장 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심장 질환의 또 다른 위험 인자인 가족력을 생

각해 보라.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가 47세에 심장 마비를 일으

켰다면, 여러분에게 심장 마비가 일어날 위험성은 

증가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무엇이 심장 마비를 유

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분이 물려받은 결함이 있는 유전자, 여

러분이 아버지로부터 배운 식습관, 심리적인 특성, 

혹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버지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다수의 다른 인자들일 수도 있다. 

 ⑤ t ell us nothing about what caused the event to occu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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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1

After you have read a poem that you really like, you 

may find that after many readings you have 
여 러 번 읽 고 나 서

memorized—or almost memorized—all of it. After we 

have memorized a poem, we can say with 

confidence that we “know” the poem—or, child-like, 
어린 아이 처 럼

we say: “I know it by heart.” 
암 기 했 다

That is an interesting little phrase; it not only implies 
짧 은 문 구

that we can recite the poem without looking at the 
암 소 하 다

printed words, but that we have also 

___________________. The poem has become 

ours. 

When we begin to study the musical setting of a 
곡 , 가 락

song that we sing, the words are already a part of 

our spirit. When we memorize poetry, the words 
암 기 하 다 시

undergo a personal transformation; they become 
격 는 다

part of our stored feelings and experiences. 
저 장 된

시 암기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시를 읽은 후에, 여러분은 

여러 번 읽고 나서 시 전부를 암기했다고 아니면 거

의 암기했다고 느낄지 모른다. 시 하나를 암기하고 

나서, 그 시를 ‘알고’ 있다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고 혹은 어린아이처럼 “난 그 시를 줄줄 외지.”

라고 말한다. 

그것은 흥미로운 짧은 문구인데, 그것은 우리가 인

쇄된 단어를 보지 않고서도 그 시를 암송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그 시의 

감성적 내용을 내재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시

가 우리의 것이 된 것이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음악 가락을 공부하기 시작

할 때, 그 노랫말은 이미 우리 영혼의 일부이다. 우

리가 시를 암기하면 그 시구는 개인적 변형을 겪는

데, 그것들은 우리의 저장된 감정과 경험의 일부가 

된다.

 ② internalized the poem’s emotional content1
내 면 화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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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1

According to a new and controversial hypothesis, 
논 란 이 있 는 가 설

agriculture may have affected climate. Around eight 

thousand years ago, it seems, the concentration of 
농 도

carbon dioxide (the chief greenhouse gas) in the 
주 요  온 실 가 스

Earth’s atmosphere began to climb slowly.

(A) This may have forestalled the next ice age. 
미 연 에 방 지 하 다

Ruddiman also thinks the advent of irrigated rice 
관 개

farming, around five thousand years ago, resulted in 

extra doses of methane in the atmosphere.
메 탄

(B) How could this happen? William Ruddiman, an 

environmental scientist and climate historian, thinks 
기 후 역 사 가

it happened because agriculture spread far and 

wide. Farmers cut and burned enough forest to 
정도

send about two hundred billion tons of CO2 into the 

atmosphere.

(C) This came after about two thousand years of 
발 생 했 다

declining CO2 and when, according to climate 
감 소 하 다

models based on earlier alternations of ice ages and 
교 대 로 발 생 하 는

interglacials, the CO2 levels should have continued 
간 빙 기

to fall. 

✽forestall 미연에 방지하다 ✽✽advent 출현

농업이 기후에 미친 영향

논란이 있는 새로운 가설에 따르면, 농업이 기후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 약 8천 년 전에, 지구 

대기의 (주요 온실 가스인) 이산화탄소 농도가 서서

히 오르기 시작한 것 같다. 

(A) 이것이 그다음 빙하기를 미연에 방지했을 것이

다. Ruddiman은 또한 약 5천 년 전에 관개 쌀 농

업이 출현한 것이 대기 중에 추가적인 양의 메탄이 

생긴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B)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환경과

학자이자 기후역사가인 William Ruddiman은 농

업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한다. 농부

들이 약 2천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내

보낼 만큼의 산림을 자르고 태웠다. 

(C) 이것은 약 2천년간 이산화탄소가 감소한 후에 

그리고 이전에 교대로 발생했던 빙하 시대와 간빙

기 시대에 근거한 기후 모델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의 수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졌어야만 했을 때 발생

했다. 

 ⑤ (C)-(B)-(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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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1

Around 1900, the physicist Paul Ehrenfest was trying 

to understand how molecules bounce around in a 

gas. He constructed a simple model, now called the 
만 들 었 다

Ehrenfest urn model.
항아리

(A) Initially, balls tend to move from the full urn to 

the empty urn. As the initially empty urn fills up , 
비 어 있 는 전부다

balls start to move back to the other urn as well. 

Eventually, each urn has approximately the same 

number of balls.

(B) This final state is called equilibrium. In the 
평 형 상 태

Ehrenfest urn model, equilibrium is stable: once the 

number of balls in the two urns becomes 

approximately equal, it stays that way, with small 
대 략 적 으 로

fluctuations due to the random nature of the process.
변 동 임 의 적 인 성 격 과 정

(C) Take two urns and a bunch of balls. Initially all 
예로 들다

the balls are in one of the urns. Number each of the 
번 호 를 매 겨 라

balls, and then pick a number at random and move 
무 작 위 로

the ball labeled with that number to the other urn. 
항아리

What happens?

✽urn 항아리, 단지 ✽✽equilibrium 평형 상태

Paul Ehrenfest의 항아리 모델

1900년 즈음에, 물리학자 Paul Ehrenfest는 기

체 안에서 분자가 어떻게 튀어 오르는지를 이해하

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는 현재 Ehrenfest 항아

리 모델이라고 부르는 간단한 모델을 만들었다.

(A) 처음에, 공은 가득 찬 항아리에서 비어 있는 항

아리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처음에 비었던 항아

리가 채워지면서, 공 역시 다른 항아리로 다시 돌아

가기 시작한다. 결국, 각 항아리는 대략 똑같은 수

의 공을 가지게 된다. 

(B) 이런 마지막 상태는 평형 상태라고 불린다. 

Ehrenfest 항아리 모델에서 평형 상태는 안정적이

다. 일단 두 항아리에 있는 공의 수가 대략적으로 

같아지면, 그것은 그 과정의 임의적인 성격 때문에 

작은 변동만 발생하면서 그대로 있다.

(C) 두 개의 항아리와 한 무더기의 공을 예로 들어 

보자. 처음에 모든 공은 항아리 중 한 항아리에 있

다. 공 각각에 번호를 매긴 다음, 임의로 한 숫자를 

골라서 그 숫자가 붙어 있는 공을 다른 항아리로 이

동시켜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④ (C)-(A)-(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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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

절한 곳을 고르시오.1

�

At the Yerkes Primate Research Center at Emory 

University, a chimp named Lana participated in a 

computer-controlled language training program. She 

learned to press keys imprinted with geometric 
새 겨 진 기 하 학 적 인

symbols that represented words in an artificial 

language called Yerkish. 

( ① ) Researcher Sue Savage-Rumbaugh and a 

colleague varied the location, color, and brightness 

of the keys, so Lana had to learn which symbols to 

use no matter where they were located. 

( ② ) One day her trainer Tim had an orange that 

she wanted. ( ③ ) Lana had available symbols for 

many fruits—apple, banana, and so on—but none for 

orange. 

( ④ ) So Lana improvised and signaled, “Tim give 
급 조 했 다

apple which is orange.” ( ⑤ ) Impressive!

침팬지의 언어 능력

그러나 오렌지색을 나타내는 부호는 있었다. 

Emory 대학의 Yerkes 영장류 연구 센터에서, 

Lana라는 이름의 침팬지가 컴퓨터가 제어하는 언

어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그녀는 Yerkish라고 

불리는 인공 언어에서 단어들을 나타내는 기하학적

인 부호가 새겨진 키를 누르는 것을 학습하였다. 

연구자 Sue Savage-Rumbaugh와 동료 한 명은 

키들의 위치, 색깔, 그리고 밝기를 다양하게 하여, 

Lana는 부호들의 위치에 관계없이 어떤 부호를 사

용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했다. 

어느 날 그녀의 훈련사 Tim이 그녀가 원하는 오렌

지를 가지고 있었다. Lana는 많은 과일들 ― 사과, 

바나나, 기타 등등 ― 을 나타내는 데 이용 가능한 

부호들이 있었으나, 오렌지를 나타내는 부호는 없

었다. 

그래서 Lana는 임시변통하여 ‘Tim이 오렌지색 사

과를 준다.’라고 표현했다. 인상적이다!

Yet there was a symbol for the color orange.
부 호

 ④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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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

절한 곳을 고르시오.1

�

Artists employ many self-correction methods. ( ① ) A 
보 정 방 법

process that I use in my own studio involves a 
포 함 한 다

knitting needle (or skewer or pencil)—the thinner and 
뜨 개 질 바 늘 꼬 챙 이 연 필

the straighter, the better. 
곧 은

( ② ) Hold your arm outstretched, elbow straight, 
팔 을 벌 린 채 팔 꿈 치 쭉 편 채 로

close one eye, and place your thumb against your 
엄지 손가락을 대 고

needle to mark  off your unit of measure. ( ③ ) Then, 
표시하기 위해 단 위 측 정

while maintaining your body position and your 
유 지 하 면 서 자 세

measure on the needle, either rotate the needle to 
측 정 기 준 을 회전시켜라

check for widths or move it vertically to check for 
확 인 하 다 너 비 를 움 직 여 라 수 직 으 로

heights. 

( ④ ) For example, the distance from one shoulder 

to another in a figure viewed straight on is typically 
인 물 에 서 똑바로 보이는

about two head lengths. ( ⑤ ) This technique can be 
길 이

especially useful for long horizontal subjects when it 
수 평 의

is difficult to guess accurately.
정 확 하 게

✽skewer 꼬치, 꼬챙이

예술가들의 물체 측정 방법

여러분은 물체의 가운데를 나타내는 표시 같은 것

이나 어떤 것이 몇 단위만큼 높거나 넓은지를 구하

고 있는 것이다. 

예술가들은 많은 자체 보정 방법을 이용한다. 나 자

신의 작업실에서 내가 사용하는 과정에는, 뜨개질

바늘(혹은 꼬치나 연필)이 포함 되는데, 그것은 더 

얇고 곧을수록 더 좋다. 

측정 단위를 표시하기 위해 여러분의 팔을 팔꿈치

를 편 채 쭉 뻗어 유지하고, 한쪽 눈을 감고, 엄지손

가락을 바늘에 대고 지탱하라.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의 몸의 자세와 바늘의 측정 기준을 유지하면서, 너

비를 확인하기 위해 바늘을 회전시키거나 높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직으로 그것을 움직여라. 

예를 들어, 똑바로 보이는 인물에서 한쪽 어깨에서 

다른 쪽 어깨까지의 거리는 일반적으로 대략 머리 

길이의 두 배이다. 이 기술은 정확하게 추측하기 어

려울 때 수평으로 긴 대상에 있어 특히나 유용하다.

You are looking for such things as the halfway 

marker of an object or how many units high or 
표 시 단 위

wide something appears.

 ④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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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1

If you want to provide environmental support for 
환 경 적 지 원

older adults, taking their vision changes into 
고 려 하 면 서

account, you need to think through your intervention 
충분히 생각하다 중 재

strategies carefully. ① For example, simply making 
전 략 을 주 의 깊 게

the environment brighter may not be the answer. 

② For increased illumination to be beneficial, 
조 도 유 용 한

surrounding surfaces must not increase glare. ③ 
표 면 눔 부 심

Using flat  latex paint rather than polished enamel 
윤기 없는 유 액

and avoiding highly polished floors are two ways to 

make environments “older adult-friendly.” 

④ Much information and many resources are 

available to help older adults and their families plan 

for potential disasters and gain confidence that they 

have done everything they can do. ⑤ There should 

be high contrast between the background and 
대 비

operational information on dials and controls, such 
조 작 정 보 제 어 장 치

as on stoves and radios.

✽illumination 조도 ✽✽glare 눈부심

노인의 시력 변화를 고려한 환경 변화

여러분이 노인의 시력 변화를 고려하면서 노인들을 

위한 환경적 지원을 제공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중재 전략을 주의 깊게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환경을 더 밝게 만드는 것이 답

이 아닐 수 있다. 

증가된 조도가 유용하게 되기 위해서는 주위 표면

의 눈부심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 윤이 나는 에나멜

보다 무광인 고무나무의 유액으로 만든 페인트를 

사용하고 매우 윤이 나는 바닥을 피하는 것은 환경

을 ‘노인 친화적’으로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다. 

(많은 정보와 많은 자원이 노인과 그 가족들이 잠재

적 재난을 대비해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해 왔다는 확신을 얻도록 돕는 데 

이용 가능하다.) 배경과, 난로와 라디오 같은 물건

의 다이얼 그리고 제어 장치의 조작 정보 사이에는 

높은 대비가 있어야 한다.

 ④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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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The sharpest blades in history were not made of 

steel. They were crafted thousands of years ago 
만 등 러 졌 다

from a naturally occurring material called obsidian. 
흑 요 석

This jet-black mineral forms in the lava flow of active 
새 까 만 용 암 류 활 화 산

volcanoes. The rapid cooling of this material means 

it solidifies with very few crystals. It is hard and 
굳 어 진 다 결정체가 거 의 없 이

breakable and therefore breaks into very sharp 
부 서 진 다

pieces. 

In fact, well-crafted obsidian blades are said to be 
만 들 어 진 흑 요 석

many times sharper than modern surgical scalpels. I 
외 과 용 매 스

know what you’re thinking, “If obsidian’s so great, 

how come doctors don’t make scalpels out of it?” 

Even though the edge it produces is second to 
어 떤 것 에 도

none, obsidian isn’t the most durable substance. It 
뒤지지 않는 내구성이 있는 물 질

chips and loses its edge much more easily than any 

metal, so it has to be replaced frequently. It’s also 

difficult to mass-produce, unlike metal items that are 

made from a mold. 

✽obsidian 흑요석 ✽✽lava 용암 ✽✽✽scalpel (수술용) 메

스

Even though obsidian blades are known to be the    

(A)   , obsidian is not used to make scalpels 
수 술 용 메 스

because it is    (B)   .

흑요석의 특징

역사상 가장 날카로운 날은 강철로 만들어지지 않

았다. 그것은 수천 년 전에 흑요석이라 불리는 자연

적으로 존재하는 재료로 만들어 졌다. 이 새까만 광

물은 활화산 용암류에서 생성된다. 이 물질의 급속

한 냉각은 결정체가 거의 없이 굳어지는 것을 의미

한다. 그것은 단단하면서 깨지기 쉽고 따라서 매우 

날카로운 조각들로 부서진다. 

사실, 잘 만들어진 흑요석 날은 현대의 수술용 메스

보다 여러 배 더 날카롭다고 한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안다. “만약 흑요석이 그토록 대단하다

면, 왜 의사들은 그것으로 메스를 만들지 않지?” 비

록 흑요석이 만들어 내는 날이 어떤 것에도 뒤지지 

않지만, 흑요석이 그렇다고 가장 내구성이 좋은 물

질은 아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금속보다 더 쉽게 

이가 빠지고 날이 무뎌져서, 자주 교체되어야 한다. 

또한 거푸집에서 만들어진 금속품과는 달리 대량 

생산이 어렵다.

비록 흑요석 날이 가장 날카롭다고 알려져 있지만, 

흑요석은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수술용 메스를 만

드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② sharpest easily broke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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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We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with our physical 

environments. We are biological creatures who 
생 물 학 적 피 조 물

depend on the living landscape to sustain us. Plants 
풍 경 부 양 해 주 는

and animals are affected by our actions, and our 

existence is impacted by plants and animals. We 

exist within complex sets of interactions—that is, 

we live in an ecological world. 
생 태 학 적 인 세 상 에

Learning to perceive the world as a neverending 
인 식 하 다 끝 없 는

system of interactions—that is, to think about our 

surroundings and our relationships with our 

environments and each other ecologically—is              
생 태 학 적 으 로

_____________. Such thinking forces us to rethink 

our views of economics, politics, and business. It 

suggests different ways to plan and design. 

✽stewardship 책무

41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42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세계를 바라보는 생태학적 관점

우리는 서로서로 그리고 우리의 물리적 환경과 상

호 작용한다. 우리는 우리를 부양해 주는 살아 있는 

풍경에 의존하는 생물학적 피조물이다. 동물과 식

물은 우리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고, 우리 존재는 

동물과 식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복잡한 

상호 작용의 집합 속에서 존재한다. 즉, 우리는 생

태학적 세계에 산다. 

세계를 끝없는 상호 작용의 체계로 인식하게 되는 

것, 즉 우리 환경에 대해, 그리고 우리 환경과 우리 

서로와의 관계에 대해 생태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도전적이다. 그런 생각은 경제학, 정치학, 사업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다시 생각하도록 강요한다. 이

는 계획하고 설계하는 다른 방법을 시사한다. 

 ⑤ Ecological Perspective in Understanding the World1

 ⑤ challenging2
어 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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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conomics, for example, an ecological view 
생 태 학 적 인 관 점

suggests a much more complex set of relationships 

than supply and demand: supply of what and where 
공 급

from and at what cost, not only in dollars but to 
어떤 희생 을 치른

other species and other generations. 

Ecological understanding can also confront our 
대 립 한 다

values and religious beliefs, although most faiths 

address human connections to the natural world and 
다 루 다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for future generations. 
책 무

The ecologist Paul Sears, in 1964, was the first to 

call ecology a radical subject. 
과 격 한

He speculated that if ecology were “taken seriously 
추 측 했 다

as an instrument for the long-run welfare of mankind, 

then it would endanger the assumptions and 
위 태 롭 게 하 다 가 정

practices accepted by modern societies, whatever 
관 습

their doctrinal commitments.”
교 리 적 인 책 임

번역

예를 들어, 경제학에서 생태학적 관점은 무엇의, 어

디서부터의, 그리고 달러뿐 아니라 다른 종과 다른 

세대에 어떤 희생을 치른 공급인지와 같은, 수요와 

공급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련의 관계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신앙이 인간의 자연 세계와의 연결과 미

래 세대에 대한 책무성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생태

학적 이해는 우리의 가치와 종교적 신념과도 대립

할 수 있다. 1964년 생태학자 Paul Sears는 생태

학을 과격한 과목이라고 말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그는 만약 생태학이 “장기적인 인간의 행복을 위한 

방편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러면 이는 

그게 어떤 교리적 책무든 현대 사회에서 받아들여

진 가정과 관습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라고 예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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