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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ing an "A" is harder than getting an "A."
Almost anyone can get an "A" once.
But keeping it, that's an accomplishment.

저자집단 '지꽃피 5기'...지식을 꽃 피우다
강선이 선생님 창원 청담어학원

신상우 선생님 여의도 엔터스카이학원

강선혜 선생님 일산 열음 영어

심재범 선생님 수원 영통 토브

강윤구 선생님 부산 최강영어 백년대계

우경인 선생님 타임교육 뉴스터디학원

강해천 선생님 대구 고등어학원

윤영탁 선생님 분당 탁샘 영어

김기수 선생님 경기 내손동 아이탑학원

이광재 선생님 경기도 성남

김동명 선생님 경북 울진 DM학원

이상엽 선생님 대구

김민혁 선생님 목동 G2 영어학원

이상준 선생님 울산 아카데미쿠스학원

김병남 선생님 광주

이연홍 선생님 창원 English Buster 영어전문학원

김성훈 선생님 대치 영어연구소

이영민 선생님 이영민 영어발전소

김소원 선생님 평촌 메가스터디

이정민 선생님 고등어쌤 메가스터디

김주훈 선생님 교육공간 내게로

이정철 선생님 용인 으뜸학원

김진호 선생님 대치/분당/평촌 영진학원

이정환 선생님 광명 선택과 집중 영어학원

김진호 선생님 서초 이탑영어

이진기 선생님 강동 일등공신학원 Francis E. Campus

김태주 선생님 강서 C어학원

이학준 선생님 창원 이학준 영어교실

노경수 선생님 비전트리 죽죽샘

장하준 선생님 은평 하즈잉글리쉬

박광륜 선생님 광명 외대어학원/대치 열정스토리

지광모 선생님 광주 광역시 지광모영어학원

박종민 선생님 서울 서초

채진오 선생님 창원 English Buster 영어전문학원

박준영 선생님 서울 시스템어학원

한상욱 선생님 중계 기준어학원

박지훈 선생님 중계 기준어학원 조이(Zoe)반

홍대균 선생님 SKYEDU

송승룡 선생님 전주 닥공영어

검수진 영어강사밴드 Cloud 9

박준호 선생님(목동 하이스트 학원) 황성진 선생님(목동/대치 미래탐구) 박영민 선생님(목동 이스트 영어전문학원) 이희완
선생님(대치 세정학원) 류헌규 선생님(방학동 류헌규 영어전문학원)

기획 & 디자인
기획 김형규 이건희
디자인 이건희

이 책의 구성과 활용법

모자이크 변형문제 수특(Part I) 540제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과 시험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주고자 전국 영어 전문가 집필집단인 '지꽃피: 지식을 꽃 피우다'에서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변형문제 시리즈입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수능과 똑같은 유형의 변형문제를 통하여 실제 시험에서도 똑같이 적용함은 물론 원문항 1문제에 4개
문항의 변형문제를 제시함으로써 지문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모자이크 EBS변형문제 시리즈로 수능연계교재의 글의 내용과 어휘를 철저히 익히면서 반복훈련으로 적응력을 키우면,
교육과정 성취 함양과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변형문제 1회

수능과 똑같은 유형으로 시작!

‣ 변형문제 2회

‣ 변형문제 3회

아직도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No!

‣ 변형문제 4회

지문을 확실히 내 것으로!

첫 문장만 봐도 내용이 술술~!

이책의 차례
회차

문 항

페이지

1회

1~135

5

2회

1~135

55

3회

1~135

103

4회

1~135

149

정답및해설

197

빠른 정답

198

1회

영어영역

수특(Part

540

I)

① some obtain the peace of mind

[15년 EBS 수능특강 6강 4번 응용]

40.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0.

② few people experience no anxiety

Studies have shown that as anger increases,

③ almost everyone feels sense of loss

cognitive processing speed goes down, fine motor

④ many celebrities control their mind

coordination and sensitivity to pain decrease, and

⑤ one can realize the importance of speaking

muscle strength often increases. So for some
athletes doing some tasks, anger can be helpful.
For example, the defensive lineman who must
make his way past a blocker to make a tackle
might benefit from having some level of anger.
For other tasks, anger would be a hindrance .
The quarterback who needs to read the defense
before deciding which receiver to throw to would
likely perform better if he were not angry. In fact,
some research supports this thesis. Players at
football

positions

that

________________

tend to demonstrate lower levels of anger than
players at positions that do not.
① repeat the same thing
② promote physical fitness
③ need to cooperate with others
④ require a lot of decision making

[15년 EBS 수능특강 6강 6번 응용]

42.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

⑤ make use of other people's abilities

장 적절한 것은?

42.

Taking steps to keep others connected with the
rational part of their brain, even in intense conflict
situations, (A)[help / helps] minimise the impact
of behaviours acted out in anger. A key step is to

41.

[15년 EBS 수능특강 6강 5번 응용]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1.

Why

do

so

many

people

dislike

re-enter the conversation under the tone of the
other person. Imagine you're having a conversation

public

with someone and you or your conversational

speaking? Perhaps the biggest fear is exposure.

partner is whispering and the other person is

Standing up in front of a large group of people,

shouting. It is clear (B)[that / what] the shouter is

with a hundred or more pairs of eyeballs all

having by far the more uncomfortable experience.

staring in our direction can be very intimidating.

Individuals do not usually sustain shouting for

There is also the risk of losing face or making

very long if the other party does not reciprocate

complete idiots of ourselves in a public forum. Sir

the intensity or loudness of voice. So keep your

George Jessel, a famous public speaker, once

volume down and your voice even (C)[and / or]

said, 'The human brain starts working the

others will start to reciprocate.

moment you are born and never stops until you

*reciprocate 똑같은 방식으로 응대하다

stand up to speak in public.' But it's also
important to emphasize that ＿＿＿＿＿＿＿＿＿＿

(A)

(B)

(C)

＿＿＿＿＿＿ when performing in public and this

① help

that

or

includes the greatest actors and political leaders.

② help

that

and

Winston Churchill, for example, had to overcome

③ helps

that

and

his fear of public speaking to become one of the

④ helps

what

and

greatest speakers of the 20th century.

⑤ helps

what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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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EBS 수능특강 13강 4번 응용]

[15년 EBS 수능특강 13강 6번 응용]

92.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94.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92.

Children

of

Native

American

are

Numerical reasoning becomes easier when you

traditionally socialized through ＿＿＿＿＿＿＿＿＿

visualize mathematical concepts. Quite famously,

＿＿＿＿＿＿＿＿＿.

grandparents,

Einstein once claimed that his thinking process

uncles and aunts participate with parents in child

took place through visualization and that he very

care, supervision of children, and assurance of

rarely thought in words at all.

Along

parents

94.

with

love, and cousins are thus considered as close as
siblings. Members of this extended family also

(A) Furthermore, graph-reading and geometry by

teach children their tribal values and beliefs along

their nature require you to use your visual

with

a

skills to understand complex numerical data,

group-oriented culture, the values of cooperation

which immediately involves regions of the

and sharing are emphasized, while competitive

right temporal lobe.

traditions

and

rituals.

Reflecting

behavior is discour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B) What we do know is that when a math

are further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tribal

problem is presented visually, it becomes

ceremonies and develop an appreciation for their

clearer, more accessible, and the brain is

cultural heritage.

more capable of recalling the knowledge later
on.

① the move to other cultures

(C) Crucially, brain scans show that during

② an extensive network of relatives

calculations activity is not merely confined to

③ the education from their ancestors

the left hemisphere, but is also present in the

④ the cultural exchange with foreigners

visual, auditory, and motor areas of the

⑤ the participation of tribal ceremonies

brain.
*auditory 청각의 **temporal lobe (뇌의) 측두엽

93.

[15년 EBS 수능특강 13강 5번 응용]
다음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93.

History

shows

technologies

that

strengthen

new

communications

some

forms

① (A)-(B)-(C)

② (B)-(C)-(A)

④ (C)-(B)-(A)

⑤ (C)-(A)-(B)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while disrupting
others. The advent of the Internet has the
potential for bringing about a situation in which
everyone is our neighbor in a small, electronically
mediated global village. The virtual communities
that have formed on the Internet are an initial
indication that new types of human relationships
may be created. However, there is also the danger
that the world could evolve into an extremely
divided

postmodern

society

in

which

chaos

dominates. Information technologies may also
lower the sense of social presence we experience
when we talk to people face to face.
① 세계화를 견인한 수단
② 초기 인터넷의 근본적인 목적
③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정보통신기술
④ 가상의 세계가 인간관계에 끼친 긍정적 측면
⑤ 사람간의 의사소통에 끼치는 새로운 통신기술의 양면성

수특(Part I) 540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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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B)-(A)-(C)

수특(Part I) 540제 변형문제 2회
[15년 EBS 수능특강 3강 1번 응용]

13.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① keeps cells infected in the blood

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3.

② increases an appearance of human

Paying attention to one thing necessarily comes

③ decreases the human's health in some place

at the expense of another. Letting your eyes get

④ protects us from bacterial infections of every

too taken in by all of the scientific equipment in
the

laboratory

prevents

you

from

kind

noticing

⑤ preserves the environment which is good for

anything of significance about the man in that

human

same room. We cannot allocate our attention to
multiple things at once and expect it to function
at the same level as it would were we to focus on
just one activity. Two tasks cannot possibly be in
the attentional focus at the same time. One will
inevitably end up being the focus, and the other or others - more like irrelevant noise, something
to be filtered out. Or worse still, none will have
the focus and all will be, although slightly clearer,
noise, but degrees of noise all the same.
⇩

Paying attention to one thing ____(A)____
'over-concentrated

phenomenon'.

Even,

under-concentrated work can't get ____(B)____
only to fall to the noise
(A)

(B)

① break

reassured

② bring

concentrated

③ scorn

counteracted

④ resent

arranged

⑤ conceive

explained

14.

[15년 EBS 수능특강 3강 3번 응용]

15.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15.

Formal appraisals are a very important part of

[15년 EBS 수능특강 3강 2번 응용]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

the overall communications an employee receives
①concerning

Building the body's cells with raw foods

job

performance.

However,

if

___________________________.

feedback is received only once during the year, it

It strengthens the cells in ways that only raw

will fall short of meeting its ultimate objective. For

foods can strengthen the cells because the human

an employee to receive feedback that can truly

body, as well as all life on Earth, has been

help him or her ② improve performance, it must

conditioned to receive its nutrients in that way

be provided on a regular and more frequent basis.

for billions of years. However, highly processed

If there ③ are areas of improvement to be

foods first appeared in the 1930s. The rise of

addressed, they should not be "saved up" until the

chronic disease of all kinds

time

naturally

correlates precisely

of

the

annual

appraisal

before

④

with the increased consumption of processed

communicating

foods. Cancer is a perfect example of this. I has

feedback

continued its sudden rise since the 1930s, and

performance should also be communicated and

now one of every three people in the United

reinforced on a frequent and regular basis. Set up

States will get cancer in their lifetime. Switch to a

quarterly discussions, for example, or ⑤ be careful

raw food diet and disease will disappear from

to do them as projects come to an end or at other

your life for good, or for as long as you remain a

appropriate times.

to

about

the
an

employee.

individual's

Similarly,
good

job

*appraisal 평가

raw food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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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정답] ②

⑤ 일상의 것들을 채워가는 행복한 커플

[해설] 이 글은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해 경제와 사회가 붕괴할 수도

37.
[정답] ④

있는 세계에서 인터넷이 교육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므
로, 이 글의 주제는 ② '교육 기회를 주는데 있어서 인터넷의 역할

(The role of the Internet in giving the opportunity for
education)'이 가장 적절하다.
① 좋은 교육 기회를 잡아내는 소수의 인원들
③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가 붕괴되는 것을 막는 방법들
④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실용적인 정책들
⑤ 재정적인 폐허 속에서 공부를 지속하는 십대들에게 동기유발을

[해설] 시합 전에 선수들이 기다리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준다. 하
지만 경기에서 승리 후에는 스트레스가 잊혀 진다는 내용이고, 뒷 부분
은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직업을 바꾼다는 내용이 이지고 있으므로, ④
시합 전에 선수들이 받는 압박감가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하다.

시켜줄 방법들

38.
[정답] ⑤

30.
[정답] ①

[해설] neither of these examples 부분이 주어로 사용되어 문장의 동
사가 필요하므로 relieving을 relieves로 바꾼다.

[해설] (A)에서 주어는 the management이므로 단수 동사 was가,
(B)에서는 young girls과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swimming, (C)에서
는 괄호 다음의 문장이 완전하므로 That이다.

39.
[정답] ②

31.
[정답] ③

[해설] Bushmen부족이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에서 살고 있고, (B)
개인이 가지는 평균 공간의 크기를 설명하고, (A)그 공간이 최대한의 접
촉을 보장하도록 배열되어있어서, (C)스트레스 증상이 없다는 내용이
와야 자연스럽다.

[해설] 저작권법의 명암에 관한 내용으로서, 주어진 문장부터 저작권
법의 단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32.
[정답] ⑤

40.
[정답] ④
[해설] 다른 과업에 대해서 분노는 방해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내용 다음

[해설] 전체적인 내용이 가정 지출에서 여성의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빈칸에는 ⑤ '여성이 소비자 구매의 대다수
를 책임지고 있다(women are responsible for the majority of
consumer purchases)'가 가장 적절하다.
① 여성들의 급여가 남성들의 급여보다 훨씬 더 많다.
② 개인 수표가 미국에서는 훨씬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③ 여성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남성들보다 훨씬 더 사려 깊다.
④ 우리가 지출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통계수치를 통해서

에 나오는 것이므로 쿼터백처럼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그렇지 않은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보다 분노 수준이 더 낮아야
한다는 내용이 적절하다. 따라서 빈칸에는 ④ '많은 결정을 필요로 하는
(require a lot of decision making)'이 적절하다.
① 같은 일을 반복하다
② 신체 건강을 증진시키다
③ 타인과 협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사람들의 능력을 이용하다

41.
[정답] ②

33.
[정답] ③
[해설] 오래 세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방에 대한 설명이다. ③
은 사람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①, ②, ④, ⑤는 사람
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것들이다.
34.
[정답] ③

[해설] 위대한 배우나 정치 지도자도 포함된다고 했고, Winston
Churchill도 위대한 연설가가 되기 위해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했다는 내
용이 나오므로, 빈칸에는 ②'불안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few people experience no anxiety)'가 들어가야 한다.
① 몇몇은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③ 거의 모든 이가 상실감을 느낀다.
④ 많은 유명 인사들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한다.
⑤ 혹자는 말하기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해설] 눈이 고정 되어지는 것이므로 과거분사인 fixed를 써야한다.
42.
[정답] ③

35.
[정답] ③
[해설] 진주를 보며 즐거움을 느끼는 두 연인의 심경을 표현한 글인
데 ③ '은밀한 만남과 남모르게 주고받은, 눈물을 자아낸 연애편지는
이제 옛일이 되었다.'는 내용은 어색하다

[해설]
(A)는 주어가 Taking이므로 helps가 오며, (B)는 완전한 문장이 뒤에
왔으므로 접속사 that이 진주어로 와야 하며, (C)는 명령문(keep)에이어
and(그러면)가 오는 것이 맞다.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36.
[정답] ②

43.
[정답] ②

[해설] 아 글은 갓 결혼한 부부의 벅찬 감회, 희망, 서로에 대한 다짐
을 다룬 글이므로 ② '신혼부부의 서로에 대한 다짐(A New-Married
Couple's Pledge)'이 적절하다.
① 행복한 결혼생활에 대한 회상
③ 천상의 멋진 삶에 대한 기억
④ 인생에서 자유를 확보하려는 노력

[해설] ①은 관리자들이 인건비 감소를 강구하고 있다는 내용이며 ③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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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예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재정과 관련된 새로운 인
물을 찾는다는 내용의 ②는 글의 흐름과 무관하다.

44.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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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특정인에게 더 호의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에 대한 구
체적인 예시(C)가 오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호의가 뜻하는
바는 바로 동정심이지 도적적이지 않다(B). 그러므로 좋은 사람이 된
다는 것은 동정심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A).
92.
[정답] ②
[해설] 빈 칸이 주제문의 역할을 하며, 빈 칸 뒤에 조부모, 삼촌, 숙
모, 사촌 등의 폭 넓의 친족망에 대한 구체적 예시가 나오므로, 빈칸
에는 ② '넓은 친족망(an extensive network of relatives)'가 적절하
다.
① 다른 문화로의 이동
③ 조상들로부터의 교육
④ 외국인들과의 문화교류
⑤ 부족의식의 참여

[해설] 문단 전체의 흐름은 the need to belong인데, 그 근본적인 원인
은 (A)이하를 읽어보면 인간의 생존 욕구와 이에 더해 종족 번식의 압박
감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인류가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진화적인
(evolutionary)'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고, (B)이하에는 사냥꾼 즉 우리
선조가 우리 선조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는데, 이것은
the need to belong과는 반대되는 개념일 때 일어나는 일이므로 (B)에
는 '외톨이의, 혼자하는(solitary)'가 적당하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① 충동적인 - 사회적인
② 유전의 - 숙련된
③ 외부의 - 무능한
④ 내부의 - 우수한
100.
[정답] ①
[해설] 지각적 주관으로 인해 관객들이 등장인물의 경험을 잘 인식하게
되는 것이지, 그로인해 등장인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언
급이 없으므로 ①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93.
[정답] ⑤
[해설] 글의 마지막에 정보 기술은 또한 우리가 사람들과 서로 얼굴
을 맞대고 이야기할 때 경험하는 사회적 존재감을 저하시킬 수도 있
다.는 글의 마지막 내용과 일치하는 정답은 ⑤이다.

94.
[정답] ⑤
[해설] 주어진 글 다음에, 계산하는 동안 뇌 정밀검사를 언급하는
(A), 복잡한 수학데이터 이해에 우뇌 측두엽이 관련된다는 (B), 시각
적으로 제시된 수학문제는 명료하고 기억이 잘된다는 (C)가 자연스
러운 글의 순서이다.

101.
[정답] ④
[해설] 두려움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과도한 두려
움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므로 ④ '과도한 불안이나 공포
는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Excessive anxiety or fear may have
an influence upon one's reality)'가 적절하다
① 우리는 성취감을 얻기 위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② 시험 동안에 긴장이나 불안을 느끼는 것은 정상 (상태)이다.
③ 부정적인 감정은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⑤ 시험에서 낙제하기는 부정적으로 현실을 인지하게 하지 않는다.
102.
[정답] ④

95.
[정답] ①
[해설] 더 좋은 지방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critical)', 성장
기 아이들의 몸은 어른과는 다른 것들을 '요구(requirements)'한다,
좋은 습관들을 '확립하는 것(establishing)'이 문맥상 각각 적절하다.
96.
[정답] ⑤
[해설] 이 글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인구의 증가가 아닌 에너지의
사용 방식을 문제점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⑤번이 요지로 가장 적
절하다.
97.
[정답] ④
[해설] 일 년 내내 식량을 갖기 위한 방법은 식량을 저장하는 것이므
로 ④ '식량을 저장하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했다(methods of
storing food had to be developed)'가 적당하다.
① 유제품은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된다
② 과일의 발효는 매우 필요했다
③ 새로운 식량이 야생에서 발견되어야 했다
⑤ 거대한 용기는 음식장로를 위해서 만들어져야 했다
98.
[정답] ③
[해설] 평범한 (ordinary) 기술, 적극적으로 (actively) 능력을 기르
고, 연습을 지속(continued)하는 것이 맞다.

[해설] 따개비들이 껍데기 안쪽을 “긁고 있는” 능동의미이므로 scraped
를 scraping으로 바꾸어야 적절하다.
103.
[정답] ①
[해설] 이 글은 '통념 비판'의 글로, (A)에는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사
'however'가 적절하고, (B) 이하의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과학적 설명의
특징에 대한 구체적 예에 해당하므로 (B)에는 'For example'이 들어가
야 적절하다.
① 그러나 - 예를 들어
② 그러나 - 유사하게
③ 게다가 - 반면에
④ 그래서 - 유사하게
⑤ 그래서 - 예를 들어
104.
[정답] ④
[해설] 이 글은 '통념 비판'의 글로, (A)에는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사
'however'가 적절하고, (B) 이하는 앞에서 언급한 인간 본성의 이원론적
견해에 대해 결과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므로 (B)에는 'Thus'가 들어가
야 적절하다.
① 예를 들어 - 그러므로
② 예를 들어 - 유사하게
③ 마찬가지로 - 게다가
④ 그러나 - 그러므로
⑤ 그러나 - 유사하게
105.
[정답] ④

99.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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