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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특 2강 8번(주제추론)

어휘추론

주제문

If어법추론
we are planning on ① reducing congestion on a busy roadway, the best possible thing
글의순서
to do is ❶ to simply widen
the road. Surprisingly,
though, the more one widens the road,
연결어구

the more congested the road becomes.  This is because wider roads reduce barriers to
driving.  This, in turn, increases the demand for cars. *{Increased demand for cars tends
문장삽입
to increase competition among carmakers and
drive down prices, leading to still more cars

on the road.}* ~

빈칸추론

*기호설명을 위하여 임의 표시함

우리가 분주한 도로 위의 차량 정체를 ① 줄일 계획이라면, 할 수 있는 가장 가능한 것은 그저 길을 넓히는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길을 넓히면 넓힐수록 도로는 더욱 더 혼잡해진다.  이것은 더 넓어진 길이 운전을 방
해하는 장애물을 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늘린다. *{자동차에 대한 늘어난
수요는 자동차 제조업자들 사이의 경쟁을 증가시키고 (자동차의)가격을 낮추는 경향이 있어서, 도로 위에 차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

주제와 관련 있는 글의 소재
예) 차량 정체를 줄이기 위한 도로 확장의 역효과
전체의 흐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말로 요약
예) 차량 정체를 줄이기 위해 길을 넓힐수록 오히려 자동차 수요와, 제조업체의 경쟁을 증가시키는
등 더 많은 사회 기반 시설이 자동차에 투자되고 정체는 더 심해진다.
정답을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어구
예) reduce congestion 차량 정체를 줄이다 the more congested 더욱 더 혼잡해지는
지문 이해를 위해 무조건 알아야 하는 어휘
예) widen 넓히다 barrier 장애물 competition 경쟁
대수능 모의고사 출제유형 예상
예) 문장삽입 문단요약 빈칸추론 글의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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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01

수특 2강 4번(주제추론)

Small children have smaller stomachs. They need concentrated foods, high in calories
but low in volume. This is one of the main causes of infant malnutrition.  In many
countries, children are poorly fed but adults are not. It would be a mistake to believe that
adults eat everything and leave nothing for the children. Parents (and especially mothers)
watch out for their children.  They would happily give up their own food in order to feed
their children. The problem is that many times the only food available to families consists
of vegetables and roots high in fibre but low in calories.  Adults can eat all they need,
as their stomachs are big enough. And in enough quantity, any food will fatten a person.
Small children, as hard as they try, cannot eat the amount of vegetables needed, because
they don't have enough room in their stomach.

jug is

*malnutrition 영양실조

어린아이들은 위가 더 작다. 그들에게는 열량은 높지만 양이 적은 농축 식품이 필요하다. 이것이 유아 영양실
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많은 나라에서, 아이들은 잘 먹지 못하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않다. 어른들이
모든 것을 먹고 아이들을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오해일 것이다. 부모들(특히 엄마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인다.  그들은 자기 아이들에게 먹이기 위해 자신의 음식을 기꺼이 포기할
것이다. 문제는 많은 경우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 섬유질은 풍부하지만 열량이 낮은 채소와 뿌리
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어른은 위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그
리고 충분한 양이라면 어떤 음식도 사람을 살찌울 수 있다.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위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
문에, 아무리 애를 써 봐도 필요로 하는 양만큼의 채소를 먹을 수 없다.

유아 영양실조의 원인
어린아이들은 위가 작아 어른에 비해 같은 양의 채소를 먹더라도 필요로 하는 양만큼의 섬유질을
얻기 어렵다. 이것이 유아 영양실조의 원인 중 하나이다.

concentrated foods 농축 식품 infant malnutrition 유아 영양실조 be poorly fed 잘
먹지 못하다 high in fibre 섬유질이 풍부한 enough room 충분한 공간

stomach 위 volume 양 fatten 살찌우다
글의순서 빈칸추론 제목추론 문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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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특 2강 7번(주제추론)

Suppose you wish to determine which brand of microwave popcorn leaves the fewest
unpopped kernels. You will need a supply of various brands of microwave popcorn to test,
and you will need a microwave oven.  If you used different brands of microwave ovens
with different brands of popcorn, the percentage of unpopped kernels could be caused by
the different brands of popcorn or by the different brands of ovens.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experimenter would be unable to conclude confidently whether the
popcorn or the oven caused the difference. To eliminate this problem, you must use the
same microwave oven for every test.  In order to reasonably conclude that the change in
one variable was caused by the change in another specific variable, there must be no other
variables in the experiment. By using the same microwave oven, you control the number
of variables in the experiment.

ju gis
jug is

*kernel 낱알

여러분이 어느 상표의 전자레인지용 팝콘이 덜 튀겨진 낱알을 가장 적게 남기는 지를 알아내고 싶다고 가정해
보자. 여러분은 조사할 어느 정도 양의 다양한 상표의 전자레인지용 팝콘을 필요로 할 것이고, 전자레인지 한
대도 필요로 할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 다른 상표의 전자레인지를 여러 다른 상표의 팝콘과 함께 사용
한다면, 덜 튀겨진 낱알의 비율은 그 여러 상표의 팝콘 또는 그 여러 상표의 전자레인지가 원인일 수 있을 것이
다.  그런 상황 하에서는, 실험자가 그 차이를 야기한 것이 팝콘인지 또는 전자레인지를 자신 있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제를 제거하려면, 여러분은 모든 조사에서 반드시 동일한 전자레인지를 사용해야만 한다. 
하나의 변수에서의 변화가 다른 하나의 특정 변수에서의 변화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서는, 그 실험에 다른 변수들이 있으면 안 된다. 동일한 전자레인지를 사용함으로써, 여러분은 실험에서 변수의 개
수를 통제하는 것이다.

ju gis
jug is

실험에서 변수 통제의 필요성
실험을 통해 하나의 변수에서의 변화가 다른 하나의 특정 변수에서의 변화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합
리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실험에 다른 변수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변수의 개수를
통제해야 한다.

under such circumstances 그런 상황 하에서 reasonably conclude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다 another specific variable 다른 하나의 특정 변수

determine 알아내다 microwave(oven) 전자레인지 unpopped 덜 튀겨진 eliminate
제거하다
문단요약 글의순서 빈칸추론 요지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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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특 2강 8번(주제추론)

If we are planning on reducing congestion on a busy roadway, the best possible thing
to do is to simply widen the road. Surprisingly, though, the more one widens the road,
the more congested the road becomes.  This is because wider roads reduce barriers to
driving. This, in turn, increases the demand for cars. Increased demand for cars tends to
increase competition among carmakers and drive down prices, leading to still more cars
on the road.  *{Without regulations, carmakers are unlikely to invest in reducing
emissions, even if their profits rise and technology advances.}* Wider roads and cheaper
cars also allow people to move to cheaper places farther from major downtown economic
areas.  This increases driving time and puts more cars on the road still. People become
more and more dependent on the car until it is strange not to own one. So, more
infrastructure still is devoted to the car and more cars end up on the road.
*congest 정체시키다

우리가 분주한 도로 위의 차량 정체를 줄일 계획이라면, 할 수 있는 가장 가능한 것은 그저 길을 넓히는 것
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길을 넓히면 넓힐수록 도로는 더욱 더 혼잡해진다.  이것은 더 넓어진 길이 운전을 방
해하는 장애물을 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늘린다. 자동차에 대한 늘어난 수
요는 자동차 제조업자들 사이의 경쟁을 증가시키고 (자동차의)가격을 낮추는 경향이 있어서, 도로 위에 차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규제가 없다면, 자동차 제조업자들은 자신들의 수익이 오르고 기술이
진보할지라도, 배기가스를 줄이는 데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더 넓어진 길과 더 저렴해진 자동차는 또한
사람들이 주요한 도심지의 경제 활동 구역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해 갈 수 있도
록 한다.  이것이 운전 시간을 증가시키고, 길 위에 자동차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한다. 사람들은 더욱더
자동차에 의존하게 되고 마침내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 된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사회
기반 시설이 자동차에 투여되고, 더 많은 자동차가 결국 길 위에 있게 된다.

ju gis

차량 정체를 줄이기 위한 도로 확장의 역효과
차량 정체를 줄이기 위해 길을 넓힐수록 오히려 자동차 수요와, 제조업체의 경쟁을 증가시키는 등
더 많은 사회 기반 시설이 자동차에 투자되고 정체는 더 심해진다.

reduce congestion 차량 정체를 줄이다 drive down prices 가격을 낮추다
the more congested 더욱 더 혼잡해지는 be devoted to the car 자동차에 투여되다
widen 넓히다 barrier 장애물 in turn 결과적으로 competition 경쟁 lead to ~로
이어지다 regulation 규제 emission 배기가스 profit 수익 advance 진보하다

downtown 도심지의 infrastructure 기반 시설 end up 결국~이 되다
문장삽입 문단요약 빈칸추론 글의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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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특 3강 1번(요지추론)

Paying attention to one thing ❶ necessarily comes at the expense of another. Letting
your eyes get too taken in by all of the scientific equipment in the laboratory ❷ prevents
you from noticing anything of significance about the man in that same room. We cannot
allocate our attention to multiple things at once and expect it to function at the same
level as it would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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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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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❺ although slightly clearer, noise,
but degrees of noise all the same.

j ugis

어느 한 가지 일에 주의를 기울이면 반드시 다른 것의 희생이 뒤따른다. 여러분의 두 눈이 실험실에 있는 모
든 과학 장비에 의해 너무 현혹되면 같은 방에 있는 사람에 관한 중요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 우리
는 주의력을 여러 가지 일에 동시에 할당할 수 없고, 우리가 한 가지 활동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주의력)이 제 역
할을 할 것과 같은 수준으로 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두 가지 과업에 동시에 주의력을 집중할 수는
결코 없다. 불가피하게 하나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나머지 하나, 또는 다른 것들은 흡사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음과 같아서 걸러져야 하는 것이 되고 만다. 혹은 훨씬 더 나쁘게는, 어떤 것(과업)도 초점이 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과업)이 (소음보다) 약간 더 명료하더라도 소음에 불과할 것인데, 그래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 소음이 될 것이다.

j ugis

주의력의 특성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주의를 기울이면 나머지 다른 것들은 아무런 관련 없는 소음과 같이 걸러지는
것과 같이 된다.

come at the expense of another 다른 것의 희생이 뒤따르다 get too taken in 너무
현혹되다 attentional focus 주의력 집중 irrelevant noise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음

prevent 막다 notice 알아차리다 significance 중요성 allocate 할당하다 multiple 여러
개의 inevitably 반드시 filter out ~을 걸러내다
빈칸추론 제목추론 무관문장 문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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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특 3강 2번(요지추론)

Building the body's cells with raw foods naturally ① protects us from bacterial infections
and viruses of every kind.  It strengthens the cells in ways that only raw foods can
because the human body, as well as all life on Earth, has been ② conditioned to receive
its nutrients in that way for billions of years. *{However, highly processed foods first
appeared in the 1930s.}*  The ③ rise of chronic disease of all kinds correlates precisely
with the increased consumption of processed foods. Cancer is a perfect ④ example of
this.  It has continued its sudden rise since the 1930s, and now one of every three
people in the United States will get cancer in their lifetime. Switch to a raw food diet and
disease will ⑤ disappear from your life for good, or for as long as you remain a raw
foodist.

ju gis

가공되지 않은 식품으로 신체의 세포를 만드는 것은 세균성 감염증과 온갖 종류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저절
로 ① 지켜 준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신체도 수십억 년 동안 그런 방식으로 영양소
를 섭취하도록 ② 길들어져 왔기 때문에 그것은 가공되지 않은 식품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포를 더 튼
튼하게 한다. *{하지만 고도로 가공된 식품이 1930년대에 처음 등장했다.}*  온갖 종류의 만성 질환이 ③
늘어나는 것은 가공된 식품의 소비 증가와 정확히 상관관계가 있다. 암은 이것의 완벽한 ④ 예이다.  그것은

1930년대 이래로 급상승을 계속해 왔고, 이제 미국에서 세 명 중 한 명은 살아가는 동안 암에 걸리게 될 것
이다. 가공되지 않은 식단으로 바꾸면 질병이 여러분의 삶에서 영원히 혹은 가공되지 않은 식품은 먹는 사람
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⑤ 사라질 것이다.

j ugis

가공되지 않은 식품
인간의 신체는 수십억 년 동안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통해 세포를 튼튼하게 하도록 길들여져 왔다.
이와는 반대로 가공식품은 만성 질환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된다.

raw foods 가공되지 않은 식품 bacterial infections 세균성 감염증 receive its nutrients
영양소를 섭취하다 rise of chronic disease 만성질환이 늘어나는 것 raw food diet
가공되지 않은 식단 for good 영원히

strengthen 더 튼튼하게 하다 process 하다 correlate 상관관계가 있다 consumption
소비
글의순서 어휘추론 문장삽입 빈칸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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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06

수특 3강 3번(요지추론)

Formal appraisals are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overall communications an employee
receives concerning job performance.  However, if feedback is received only once
during the year, it will fall short of meeting its ultimate objective. For an employee to
receive feedback that can truly help him or her improve performance, it must be
provided on a regular and more frequent basis.  If there are areas of improvement to
be addressed, they should not be "saved up" until the time of the annual appraisal
before being communicated to the employee.  Similarly, feedback about an individual's
good job performance should also be communicated and reinforced on a frequent and
regular basis. Set up quarterly discussions, for example, or be careful to do them as
projects come to an end or at other appropriate times.

ju gis

*appraisal 평가

공식적인 평가는 직원이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받는 전반적인 의사소통 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
지만 피드백이 일 년에 한 번만 주어진다면, 그것은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을 충족시키는 데 미치지 못할 것
이다. 직원이 업무 수행을 개선하는 데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규칙적으로 그
리고 더 자주 제공되어야 한다.  역점을 두어 다루어야 할 개선할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들이 직원에
게 전해지기 전에 연례 평가 시기까지 '비축' 되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훌륭한 업무 수행에 관
한 피드백도 자주 그리고 규칙적으로 전달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분기별 토론을 계획하거나, 프로
젝트가 끝났을 때에나 다른 적절한 시기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유의하라.

jug is

자주 규칙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피드백
피드백의 횟수가 적다면 궁극적인 목적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므로 피드백은 규칙적으로, 자주 제공
되어야 한다.

formal appraisals 공식적인 평가 concerning job performance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meet its ultimate objective 궁극적인 목적을 충족시키다 improvement to be addressed
역점을 두어 다루어야할 개선 annual appraisal 연례평가

overall 전반적인 fall short of ~에 미치지 못하다 on a regular basis 규칙적으로 on a
frequent basis 자주 save up 비축하다 reinforce 강화하다 quarterly 분기별의 come
to an end 끝나다 appropriate 적절한
연결어구 글의순서 빈칸추론 주제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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