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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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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51

수완(유형) 1강 3번 (시사추론)

In one experiment, a set of children making paper flowers were told theirs would be
judged. Another group was simply left to create. Who made the more creative patterns?
The children who did not expect they would be externally evaluated. In another
experiment, preschoolers who were promised a "good player award" if they played with
a magic marker to complete a task shifted from playing with the marker creatively to
playing only as a means toward the reward. Similarly, in several studies of employees,
those given task-based financial incentives (beyond their salary) made less creative
decisions than those whose compensation was not linked to achieving specific tasks. *{If
employers are trying to increase productivity, task-based incentives are useful.}* If they
are trying to encourage innovation, money is not what speaks.

ju gis

한 실험에서, 종이꽃을 만들고 있는 한 조의 어린이들은 그들이 만든 것이 평가받게 될 거라는 말을 들었다.
또 다른 집단은 만들도록 그냥 두었다. 누가 더 창의적인 모양을 만들었을까? 외부적으로 평가받게 될 거라
고 예상하지 않았던 아이들이었다. 또 다른 실험에서, 매직펜을 가지고 놀면서 어떤 고제를 완성하면 '우수
어린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받은 유치원생들은 매직펜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놀던 것에서 보상을 향
한 수단으로만 놀이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비슷하게, 피고용인들에 대한 몇 가지 연구에서, (그들의 월급
이외에) 과업에 기반을 둔 금전적 장려금을 받은 사람들은 보상(금)이 특정한 과업을 성취하는 것과 관련이
없었던 사람들보다 덜 창의적인 결정을 내렸다. *{고용주들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과업에 기반을
둔 장려금이 유용하다.}* 만약 혁신을 장려하고자 한다면, 돈이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jug is

창의성과 보상과의 관계
어린이 대상의 한 실험에서 평가를 받거나, 보상으로 상을 받을 거고 예고를 들은 아이들은 안 들은
아이들보다 창의적인 성과물을 낼 수 없었다. 피고용인들 대상의 실험도 마찬가지였다. 생산성이 목
표라면 과업을 기반으로 한 장려금이 유용하겠지만 혁신 장려가 목적이라면 그렇지 않다.

externally evaluated 외부적으로 평가받는 a means toward the reward 보상을 향한 수단
task-based 과업에 기반을 둔 financial incentives 금전적 장려금
preschooler 유치원생 magic marker 매직펜 compensation 보상 link 관련짓다
productivity 생산성 encourage 장려하다 innovation 혁신
문장삽입 빈칸추론 주제추론 문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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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유형) 2강 1번(주제추론)

The public and donors expect charities to be "run by highly motivated but relatively
modestly paid people." And charity workers have come to accept this.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state of affairs. The first is that in meeting the goal of operating at
minimum costs, staff costs also have to be kept low. The second is that charity workers
are asked to be aligned, and show their alignment, with the charitable nature of the
organization they are working for by taking a wage less than what they might have been
offered elsewhere. *{The wage subsidy is thus a partial donation to the cause.}*
Interestingly, this moral argument of contributing to the cause ignores the morality of
paying a man less than he is worth; even if, at times, he is paid below-subsistence rates.
ju gis

*be aligned with:~에 동조하다 **subsidy: 보조금 ***below-subsistence: 최저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대중과 기부자들은 자선단체가 '대단히 의욕적이지만 비교적 그다지 많지 않게 보수를 받는 사람들에 의해 운영'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자선단체 직원들은 이를 수용하게 되었다. 이련 상황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는 최소 비용으로 운영하려는 목표를 충족시킬 때 직원 비용 또한 낮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
선단체 직원들이 다른 곳에서라면 제공받았을지도 모르는 것보다 더 적은 봉급을 가져감으로써 그들이 근무
하고 있는 단체의 자선을 베푸는 본질에 동조할 것을 요구받고 동조를 보인다는 것이다. *{임금 보조금은 그
러므로 대의명분에 대한 일부 기부가 되는 셈이다.}* 흥미롭게도, 대의명분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이러한 도덕
과 관련된 주장은 어떤 사람에게 그가 가진 가치보다 임금을 덜 지불하는 것의 도덕성 문제를 모른 체하는 것
이다. 심지어 때로는 그가 최저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더라도 말이다.

j ugis

자선단체 직원의 낮은 임금
사람들은 보통 자선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임금을 적게 받기를 바란다. 이는 직원 비용을 낮게 유지
하여 최소 비용으로 자선단체를 운영하려는 목적과 그들이 임금을 적게 받음으로써 자선의 본질에
동조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운영자에게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의 도덕성 문제를 모
른 체하는 것이다.

highly motivated 대단히 의욕적인 at minimum costs 최소 비용으로 charitable nature
자선을 베푸는 본질 ignore the morality 도덕성 문제를 모른 체하다

donor 기부자 charity 자선단체 modestly 그다지 많지 않게 state of affairs 상황
alignment 동조 cause 대의명분 moral 도덕과 관련된 argument 주장
빈칸추론 제목추론 문장삽입 문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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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유형) 3강 2번(제목추론)

One of the chief causes of stress for many is what's involved these days in raising kids.
 The onslaught of media and advertisements from all sides is creating in parents a
perception that they need to give their children more stuff than the children actually
need or want. In suburban or rich communities, the amount of activities and money
invested in children is unbelievable.  And a lot of it is unnecessary. Children need love,
roots, and wings. They don't need to be booked up twenty-four/seven with "play dates,"
various lessons, and an endless string of lavish birthday parties hosted by parents trying
to outdo one another in themes, gifts, or entertainment.  The more stuff you involve
your children in, the more running around you have to do, and the more stressed and
tired the child gets (not to mention you!). In the end, you have less time to spend with
your children.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의 주요한 원인 중 하니는 요즘에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관련된 것이다.  사방에서
오는 미디어와 광고의 맹공격이 아이들이 실제로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부모가 아이들에게
줄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부모들에게 만들어 내고 있다. 교외나 부유한 지역에서, 아이들에게 투자된 돈과 활
동의 양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그 중 많은 것이 불필요하다. 아이들은 사랑과 뿌리와 날개가
필요하다. 아이들은 '놀이 약속' 과 다양한 교습에, 그리고 주제니 선물이니 대접에 있어서 서로를 능가하려고
노력하는 부모들이 주최하는 끝없이 연속되는 호화로운 생일파티에 언제나 예약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여
러분이 아이들을 더 많은 것들에 참가시킬수록 여러분은 더 많이 뛰어다녀야 하고 여러분은 물론이고 아이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피로하게 된다. 결국, 여러분은 아이들과 시간을 덜 보내게 된다.

양육과 관련한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이들에게 줘야한다는 인식이 미디어, 광고로 생겨나고 있다. 아이들은 서로를 능가하려고 하는 부
모들의 파티에 예약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럴수록 어른과 아이들은 더 스트레스 받고 함께 시간을
덜 보내게 된다.

chief causes 주요한 원인 rich communities 부유한 지역 booked up 예약되어 있는
lavish birthday parties 호화로운 생일파티
be involved in ~와 관련되다 perception 인식 suburban 교외의 invest 투자하다
twenty-four/seven 언제나 host 주최하다 outdo 능가하다 not to mention ~은 물론이고
글의순서 문단요약 빈칸추론 주제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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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유형) 3강 4번(제목추론)

You may not always be aware of them, but you are continually making pictures in your
mind. These pictures have a favourable effect if they are positive (and, in contrast, a
harmful effect if they are negative). A writer said, "What the mind can conceive, the will
can ① achieve." That's why top sportsmen and women use creative imagery and
autosuggestion to help them ② win trophies and break world records; business
executives use them to help make better sales presentations and gain ③ promotion;
leading doctors teach patients to relieve painful symptoms and even rid themselves of
serious diseases, using these techniques; and psychotherapists help their clients ④
overcome a wide range of emotional problems using them, including fears and panic
attacks, ⑤ eliminating unwanted habits, stress and lack of confidence.

j ugis

*autosuggestion: 자기 암시

항상 의식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람은 자신의 정신 속에서 심상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
한 심상은 긍정적인 것이라면 효과를 가지고, 그에 반해서 부정적이라면 해로운 효과를 가진다. 어떤 작가는 "정
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을 의지가 ① 성취해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런 이유로 최고의 남녀 운동선수들
은 자기들이 우승컵을 ② 차지하고 세계기록을 깨뜨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창의적인 심상과 자기 암시를 사
용한다. 회사의 경영 간부들은 제품 소개를 더 잘하여 ③ 승진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것을 사용한다. 선
구적인 의사들은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여 환자들이 고통스러운 증상을 덜고 심지어는 심각한 질병에서 벗어
나도록 가르친다. 그리고 정신 요법 의사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그들의 고객들이 원하지 않는 습관과 스트레스
와 자신감 부족을 ④ 없애고, 공포와 공황 발작을 포함한 광범위한 정서적 문제를 ⑤ 극복하도록 돕는다.

j ugis

긍정적인 심상의 효과
사람이 정신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심상은 긍정적이라면 효과를 가지고 부정적이라면 해롭다.
한 작가가 정신이 상상한 것을 의지가 성취해낸다고 말했듯 운동선수, 회사 경영 간부, 의사 등은 긍
정적 심상들을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creative imagery 창의적인 심상 break world records 세계기록을 깨뜨리다 gain
promotion 승진을 하다 relieve painful symptoms 고통스런 증상을 덜어주다
favourable 유리한 in contrast 그에 반해서 conceive 상상하다 achieve 성취하다
executive 경영 간부 sales presentation 제품소개 leading 선구적인 rid oneself of
~에서 벗어나다 psychotherapist 정신요법의사 client 고객 panic attack 공황 발작
eliminate 없애다 confidence 자신감
어휘추론 문단요약 빈칸추론 주제추론

159

난이도 ◆◆◆◆◆

2016-155

수완(유형) 4강 1번(요지추론)

As the zoo world repairs its reputation, a wonderful resource is being taken out of its
curtain. For years, scientists studied the remains of dead animals at museums, examined
lab animals closely, but simply overlooked the opportunities at their local zoos.  Here
they had a chance to study live animals at close range — being born, growing, learning,
resolving conflicts, building a home, winning a mate, parenting, and aging. Those who
did take advantage of zoo studies laid legendary groundwork in the field of animal
behavior.  It was in a zoo setting, for instance, that the facial expressions of wolves
were first studied in detail. Given the skittish nature of wolves, this subtle "language"
would have been nearly impossible to decode in the wild.  The panda was equally
difficult to study in the wild. Its solitary habits and remote, forested habitats kept
researchers from learning about reproduction — until the first panda cubs were born in
zoos.

ju gis

*skittish: 겁이 많고 잘 놀라는 **solitary: 혼자 있기 좋아하는

동물원 업계가 명성을 회복하면서 훌륭한 자산이 장막 밖으로 꺼내어지고 있다. 수년 동안 고고학자들은 박물
관에서 죽은 동물의 유해를 연구하고 실험실 동물을 면밀하게 관찰했지만 자기 지역 동물원에서의 기회를 그
냥 간과해버렸다.  여기[동물원]에서 그들은 살아 있는 동물을, 태어나고 자라고 배우고 갈등을 해결하고 보
금자리를 만들고 짝을 얻고 새끼를 돌보고 늙는 것을 근거리에서 연구할 기회를 가졌다. 동물원 연구를 실제
로 이용한 사람들은 동물 행동의 분야에서 전설적인 기초를 닦았다.  예를 들어 바로 동물원 환경에서 늑대
의 표정이 처음으로 상세히 연구되었다. 늑대의 겁이 많고 잘 놀라는 속성을 고려하면, 이 미묘한 '언어'는 야
생에서라면 거의 해독하기 불가능했을 것이다.  판다도 똑같이 야생에서 연구하기 어려웠다. 혼자 있기 좋아
하는 판다의 습성과 멀리 떨어진, 숲으로 뒤덮인 서식지는, 첫 번째 판다 새끼들이 동물원에서 태어나기 전까
지는, 연구원들이 번식에 대하여 알지 못하게 하였다.

j ugis

과학 연구에 대한 동물원의 기여
지역 동물원의 훌륭한 자산 덕분에 야생에서는 쉽게 얻지 못할 늑대의 표정 연구, 혼자 있기 좋아하
는 판다의 습성 연구 등의 동물 행동 분야 연구의 기초를 닦을 수 있었다.

wonderful resource 훌륭한 자산 legendary groundwork 전설적인 기초 facial
expressions 표정 solitary habits 혼자 있기 좋아하는 습성
reputation 명성 remains 유해 lab 실험실 overlook 간과하다 at close range 근거리에서
resolve 해결하다 mate 짝 parent 새끼를 돌보다 age 늙다 subtle 미묘한 decode
해독하다 remote 멀리 떨어진 reproduction 번식 cub 새끼
글의순서 빈칸추론 주제추론 문단요약

160

난이도 ◆◆◆◆◆

2016-156

수완(유형) 5강 Let's Check It Out(어법추론)

The bright red juice that one sees dripping out of uncooked meat and steaks cooked
very rare is not blood — although it's a close relative. The explanation for this requires
that the reader endure a quick lesson in high-school biology. Oxygen is conveyed
through the body by the bloodstream in a chemical called hemoglobin, an iron-based
compound that is responsible for blood being red. *{Many animals, however, need that
oxygen in their muscles much faster than the circulatory system can deliver it.}* So they
store another iron-based compound called myoglobin in their muscles. When a very fast
reaction is needed by muscle tissue, the muscles utilize the myoglobin while the "real
stuff," the hemoglobin, is en route. It is this myoglobin that drips out of the meat we eat
and not blood. There is actually almost no blood in a very rare steak.

j ugis

*en route: (어디를 가는) 도중에

우리가 보는 익히지 않은 고기와 아주 살짝 익힌 스테이크에서 떨어지는 선홍색의 육즙은 피와 동류이기는
하지만 피는 아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하려면 독자가 잠깐의 고등학교 생물 수업을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 산
소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화학물질 안에서 혈류에 의해 신체에 전달되는데, 헤모글로빈은 피가 붉은색인
것의 원인에 해당하는, 철분을 기본 성분으로 하는 화합물이다. *{하지만, 많은 동물들은 순환계가 전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근육에 그 산소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동물들은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철분을
기본 성분으로 하는 또 다른 화합물을 근육에 저장한다. 근육 조직이 아주 빠른 반응을 요구할 때 근육은 '진
짜 물질'인 헤모글로빈이 도착하는 도중에 미오글로빈을 이용한다. 우리가 먹는 고기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은
이 미오글로빈이지 피가 아니다. 아주 살짝 익힌 스테이크에는 사실 피가 거의 없다.

jug is

헤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
살짝 익힌 스테이크에서 나오는 선홍색 육즙은 피가 아니다. 산소는 피가 붉은 색을 띠게 만드는 헤
모글로빈이라는 화합물에 의해 혈류를 통해 신체로 전달되는데 실제로 동물은 그보다 더 빨리 산소
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미오글로빈이라는 다른 화합물을 근육에 저장하여 보완하는데 스테이크의
붉은색은 이것이다.

bright red juice 선홍색의 육즙 a quick lesson 잠깐의 수업 iron-based compound
철분을 기본 성분으로 하는 화합물 very rare steak 아주 살짝 익힌 스테이크

drip 뚝뚝 떨어지다 uncooked 익히지 않은 rare 살짝 익힌 relative 동류 biology 생물
convey 전달하다 bloodstream 혈류 chemical 화학물질 hemoglobin 헤모글로빈
circulatory 순환의 deliver 전달하다 store 저장하다 myoglobin 미오글로빈 reaction 반응
muscle tissue 근육 조직 utilize 이용하다
문장삽입 문단요약 빈칸추론 주제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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