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단숨에
백점으로
질주하라!

남조우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Finding oneself” is not something one does alone. The quest for personal growth and
self-fulfillment is supposed to lead one into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most important
among them are love and marriage. But the more love and marriage are seen as sources of
rich psychic satisfactions, it would seem, the less firmly they are anchored in an objective
pattern of roles and social institutions. Where spontaneous interpersonal intimacy is the ideal,
as is increasingly the case,

, as likely to inhibit such intimacy.

If love and marriage are seen primarily in terms of psychological gratification, they may fail
to fulfill their older social function of providing people with stable, committed relationships
that tie them into the larger society. Tensions between these partially conflicting conceptions
of love and marriage are endemic in our society today.

① it doesn’t hurt society or anyone in particular
② the only thing that should matter in marriage is love
③ formal role expectations and obligations may be viewed negatively
④ there would be a strong moral argument for equality and diversity
⑤ it would further strengthen the traditional family values essential to our society

quest 추구, 탐색, 탐구

self-fulfillment 자아실현

psychic 정신적인, 심리적인

firmly 확고하게

anchor ～에 고정시키다, 정박하다

objective 실재하는, 객관적인

institution 제도

spontaneous 즉흥적인, 자발적인

interpersonal 개인 상호 간의

intimacy 친밀감; 정교(情交)

fulfill 충족하다

committed 헌신적인

tension 긴장

endemic (병이) 한 지방에 특유한, 풍토성의

Habits of the Heart: Individualism and Commitment in American Life ― Robert N. Bellah,
Richard Madsen, William M. Sullivan and Ann Swid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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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wentieth-century

man has lost a meaningful world and a self which lives in meanings out

of a spiritual center. The man-created world of objects has drawn into itself him who created
it and who now loses his subjectivity in it. He has sacrificed himself to his own productions.
But man still is aware of what he has lost or is continuously losing. He is still man enough to
experience his dehumanization as despair. He does not know a way out but he tries to save
his humanity by expressing the situation as without an “exit”. He reacts with the courage of
despair, the courage to take his despair upon himself and to resist the radical threat of
nonbeing by

. Every analyst of present-day Existentialist philosophy,

art, and literature can show their ambiguous structure: the meaninglessness which drives to
despair, a passionate denunciation of this situation, and the successful or unsuccessful
attempt to take the anxiety of meaninglessness into the courage to recover his own identity.

① the pursuit of spiritual life
② the courage to be as oneself
③ creating his own exit in arts
④ ignoring it or denying its importance
⑤ the maintenance of his existing positions

subjectivity 주체성

dehumanization 비인간화

despair 절망

resist 저항하다

radical 근본적인, 철저한

nonbeing 비존재

analyst 분석자

Existentialist philosophy 실존주의 철학

ambiguous 불확실한

denunciation 탄핵, 고발
The Courage to Be ― Paul Till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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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Let
world,

us discuss the idea of the insufficiency of True / False in decision making in the real
particularly

when

probabilities

are

involved.

True

or

False

are

interpretations

corresponding to high or low probabilities. Scientists have something called “confidence level”;
a result obtained with a 95 percent confidence level means that there is no more than a 5
percent probability of the result being wrong. The idea of course is inapplicable as it ignores
the size of the effects, which of course, makes things worse with extreme events. If I tell you
that some result is true with 95 percent confidence level, you would be quite satisfied. But
what if I told you that the plane was safe with 95 percent confidence level? Even 99 percent
confidence level would not do, as a 1 percent probability of a crash would be quite a bit
alarming. So,

. It is the payoff that matters. You have

taken probably a billion decisions in your life. How many times have you computed
probabilities? Of course, you may do so in casinos, but not elsewhere.

① safety will be the first priority
② false condition would be interpreted as true
③ the probability does not work in the real world
④ you take the probability into account when you decide
⑤ your intuitions make you overreact at the smallest danger

insufficiency 불충분
probability 확률
confidence level 신뢰 수준
inapplicable 적용(응용)할 수 없는, 부적당한
payoff 이익, 이득, 보상
Antifragile ― Nassim Nicholas Tal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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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nthropologists

used to argue that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came about because of the

long, helpless childhood of human beings. Because women could not abandon their babies,
they could not hunt game, so they stayed near the home and gathered and cooked food of
the kind that was compatible with caring for children. With a baby strapped to your back, it
is

undoubtedly

easier

to

gather

fruit

and

dig

roots

than

to

hunt

an

animal.

The

anthropologists have been revising the view that the division of labor by sex is all about
child-care constraints, though. They have found that even when hunter-gatherer women do
not face a hard choice between child care and hunting, they still seek out different kinds of
food from men. In the Alyawarre aborigines of Australia, while young women care for
children, older women go out looking for lizards, not for the kangaroos and emus that men
hunt. A sexual division of labor

.

① would exist even without child-care constraints
② has much to do with pregnancy and childbearing
③ has placed women in reproductive roles as mothers and wives
④ implies that male and female labor are not perfectly substitutable
⑤ functions to maximize the productivity of a cooperating male-female pair

anthropologist 인류학자
abandon 버리다, 포기하다
compatible 양립하는
strap 끈으로 매다(묶다)
revise 수정하다
constraint 제약
aborigine 호주 원주민
The Rational Optimist ― Matt Rid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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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⑤
수학은 그것이 매료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이지만, 과학에 대한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아
무 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과학은 원리에 있어서는 보편적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극히 소수의 사람에게
만 전달된다. 수학은 이른바 마찰이 없는 가장 고차원적인 유형의 소통 기술로 간주될 수 있는데, 수학과
는 정반대 편에서 과학의 성과들은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 실제적 이득을 보여준다. 하지만 (앞에서 살핀
것처럼 ― 변형하면서 원문의 내용을 삭제함), 그러한 성과들은 양면적 성격을 갖는다. 과학으로서의 과학은 말을
하지 않으며, 이상적으로는 과학자들이 서로 의사소통할 때 모든 과학의 개념들은 수학화되는 것이고, 과
학이 과학적 산물을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 과학은 상술(설득력)에 의지할 필요도 없고 사실
의지할 수도 없다. 과학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전달되면 그것은 더 이상 과학이 아닌 것이며, 그러한 과
학자는 수학의 정확성을 약화시키는 선동자가 되거나 그런 일을 하는 선동자를 고용해야 한다. 그렇게 함
에 있어서 과학자는 화려하면서 애매모호한 표현과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 수학적 정확성을 추구
하는 자신의 욕구를 뒤집게 되고, 그리하여 자신에게 과학자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지적인 행위의 규약을
어기게 된다.
풀이
수학이 소통 기술을 통해 다른 사람들 을 매료시킬 수 있는데 반해 과학은 말로 전달될 수 없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하는 글이다. 이러한 전체 문맥을 고려하면 빈칸에는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말을 통해
전달하려고 노력할 때 나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⑤ ‘자신에게 과학자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지적인 행위의 규약을 어기게 된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능숙한 상술(설득력)에 필요한 과학적 용어를 사용하는 자신의 능력을 떨어뜨리게 되다
② 과학과 수학을 연관시킴에 의해서 과학에 대한 장벽을 극복하게 된다.
③ 불가피하게 수학을 잘 못하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과학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한다.
④ 과학과 일반 대중들 간에 벌어진 간격을 메우는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된다.
2. 정답 ⑤
당신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전적으로 집중하는 한, 그 결과가 더 빨리 그리고 더 쉽게 만들어질수
록 더 좋다. 당신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충분한 음식을 확보하려는 결심은 당신으로 하여금 땅을 갈고 가
축을 돌보는데 지치게 하는 날들을 보내도록 한다. 그러나 자연이 식탁에 차려진 음식과 고기를 충분히 제
공한다면, 당신은 많은 노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자연에 감사할 것이고, 스스로 훨씬 더 낫다고 여길
것이다. 요컨대 수행된 목적은 수행하는데 소비된 시간과 에너지가 결과로 나타난 자산과 균형을 이루는
거래이고, 이상적인 경우는 전자가 0에 가까워지고, 후자는 무한대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러면 목적은
노력의 결실로 인해, 단지 조건부로, 그것이 요구한 노력을 정당화하게 된다.
풀이
목적을 수행하는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는 그의 결과로 인해 나타난 자산과 균형을 이루는 거래 관계에 해
당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거래는 시간과 에너지는 0에 가깝고, 결과로 나타난 자산은 무한대에 가까운 경
우라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⑤ ‘전자가 0에 가까워지고, 후자는 무한대에 가까워진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낳는다
② 삶은 끝없는 꿈을 추구할 때 풍성해진다
③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하고 자산은 풍부하다
④ 자연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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