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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BS 수능특강 한줄 요약
새로운 정보를 논할 때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농업은 지역상황에 부응하여 확산되었다. 수렵과 어업이 유목으로 다시 유목이 농업으로 발전했다.
우리는 그 당시에 가장 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그 순간에 가장 원하는 결정을 내린다.
Amy는 앞에 앉아 본 후 졸지 않게 되고, 필기도 하게 되고, 질문도 하게 바뀌었다.
북극지형은 육지가 없고 바닷물이 열을 잡아두어 고도가 높은 남극보다 따뜻하다.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호가 이에 의존하는 지역민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
자유 경쟁은 장점이 있지만 타고난 능력 자체로 인한 불공평함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우리의 공간에 타인의 존재를 얼마나 용인하거나 즐기는지는 문화마다 상당히 다르다.
대형 장비를 버리는 것은 환경에 해로우므로 오래된 장비를 폐기할 때 환경 관서에 문의하라.
Joe Carter의 경우처럼 특히 큰 경기의 기억에 의해 편견에 치우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거의 위치가 가치의 위계를 보여주는데, 보통은 높은 곳이 위신 있음을 나타내지만 예외도 있다.
시대에 따라 여행의 개념은 변해왔지만 인간 경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는 변화가 없다.
발레 댄서가 되지 못해 다리가 마비된 소녀는 무의식적인 갈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심리적으로 치료되었다.
뛰어난 사고력이 있는 사람은 참신한 해결책을 제한하는 전제들을 인식하고 그러한 전제에 맞선다.
샘플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고 우연히 특이한 성질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밀로의 비너스 상에 관하여 여러 가지 추정이 있지만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공유규범을 통해 많은 사람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환경과 같은 공유자산을 성공적으로 관리해 왔다.
회고록의 저자가 공동 집필자를 밝히지 않는 ghostwriting은 윤리적인 문제들을 야기한다.
새로운 생산 기술이 생산 비용을 줄이고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증가시킨다.
보안 시스템의 운영자들이 반드시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남성을 가리키는 낱말이 남녀를 모두 가리키는 낱말로 쓰이는데 이는 위험한 논리적 오류이다.
규칙적인 행동이 자발성과 창조성을 손상 시킨다기보다는 오히려 창의적이고 자발적이게 한다.
신체는 계속 변화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확한 이미지를 알지 못하고 잘 돌보지 않는다.
메시지의 반복은 의식 깊은 곳에 생각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한다.
막을 수 있는 질병이 의료 보급 불균형으로 인해 치료되지 못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을 적어서 소유하려하여 결국 기억력을 감소시킨다.
목재를 건축재로 사용할 때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과 달리 유럽의 노동조합은 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투쟁해온 결과 더 적은 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새로운 혁신 제품보다 기존의 믿을 수 있다고 입증된 제품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다.
결혼의 배우자나 협력팀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한 일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뛰어난 발명품이라도 특허 기간 내에 상업화가 가능할지 고려해 본 후 특허권을 취득해야 한다.
삶에 대한 경험의 주체라는 점에서 동물과 인간은 동등한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자녀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중문화를 즐기도록 자녀의 취향을 받아들이자.
시의 분석 후 소리와 이미지가 어떻게 서로 들어맞는지 통찰한 뒤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노인 고용 증진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종합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먹는 즐거움은 음식의 출처에 대한 인식으로 풍미를 더하는 넓은 범위의 즐거움이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상대에게 떳떳이 거리를 두기 위해 싸우거나 화를 낸다.
TV뉴스보도의 배경화면이 말로 전달되는 뉴스내용보다 더 시청자의 의식과 기억의 전면을 차지한다.
협동을 통해 인간은 기쁨을 느끼는데 이는 생물학적으로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저렴하고 신속한 배차연결로 트럭 운송업의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상과는 달리 인간의 생리 기능은 사실상 변하지 않은 채 시대에 뒤쳐져 있다.
새 물건이 생기면 이와 어울리는 것으로 주변의 모든 물건을 교체하게 되어 결국 후회하게 된다.
구더기가 병사의 상처를 낫게 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통증을 느끼는 것이 신체에 대한 위험을 막아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비판은 건설적이어야 하고, 건설적 비판은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웅변(달변) 못지않게 ‘침묵(silence)'도 청중에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강연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결정을 미루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정을 내리고 실수를 하는 편이 더 낫다.
처음에 집중해서 좋은 습관을 들여놓으면 이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업주가 손실을 감수하고 질병에 걸린 사원을 돕자 충성심을 얻고 그 결과 새로운 이익을 얻었다.
분노한 사람들은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가해자와 많이 다르다. 즉 분노는 개인 간 이해의 차이가 특징 이다.
외모는 세월이 지나면 평범해지지만 아름다운 본성은 원숙해지므로 내적 가치를 보고 결혼하는 것이 현명하다.
배우는 연기할 때 매 순간을 처음처럼 연기해야 연기하는 순간을 현실로서 충실하게 연기할 수 있다
필수과목은 최소한의 학문적 폭과 깊이를 위한 조치일 뿐이므로 필수과목을 넘어 폭넓은 학습을 하라
십대가 미래를 위해 일할 때완 달리 돈만 위해 일할 때는 성적이 하락했다는 점에서 일의 사회적 의미가 중요하다.
기쁨과 고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균형점에 따른 상대적인 것이다.
여성들은 대화를 통해 서로 같은 문제를 확인하면 안도감을 느끼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당혹스러워한다.
새로운 기기를 집으로 들여오면, 가족생활과 그것이 배치된 장소의 원래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
감정을 그대로 표정에 드러내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스포츠 세계의 극단적 행동에 대해 다른 환경에서보다 더 관대한 규범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하등동물과 달리 과거의 경험을 기호화, 상징화 하여 기억할 수 있다.
질문 항목이 제시되는 순서가 우리의 판단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hirley는 매력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의 결여로 자신도 모르게 타인과의 관계를 망치고 있었다.
영국의 나무심기 프로그램은 균류의 작용이 Highlands지역 소나무 묘목의 생존에 필수적임을 보여주었다.
사랑은 독립적인 두 사람의 상반되는 힘에서 오는 긴장감이 있어야 한다. 그 관계는 상보적일 때 강화된다.
인간은 진리추구 과정에서 자연의 인과관계를 밝혀 과학이라는 방대한 지식의 축적을 이루어왔다.
인간의 의견과 행동의 대부분은 의식적인 추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암시의 결과이다.
협상은 모든 당사자가 이득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자유로운 해석과 청자와의 교감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리스인과 객관적인 내용전달에 힘쓰는 미국인
농경을 통하여 혹독한 자연환경에서 생존할 필요성이 없어진 두꺼운 씨앗 껍질은 얇은 껍질로 진화하였다.
관리자는 조직 내 사람들 사이에 다양성과 다문화로 인한 차이가 존재함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
양서류는 전염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저장탱크나 그물에 오래 보관하면 안되고, 이동되지 않아야 한다.
실행 환경이 소프트웨어 신뢰도 판단에 중요한데, 사용자 집단에 따라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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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urice Sendak은 어릴 때 아팠지만 고교시절부터 삽화를 그렸고 이후 글도 쓰면서 명성을 얻고 상도 받았다.
이태리서 유래한 biscotti는 두 번 구워졌다는 의미로 보관수명이 길고 음료에 담갔다가 먹는 이상적인 과자다.
조류는 전형적인 ‘시각적 동물’이지만 후각, 촉각, 미각 등에 의존하는 예외들이 존재한다.
겨울호박은 줄기가 약한 한해살이 식물로 여러 가지 특징과 종류가 있다.
도르카스 가젤은 사막 기후에 잘 맞는다. 먹이를 찾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무리의 수가 다르다.
자메이카는 천연자원을 갖추고 있어 장래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 신용을 얻지 못하고 있다.
Zaybab은 빈곤가정 출신이지만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교육을 받고 후에 여성인권에 초점을 맞춘 시와 수필을 썼다.
Beaver Opera House는 공연 외에도, 체육관, 댄스홀, 영화관, 군 주둔지, 창고로서 사용되었다.
수컷 큰 가시고시는 몸 색깔을 변화시켜 암컷을 유인하고 수정이 되면 암컷을 내쫓고 새끼를 보호한다.
양키스 입단 후 13년간 스타였던 Joe DiMaggio는 최고기량일 때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하여 1951년 은퇴했다.
런던의 현대적인 30 St Mary Axe건물은 전통적 환경관련 논란이 있었고 건물의 절반은 소규모 임대되었다.
대초원에서 함께 사는 프레리도그는 포식자와 날씨로부터 보호해주는 굴을 보수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영화 ‘Bagger Vance의 전설’에서 Junuh는 골프 규정을 무시하면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정직했다.
흑인 역사학자 Williams는 콩고인들이 노예처럼 다루어지는 것을 목격한 후 벨기에 국왕을 비난했다.
교실 밖에서 Laurie가 물고기 표정을 짓자 수업중인 Amy는 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Bernard는 샘플 진공청소기를 Harton씨에게 돌려주기 전에 청소를 했고, Fern이 이를 지켜보았다.
Sanders대학에서 최대 20명의 여학생 기숙사 확보를 위한 기부금을 부탁하는 글
Jordan대학교 교육(과정)의 컴퓨터 기술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 조사 연구의 설문조사 취지와 내용안내
The Warm Heart Organization의 불우이웃을 위한 자선모금 활동에의 기부 권유
의료보험 비용이 인상되어 Northern Industries 주식회가의 직원들은 보험료 인상분을 분담해야 한다.
배 위에서 낚시중인 소년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즐기고 싶었고, 그 섬의 선물에 감사했다.
Amanda는 벽장 안에서 희미한 빛줄기 가운데 어두운 사람의 형상을 보았다.
Prue의 눈빛은 부드럽고 목소리는 달콤하고 정신은 신성하다. 평화롭고 사랑스러워 나를 미소짓게 한다.
그녀는 처음에 걱정하면서 수영을 했지만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긴장을 풀었다.
농원지역 봉사활동으로 원예활동을 협력해서 이루어내고 의기양양함을 느꼈다.
그 시골지역은 북동풍 소리만이 적정을 깨뜨렸고 돌풍에 낙엽이 날렸다. 혹한의 서리 낀 저녁 시간이다.
단기 기억력을 상실한 Leonard는 해결책으로 writing을 시작했다.
빙벽에서 최단코스로 직진하다 설록암을 만나 도끼가 튕겨나온다. 2000피트 아래 빙하가 보인다.
마야 지도자들의 물을 모으고 저장하는 시스템은 설계와 공법에 있어 걸작이었다.
개인의 자율성에 관한 그리스인의 믿음은 토론 문화를 발전시켜 많은 일들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결정되었다.
영장류 밀매가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영장류가 멸종에 이를 정도로 감소하고 있다.
손상제어기술로 지진에너지를 흡수 분산할 수 있다. 추를 이용한 중심이동과 강철과 고무 층을 번갈아 넣는 방법
기후에 따라 건축 설계가 달라진다. 추운 날씨-단열벽, 창유리 줄이기/더운 날씨-냉각 촉진 통합설계, 교차 통풍
음악은 사람의 감정을 다독이고 기분을 전환해 주는 특성이 있다.
한 문화에서 사회화가 된 후 새로운 문화와 접촉하면 이질적 가치, 신념, 관습들과 만나며 충격을 받게 된다.
동조 압력이 강력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을 바꿀 수 있다.
주식투자는 미인대회에 비유되는데 그 대회는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얼굴을 골라야 한다.
생각은 대부분 추론능력이 거의 없는 유년기에 형성되어 그 기원을 모르기에 어른이 되어 어려움을 겪는다.
테니스를 잘 치기 원하는 사람은 항상 칭찬하는 강사보다 잘 할 때만 칭찬하는 강사를 선호한다.
세계 도처의 2중 언어 화자들이 제2언어를 선호하여 모국어를 버리면서 점차‘언어의 소멸’이 발생했다.
자유 민주주의는 개인의 직접 참여에 달려있는데 안전벨트를 강제하듯이 투표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여성이 힘든 일에 종사할수록 평균 체력이 증대될 것이다. 여성의 신체훈련으로 성간 신체격차는 줄어들 것이다.
별자리지도를 사용할 줄 모르고, 우연히 별자리를 찾아내도 그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학습자는 어려움을 겪는다.
진화심리학자들은 신체처럼 인간의 정신도 여러 가지로 진화된 심리적 기제를 갖추었다고 가정한다.
40년 전과 달리, 요즘 여성은 수입이 많고, 많이들 혼자 살고, 여행경비도 싸져서, 주말 맞벌이 부부가 흔하다.
아내에게 지적받은 Mark Twain은 넥타이와 넥타이를 30분 정도 보고 반송하라는 쪽지를 친구에게 보냈다.
Elizabeth Gibson이 주운 그림이 Tamayo가 그린 것으로 밝혀져 원주인에게 돌아가 백만 달러이상에 경매되었다.
화학물질을 대신할 천연 방충제로 토마토와 개박하 추출물이 효과가 있다.
글자 인식 능력 뿐 아니라 글 이해 능력을 교육해야 한다.
과학의 본질적인 특성인 증거에 근거한 설명이 수업 활동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고대문명 사회계층화의 증거로 문명사회의 분묘는 초기신석기시대와 달리 크기 등이 다양하다.
노동력 최소화를 위해 설계된 선진국 농업체계가 개발도상국으로 옮겨지면,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도별 빈(오스트리아의 수도)의 관광객 수
전통적인 교실과 능동적 학습 교실 비교
예산과 실제 지출의 비교
아시아에서 서식하는 멸종 위기의 동물
성인 여성의 식자율
국가별 소셜 네트워킹 이용 현황
미국의 졸업생 평균 학비 융자금
실업의 영향
Kevin은 아버지의 직장을 방문했다가 아버지가 상사에게 야단맞는 광경을 보고 성장하게 된다.
이야기로 진실을 전달하면 사람들이 부담을 덜 느끼고 받아들인다.
Hatch 노인 부부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옥수수 씨앗 파종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승화시켰다.
Isaac Asimov는 Time지 탐독 중 광고란 이미지를 통해 시간여행의 영감을 얻어 The End of Eternity를 집필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높게 보도록 자신의 가치를 높게 설정해라.
회고록과 진실에 관하여 “감정적 진실”을 주장하는 입장과 객관적 진실을 중요시하는 입장이 있다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한 자신만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처음에 잘못 익힌 기술은 나중에는 더 바꾸기가 힘들므로 처음부터 올바른 기술을 연습해야 한다.
비흡연자 권리연합이 기내금연 혁명을 일으켜 Air Canada가 최초의 금연 항공사가 되었고 타 항공사에 파급되었다.
Michael Jordan은 처음에는 대표팀에 거절당했지만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결국 성공했다.
다빈치는 다양한 분야의 관련성을 탐구한 최초의 진정한 르네상스인이었다.
영문학을 좋아했지만 의사가 되었던 Cronin은 건강이 악화된 후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중국의 풍수는 자연적 재료가 인공물보다 우위에 있게 하는 중국의 경관을 만드는데 일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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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식료품 구매문화는 제철 농작물을 소량으로 자주 구매하는 것이다.
인간 행동의 내재적 측면과 이행적 측면 중 아리스토텔레스는 행위의 본질인 내재적 측면을 강조했다.
정치적 안정이 관광에 영향을 미친다. 동유럽은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부터 관광이 촉진되었다.
인간이 생태계에 미친 나쁜 영향들을 깨닫고 환경을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 파괴와 인간의 사냥으로 먹이 피라미드 최상위의 대형맹수들이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유정 시추시 땅속 압력으로 석유가 솟구치는데 압력이 낮아져 일정 시점에 이르면 유정이 폐쇄된다.
기후 변화는 석유와 가스 자원들에 대한 접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호주 깡충거미는 4인치를 점프해 큰 먹잇감을 사냥한다. 방랑자지만 알을 두기 위한 그물은 만든다.
Wegener는 해안선의 공통점과 동일한 화석을 근거로 대륙이동설을 주장했지만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안정적인 꽃가루받이를 위해서는 꽃가루받이 기능을 수행하는 생물들이 다양하게 존재해야 한다.
아르키메데스의 금관 이야기는 실효성이 의문시 되며 저울에 균형을 맞춘 후 물에 담궈 밀도를 비교했을 것이다.
일상에서 기쁨을 찾는 대신 짧은 휴가만을 기대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palmanova는 베네치아 사람들이 지배권을 유지하게 해준 별모양의 군사요새이다.
스포츠에서 승리에 대한 문화적 요구는 지나친 폭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공 여가 시설 이용에 대한 요금 부과는 추가적인 서비스에만 제한되어야 한다.
모네는 힘을 뺀 붓 터치 기법으로 빛의 즉각적인 효과를 30분 동안 그렸는데 순간적 인상을 담아냈다.
실내 디자인은 공간을 사용하고 즐기는 방식을 총체적으로 보는 것으로 전문적인 디자이너가 필요하다.
어린이의 음악적 재능개발에 부모의 개입과 참여가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
선호하는 음악의 감상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
Montana 공과 대학은 오락거리가 없는 학업 지향적인 곳이지만 야외활동을 위해서는 최고의 위치에 있다.
대학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지원자가 아니더라도 지원 기회를 흘려보내지 마라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통해 도덕성을 발달시킨다.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외부기관이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문화적 차이로 아시아인이 미국인보다 질문에 답하는데 오래 걸린다는 점을 교사는 이해해야 한다.
빅토리아 시대 전기 작가들은 부정적인 내용을 배제했지만 20세기 작가들은 잘못과 실수도 설명한다.
음성언어는 여러 수단을 통한 의미 전달이 가능하나 문자언어는 정확한 언어 사용을 통해 생각을 전달해야 한다.
남성 작가들의 작품 속 남자주인공은 여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불명예인양 행동한다.
말로 된 도로 표지판도 공간의 제약으로 약어가 사용되어 자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회사와 소비자 공동체 간의 아이디어 공유가 더 나은 혁신을 가져온다.
주차구역 설계 시 보행자 경로를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교통제어 장치와 방벽으로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품질 검증을 위해 제3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정보를 얻는다.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광고와 언론이 공포 심리를 이용한다.
같은 일을 반복하다 새로운 상황이 제시되면 피로가 사라지는데 그것이 원기회복(a second wind)이다.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을 차분히 분석해 보면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많은 세세한 것들에 불과하다.
자신의 심리를 인식하고 행동의 변화를 통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라
커피는 희소성의 힘이 없기 때문에 생산국들이 카르텔을 결성해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뉴스는 폭넓은 관점과 정보를 제공하여 민주주의에 일조하나 주로 특권층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냉소주의를 가중시킨다.
고용주가 불황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업무공유와 임금 삭감에서 일시 해고로 시기에 따라 변했다.
유죄 협상제에 대한 보완책으로‘삼진 아웃’법이 등장했다.
인터넷을 통한 친구 관계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익명성으로 인해 거리낌 없이 보다 솔직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건강을 위한 음식 섭취는 완전한 금욕이 아닌 절제가 핵심이다. 절제는 바람직한 음식 성분의 제한도 포함한다.
제약회사로부터의 연구비 지원은 그 회사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객관적 연구수행과 공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유아는 통증을 못 느낀다고 생각해 1970년대 후반까지도 제대로 된 마취 없이 수술이 행해졌다.
타인의 비판에 맞서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경청해야 한다.
직접 집짓기는 매력적인 일이나 자신의 능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교사에게 자유재량이 적고 정해진 교육과정이 강요되어 평범한 교사에게는 교직이 쉽게 따분해질 수 있다.
Campello씨는 Katherine의 수술에 최선을 다했으나 엄한 교장 같아서 Katherine 대신 내가 치료법을 물어봤다.
인물을 통한 호소(Character appeals)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관련 유명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Lagen Island Resort는 다양한 조류와 포유류의 진열장으로 삼림자원보호에 앞장서왔다.
각 대륙별 미국 이민자의 수
인터넷은 이메일 확인 등으로 주의력을 분산시킨다.
어휘를 바꿔서 발상의 전환을 끌어내고 태도를 바꿀 수 있다.
현대 자유국가들은 개인의 가치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한다.
개인적 발전은 일정 수준의 독립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는 타인과 함께 활동하기를 즐기는 경향이 있다.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방해 요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를 쉽게 한다.
영국과 미국 사이의 문화적 분리가 결국 정치적 분리의 바탕이 되었다.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면 실제 성과가 괜찮더라도 낙담할 수 있다.
자본의 투입과 수익이 같은 시장이 효율적이다.
신 바빌로니아인들의 점성술은 당대에서 보자면 미신이 아닌 과학으로 인신된다.
건축 설계가 햇빛을 들이거나 차단하여 에너지 절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행복에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의 장수와 연관되어 있다.
중국의 자기중심적 중화사상은 호기심의 결핍을 초래했고 지식의 실용적 적용에 관심을 가지게 했다.
남동생 Nicky는 힘겨운 암 투병 중에도 우주에 대한 열망을 지닌 긍정적인 자아상을 보여주었다.
식사 시간을 통해 십대 자녀와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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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이 독립 사업에 비해 성공 확률이 더 높은 것은 아니다.

3

팀의 지도자는 구성원을 신뢰하여 최대한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

4

평균적인 아기와 달리 7시에 눕혀도 9시가 넘어야 자는 아기의 어머니는 수면 규칙에도 예외가 있음을 알았다.

○

5

언어의 소멸이 민족 간 상호연계성의 인식을 초래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유전적 흔적의 추적을 어렵게 한다.

6

코페르니쿠스는 종신 신부로 임명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취임하지 않았고 평생 종교적 갈등을 피했다.

7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 비교

8

외동이 많은 중국에서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확대가족이 등장하여 인기를 얻고 있다.

9

겉으로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듯하지만 실제는 우리를 괴로운 문제에 더 몰두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10

사회전반에 사업과 도덕성이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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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성을 위해서는 그 분야의 빈틈없는 지식이 필수조건이다.
글은 한꺼번에 많이 쓰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인다.
인간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서로 조화를 이루려는 특성이 있다.
Carlile는 서적의 검열과 구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판매기를 고안했으나 법정은 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진정으로 고객을 도우려면 지식과 기술(과학)뿐 아니라 인간성(예술)을 통합해야 한다.
웃음은 최초의 강제적 날숨이 신속하게 반복될 때 발성이 수반되어 발생하며 정상 호흡보다 많은 공기를 배출한다.
일부 개미는 다른 개미를 노예로 부리기도 하고 다른 곤충들을 대가없이 같이 살게 하기도 한다.
사장은 직원들에게 하나의 정답보다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랐다.
우리는 무의식적인‘생각공격’을 통해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Bobby와 친구 Mike, Bobby의 아버지는 500야구 게임을 뒤뜰에서 어두워 질 때까지 했다.
보험관련 중요서류는 이메일을 사용하지 말고 정규 서신이나 전화로 직접 접촉하라.
기준 이하의 과제를 수행한 학생에게는 제때 과제를 제출한 것을 칭찬하고, 개선점을 조언하라.
퓨전 요리는 친숙한 입맛에 맞는 요리로 거부감을 없애 주지만 진짜 미식 경험을 방해할 수 있다.
납세를 거부한 Thoreau는 수감되었고 그 경험이 결국‘시민 불복종’이라는 획기적인 글이 되었다.
잘 휘어지는 플라스틱 포크처럼 인간의 두뇌는 상황에 적응하는 가소성을 지녔다.
독학한 Vlaminck는 고흐에 감명을 받았고‘본능이 예술의 토대’라는 믿음으로 강렬한 풍경화를 그렸다.
2007년 유럽연합 국가 젊은이들의 교육과 경제 활동 상황
직면한 문제를 다른 관점과 사고의 틀로 바라보는 것이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전환을 촉발할 수 있다.
타인의 삶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집단적 성격 결함이 아니라 선천적인 인간의 성향이다.
일 중독자들은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고 과중한 업무로 화를 잘내 동료들과 화합하기가 어렵다.
누군가를 다시 만날 것으로 기대하면 긍정적인 특징을 찾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부정적인 특징을 찾게 된다.
힘의 균형과 각 신체 부위들 사이의 관계를 중시한 중국인들은 수술을 꺼렸다.
전자상거래 전략이 성공하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상호 보완적인 교차 경로 판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약(추상화)은 어렵다. 글쓰기의 정수는 불필요한 것을 인식하여 지우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미래의 인구증가는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자원의 소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훨씬 클 것이다.
에너지를 돈으로 여기면 에너지 소득은 주로 태양열에 기인하는데 삼림벌채 등이 에너지 획득량을 제한한다.
성격 판단의 한 가지 기준이 되는 표현방식은 문화적 요소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고전적 조건화가 공포의 형성에 원인이 되어 다리를 보는 것(조건자극)만으로도 공포(조건반응)를 느낄 수 있다.
화석이 시간의 확인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지질학적 기여를 한다.
William은 늦은 귀가를 사고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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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ideas are usually presented just that way ─ as new. Different. Unlike what's gone before.
The spread of agricultural techniques came about through borrowing and cultural contact as well as
through migration.
Try to think of a choice you have made that was not in accord with your strongest inclination at the
time.
Amy, the student who was skeptical about the benefits of sitting closer to the front of class, agreed
to try it once or twice.
In general, temperatures at the South Pole average 54℃ lower than the North Pole.
Protection of biological diversity targets not only the goal of conserving natural resources; the
primary emphasis of development cooperation is placed on preserving people's livelihoods.
Free competition, which was the watchword of nineteenth-century liberalism, had undoubtedly much
to be said in its favour.
People are social beings. We appreciate the company of our own kind.
In your new home, you may no longer need to own large equipment such as lawnmowers and
chainsaws.
One thing that we need to be careful of is not to let our evaluations be biased by our memories,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grand events.
Residential locations show a hierarchy of values.
As a form of mobility, travel is an integral component of the human experience.
I once saw a young girl who had spent months in hospital with paralyzed legs.
Every time we approach a problem, we bring to bear assumptions that limit our ability to conceive
fresh solutions, but brilliant thinkers are always aware of the assumptions and are always happy to
confront them.
In experiments, we are interested in overall differences between the various conditions.
Perhaps the best-known statue in the world is one of Venus, the goddess of love and beauty, which
was found on the Greek island of Melos.
Garrett Hardin, who called attention to the damage that innocent actions by individuals can inflict on
the environment, held that all forms of commonly managed property would necessarily be degraded
over time.
Not all writers acknowledge their co-authors in their books.
Never have we experienced such an explosion of new production techniques.
Every security system, without exception, needs trusted people to function, though these people are
not necessarily trustworthy.
The use of heroine and executrix as referring to a hero or executor who is female illustrates what
Douglas Hofstadter calls "the slippery slope" of meaning.
People are sometimes resistant to the idea of introducing rituals because they believe that ritualistic
behavior may detract from spontaneity or creativity ─ especially when it comes to interpersonal
rituals such as a regular date with one's spouse, or artistic rituals such as painting.
Many people lack a clear image of their bodies, and do not take very good care of themselves.
What we think about, and how we think, can never be completely determined by any single source
of information.
Because of the uneven distribution of health care, doctors, and medicines around the world, many
preventable and curable diseases go untreated.
Considering the multitude of data that people in our contemporary society need to remember, a
certain amount of notetaking and information deposited in books is unavoidable.
Wood is a material that is widely acknowledged to be environmentally friendly.
In Europe, the downward trend in work hours has hardly missed a beat.
There is a lot of hype in the business press about the dangers of clinging to the past, and much of
it is justified.
In a famous study, spouses were asked, "How large was your personal contribution to keeping the
place tidy, in percentages?"
In the 1960s, I helped a client get a very broad patent on a laser pumped by a chemical reaction
explosion.
Perhaps some will say that animals have some inherent value, only less than we have.
Media culture enables kids to develop separate interests from their parents.
Poems can be taken apart from time to time, like any well-made objects, but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o put them back together properly at the end and check that they still work.
The United Kingdom has already taken many important steps in the right direction to encourage
greater labour market participation by older people.
The pleasure of eating should be an extensive pleasure, not that of the mere gourmet.
Some people become angry or start a fight in order to create distance between themselves and
another person.
We live in a world of visual stimuli, and television news with its ever present background visuals has
transformed the ways we see political leaders.
While many have considered human cooperation primarily a learned behavior, recent evidence
suggests that it may also have biological roots.
Long-distance trucking, which is the transport of goods between metro areas, has benefited from
the improved matching that follows lower search costs.
Because of the rapid change in the world around us since our birth, we humans are living
anachronisms.
We delight in acquiring new things, but seldom do we consider the resulting ripple effect described
by the French philosopher, Denis Diderot.
Flies are very sensitive to the smell of meat.
People born without the ability to feel pain suffer more injuries than the average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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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often forget that the main purpose of criticizing is not to be negative but to be constructive: to
fix something.
The opposite of talking is knowing when to stop.
I think that more time is wasted, more headaches caused, and more opportunities missed by
indecision than by any other time-consuming habit.
A little concentration at the beginning will save lots of time and effort later on.
A small business owner could never afford to offer his employees healthcare benefits.
In most cases, anger is characterized by a gap in interpersonal understanding.
No wise person will marry for beauty mainly.
While onstage, you must constantly remain in the state of "I am," playing each moment as if it were
occurring for the first time ─ what the nineteenth-century actor William Gillette referred to as "the
illusion of the first time."
The idea behind requirements, both for general education and majors, is that on their own students
will not get a broad enough or deep enough education.
Some researchers believe that the social meaning of work determines whether work is good or bad
for teens.
In the classical notion of pleasure and pain, an organism strives to maintain equilibrium with its
environment.
Many conversations that take place between women seem designed to reassure each other of their
similarity.
Introduction of new equipment into the home necessarily changes the living space and how it is used.
Although most children acquire some ability to manufacture facial expressions they don't feel, not
everyone does this equally well or believes it to be a good thing.
Norms do exist in sports worlds, but when athletes and others push normative limits, responses are
often different than they would be in other settings.
Man differs from the lower animals because he preserves his past experiences.
How happy are you with your life in general? How many dates have you been on in the past
month?
I once worked with a young woman, Shirley, who was quite appealing and obviously much sought
after by men.
In World War I, the British government found itself desperately short of wood, and much of the
British woodland was felled during this time.
Robert Solomon suggests that love is about attempting to define oneself in terms of another person.
Since the dawn of civilization, man has been engaged in the process of discovery by unveiling the
mysteries of nature.
Man was formerly thought to be a reasoning animal, basing his actions on the conclusions of natural
logic.
Negotiation is often a zero-sum game in which one party's gain is the other party's loss.
In my study on Greek and American oral narrative styles, I found that many of the features that
Greek speakers used in telling what happened in a film they had seen could be understood as
serving the goal of telling good stories.
When people started to plant stored seed stock deliberately, they also began protecting their plants.
One of the things needed for managing diversity and multiculturalism in an organization is
understanding the nature and meaning of them.
Most amphibians are relatively easy to handle in a sampling for experiments, although some may be
toxic and should only be handled wearing gloves, with hands kept away from eyes and mouth and
carefully washed after touching the animals.
The concept of execution environment is an essential part of the definition of software reliability.
Maurice Sendak was born and raised in Brooklyn, New York, to Polish-Jewish immigrant parents.
Many countries have their own variations of this centuries-old cookie, but the biscotti we are most
familiar with today probably originated during the 15th century with an Italian baker who originally
served them with Tuscan wines.
Birds are typical 'eye-animals,' but exceptions exist. Night-hunting owls and oilbirds rely heavily
upon the auditory system for orientation, whereas many probing and straining birds depend upon
tactile sense to detect and recognise food.
Winter squashes are weak-stemmed, tender annuals, with large, cucumber-like leaves and separate
male and female flowers that appear on the same plant.
Dorcas gazelles are well suited to desert climates.
Jamaica is the third largest island in the Caribbean, with an area of 11,000 square kilometers,
located just 550 miles south of Miami.
Zaynab Fawwaz was born into a poor family in South Lebanon.
It is estimated that as many as 30 opera houses were built in Utah before World War I.
The stickleback is a small fish that is common in shallow fresh waters.
Joe DiMaggio had joined the Yankees in 1936, just one year after Babe Ruth retired, and was
an immediate star, hitting .323 and leading the league in throwing out runners from center field.
The most dramatic modern construction in the City of London is 30 St Mary Axe, more
commonly known as the Swiss Re building, the Pine Cone or simply the Gherkin.
Prairie dogs enjoy each other's company; their burrows can be located anywhere from a few
feet to 50 feet (1 to 15 meters) apart.
There's a scene in the movie The Legend of Bagger Vance where Matt Damon's character, Rannulph
Junuh, is attempting to get his golf game back, but he makes a critical error and his ball ends up
in the woods.
As a result of his successful books, George Washington Williams became a popular lecturer and
made several trips to Europe.
Watching her friend Amy struggle to stay interested, Laurie decided she needed some cheering up.
Before inviting Mr. Harton in, Bernard vacuu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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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young women are asked what their greatest need is here at Sanders University, the first
response is always a women's house.
This survey is a dissertation research study on computer technology in the University of Jordan in
higher education.
The Warm Heart Organization is starting its annual drive on Friday, April 5th, 2013.
Health care programs have always been an important part of our commitment to employees at
Northern Industries, Inc.
The boy went around along the edge of the reef, lowered his sail, and dropped overboard the lump
of coral which served as anchor.
From somewhere behind Amanda there was suddenly a faint clicking noise, and a dim light
appeared.
For my part, I do not believe that any man can see softer skies than I see in Prue's eyes; nor hear
sweeter music than I hear in Prue's voice; nor find a more heaven-lighted temple than I know Prue's
mind to be.
She swam breaststroke and kept her head above the surface, not ready to go right under until she
had felt safe.
Today I participated in community service work in a garden area.
A deep silence prevailed over the countryside, broken only by the sound of the northeast wind
whistling through the black branches, wailing about the house, dying in gusts along the corridors.
How does someone without short-term memory make his or her way in the world?
I didn't have a watch, but in what seemed like a very short time, I was on the distinctive final ice
field.
Looking back, scientists have uncovered a mountain of evidence that Mayan leaders were aware for
many centuries of their uncertain dependence on rainfall.
The Greeks' belief that individuals were in charge of their own lives and free to act as they chose
fueled a tradition of debate.
In a fall 2000 article, "Trafficking in Misery: The Primate Trade," Linda Howard and Dena Jones
highlighted the problem of the international primate trade, including many species of monkeys,
chimpanzees, and orangutans.
Earthquakes can devastate rigidly constructed buildings, but damage-control technology largely
attributed to Japanese and U.S. engineers has made structures less vulnerable to nature's assaults.
Extremes of temperature will affect architectural design requirements in order to ensure that the
internal environment is comfortable and habitable.
There is nothing new in the realization of music's therapeutic and mood-changing properties.
Members of a given culture have certain shared expectations of appropriate social behavior, the
motivations of others, and accepted outcomes of communicative interactions.
There was a time in the United States when people owned slaves, when women were not allowed to
vote, and when children worked long hours for shockingly low pay in unhealthy conditions.
An economist once compared investing in stocks to the popular "beauty" contest of his time, in
which contest competitors were asked to pick the six prettiest faces from a hundred
photographs.
If I saw a dog attack and panicked as a child, I might become edgy around dogs when I see them
at different times in my life.
Think about two different tennis pros giving you tennis lessons.
In many parts of the world, speakers in bilingual communities have abandoned their native language
in favor of their second language.
Liberal democracy relies upon direct participation by individuals, and from this viewpoint, our
democracy is endangered by a lack of participation.
One fascinating thing about Ardent Amazons is that as more and more women take up careers
that require physical force, women's average strength is likely to increase.
It is very easy to gain a knowledge of the stars, if the learner sets to work in the proper manner.
Evolutionary psychologists hypothesize that the human mind is equipped with many different
evolved psychological mechanisms.
Increasingly, regular people ─ not just soldiers and public servants ─ are living apart from their
spouses, too.
Personal appearance was not something that was of great concern to author Mark Twain.
Elizabeth Gibson was walking down a street on Manhattan's Upper West Side and spied a piece
of art wedged between two garbage bags.
Some people don't like to use chemicals to keep mosquitoes away, but they still don't want to
get mosquito bites.
When one takes a close look at what our schools are actually doing, it turns out that they are
not very interested in literacy.
We often think of science as exploration and experiment.
Archaeologists know that different social classes existed in ancient civilizations through evidence
of laws and other written documents, as well as archaeological features including dwelling size
and lo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s opposed to developed countries, a larg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is engaged in farming activities.
The graph above shows the volum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visits to Vienna, a
well-established leisure destination, from 2003 to 2010.
The above graph compares the percentages of different types of behaviors or activities that
selected teachers engaged in, in traditional classrooms and in Active Learning Classrooms (ALCs).
The above graph shows the allocated budget and actual spending for six departments at Triton
Ventures in 2012.
This chart shows the percentage of endangered species among fish, amphibians, reptiles, birds,
and mammals in Asia.

8

5
6
7
8
1~3
17강

4~6
7~9
10~12
1~2
3~4

18강
5~6
7~8
1
2
19강

3
4
1

20강

2
3
4
1

21강

2
3
4
1
2

22강

3
4
1
2

23강

3
4
1
2

24강

3
4
1
2

25강

3
4
1
2

26강

3
4

The graph above shows literacy rates among adult females by region over the period from 1990
to 2007.
The graph above shows the degree of social networking usage for eight countries.
This graph shows how the average total loans for graduates with bachelor's degrees and those
with associate's degrees and certificates changed in the United States over a span of 12 years
from 1996 to 2008.
The graph above shows how unemployment can have negative effects on family relations,
friendships, and self-respect of workers who have been jobless for some time.
Part of growing up means figuring out your parents don't have all the answers, even if they
think they do.
Long, long ago, Truth walked the world as an old man.
That was all. Old Hatch didn't say a word.
In November 1953, as The Caves of Steel was in production, Isaac Asimov tried to formulate
an idea for the next novel but found nothing would come.
How do you establish your "worth" in personal relationships?
It seems as though one cannot talk about the memoir these days without mentioning the name
of James Frey as the exemplar of the "problem" of the memoir.
One of Laurence Olivier's ways of coping with stage fright was to ask his fellow actors not to
look him in the eye.
The saying 'practice makes perfect' needs qualification.
Every time you get on an airplane and aren't breathing secondhand smoke you have a small
Canadian nonprofit to thank.
A young man walked up to his high school gym.
Knowledge in one field simply opened up in da Vinci a hunger to learn something else in a
related field.
Archibald Joseph Cronin was not spoiled in his early years, for his elementary education was
gained in a Scotch village school where no conceit was tolerated.
Most Chinese find it hard to specify exactly which religion they belong to, for they take and
use parts of many.
I grew up in North America and always went to supermarkets for grocery shopping.
All human actions are both immanent and transitive, except in the case of a fully immanent
action (to think or to love).
Political stability has an influence on international forms of tourism.
Fortunately, we humans are able to undo some of our actions, when we realize their effect on
our ecosystem.
Being at the top of the food pyramid makes large predators particularly vulnerable to
environmental shocks.
If a sizable oil reserve is discovered, wells are drilled to tap into the oil reserve.
Oil and gas resources are not likely to be impacted by climate change because they result from
a process that takes millions of years and are geologically trapped.
A small, glowing green Australian jumping spider hunts big game.
In 1912, a German scientist, Alfred Wegener, proposed a hypothesis called continental drift,
which stated that the continents had moved.
Almond pollination in California relies on the European honeybee and oil palm pollination in
Southeast Asia depends on a single imported African beetle.
The story of the golden crown, Archimedes' Eureka, does not appear in the known works of
Archimedes.
We plan our vacations, sometimes as if they were the only part of life worth really living.
The fortress town of Palmanova is a stellar example of the architectural and military prowess
that allowed the Venetians to maintain their dominion for nearly four centuries.
The cultural imperative of winning directly influences the extent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violence in sport.
In the past, many public-sector recreation providers allowed people free access, or charged for
permits to control the season for different recreational activities.
Monet broke with the traditional painting methods of his day and used a loose brush stroke
because he noticed that sunlight changes its position and intensity as the sun travels overhead.
As we have become wealthier, style has become more important to us and is something with
which we want to imbue our homes.
Problems associated with early childhood piano lessons, such as motivating children to practise,
could relate to a lack of opportunity for parental involvement.
Preferred music listening has been shown to lead to enhanced control over, and effective
distraction from, pain-inducing stimuli under laboratory conditions, when compared with
non-preferred or experimenter-selected music.
Students here warn that "Montana Tech is a very challenging school.
When colleges describe their ideal candidate, they all describe more or less the same person.
School hallways, lunchrooms, and playing fields have always served as real-life laboratories for
students to observe moral events, make choices, and learn from the choices they and others make.
Schools need to develop strong relationships with one or more outside institutions, such as a
university or community college, a museum, a hospital, or a business.
The conversational clash can occur when Americans are speaking with people from other cultures.
Biography in the twentieth century enjoyed a popularity still greater than that of history, and
displayed the influence of science in a more striking form.
The emergent literacy perspective has provided ample evidence that children use their oral language
as a foundation for developing early literacy.
Elaine Showalter, a literary critic, argues that male authors allow their male characters to
mistreat women and escape without an a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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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of the research on signs has tested symbol messages, as they are more likely than word signs
to be misunderstood.
Consumer innovators rarely work alone.
Well-designed parking areas are as much about people as they are about vehicles.
Sometimes we gather information by paying outsiders to certify quality.
In the nineteenth century, a decisive moment occurred when people in advertising and journalism
discovered that if they framed their stories and appeals with fear, they could capture our attention.
By changing the focus or context of a task we can get renewed energy even when we feel that we
are completely out of energy.
All abnormal fears are liars.
Healing begins with awareness and ends with change.
Coffee growers are poor because they have no power of scarcity.
The news is often claimed to be the lifeblood of democracy.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way employers have responded to
recessionary periods over time.
In an effort to speed up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defenders and prosecutors have
established the plea bargain.
There is some evidence that, in the area of health, having an Internet "buddy" helps.
Intakes of certain food constituents such as fat, cholesterol, sugar, and salt should be limited for
health's sake.
Nancy Olivieri, a doctor working in a Toronto hospital and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was conducting research on a new medication called Deferiprone.
The view that children were not sensitive to pain continued to be influential through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individual who feels he or she has been attacked verbally and whose ego is bruised is likely to
become defensive.
Construction costs vary according to how much of the work you do yourself.
In a typical school setting, many teachers teach the same subject matter year after year, without any
real opportunity from teaching to discover or acquire new knowledge, skills, or abilities.
Madame Campello, a neurologist, was obviously compassionate, and I'm sure I could feel her
compassion and loving energy when she first saw Katherine, the children, and myself for
Katherine's initial postoperative consultation.
Character appeals rely on the reputation and experience of the speaker to build a foundation for the
appeal.
Set in a cove surrounded by a thick primary forest, Lagen Island Resort is a showcase of the town
of El Nido's diverse variety of birds and mammals.
The above graph shows the annual number of U.S. immigrants by decade from 1960 to 2009.
The Internet is an interruption system, a machine which is fit for dividing attention.
One way to change your attitude is to change your vocabulary.
Within each modern liberal state, there are considerable disagreements about every manner of
policy issue, every step in foreign affairs, every vision of the nation's future.
As individuals, we can choose which activities to take part in.
Before you begin to network, examine possible roadblocks that could block or delay your
success.
Before the political separation between America and England, there was a cultural separation that
can be traced to American conditions; and the cultural separation was what led to the desire among
Americans for political separation.
It can be quite discouraging to declare that you are going to do something that is way beyond what
is possible.
When inputs sell for prices equal to the returns they generate, economists say that the market
is efficient.
Today it is recognized that all astrology is superstition, but the New Babylonians' search for
correspondences between heavenly events and earthly ones was scientific in terms of their
time.
Design is an essential part of building a h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of a social bond is the provision of social support in
times of stress, distress, and trauma.
An event that took place in the early fifteenth century is revealing about the differences
between Europe and China.
My little brother, Nicky, is the most self-confident person I know.
I was encouraged a few years back to find that 71 percent of teens surveyed indicated they eat at
least one meal a day with family.
Advocates of franchising have long billed it as the safest way of going into business for yourself.
One little thing you need to do as a new team leader is to start with 100 percent trust in your
team members.
I know a healthy, happy, beautiful baby who has never slept the average sixteen hours that
babies are supposed to need.
The world is currently experiencing a cultural mass extinction similar to the biodiversity crisis.
Born into affluence in the Polish village of Torun, Copernicus was at an early age entrusted to his
uncle, the Prince Bishop of Ermeland, for his education.
The above graph compares the mortality rates of children under five years of age for every 1,000
live births in the years 1990 and 2006.
In China, the most populous country on earth, it has been government policy since 1980 not to
have more than one child.
A good listener is someone who really cares about you and wants to see you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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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s often viewed as a necessary evil, something required to live but generally sullying to the
soul, an obstacle to a rich moral life, rather than a constitutive part of it.
Most discussions of creativit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innovative, free-ranging thinking.
One researcher looked into the writing habits of young professors just starting out and tracked
them to see how they fared.
In laboratory studies, two individuals who are asked to synchronize their finger tapping on a desk
synchronize more closely than when asked to synchronize with a metronome.
In 1822 an English bookseller and freethinker named Richard Carlile designed a vending machine
which he hoped would hold off the censors and the police.
To help your clients, you need to integrate your knowledge, your skills, and the person you are.
Tlo produce the distinctive sounds of laughter, we make use of a number of muscles that
control our breathing and vocal apparatus.
Those who have studied the ways of ants tell us strange things about their social life.
Not long ago I did a series of creative thinking workshops for the executive staff of a large
computer company.
Kelly is driving to see her boyfriend. A memory comes to mind of an argument they had a few
weeks ago.
Deep into the summer and not too long after Bobby Hansen's twelfth birthday, Mike Pasqui
came over to Bobby's house and the two of them talked Bobby's dad into playing some 500
with them.
Email is a convenient way to communicate, and many of us use it as a matter of course in our
daily contact with others.
Suppose you have a student who usually fails to complete his work.
Tourism is an important mediator in the development of fusion cuisine, because the mixing of
different culinary traditions is often stimulated by people who travel to produce or consume food.
Thoreau had come into town to do some errands and get a shoe fixed when he ran into
Sam Staples, the town tax collector and jailer.
In 1991, a study was published in Science that overturned everything neurologists knew
about the brain.
The son of Flemish parents, Maurice de Vlaminck was an athletic and enthusiastic individual
who took part in cycle races and earned his living mainly as a musician.
This graph shows the educational and economic status of young people at ages 15, 18, 24, and
29 in EU countries in 2007.
Being able to look at situations using different frames is critically important when tackling all
types of challenges.
We puzzle over the everlasting coverage of "celebrities" for no apparent reason other than we
know who they are.
Generally speaking, workaholics are not team players in the workplace.
When people expect to see someone again, they are more likely to find that person attractive,
regardless of the individual's behavior, than if they do not have expectations of future interaction.
The reluctance of the Chinese to perform surgery is completely understandable in light of their
views about harmony and relationships.
Some companies have realized that for an e-commerce strategy to work for their particular line of
business, it must be coupled with a tangible real-world presence that a customer can utilize.
Indeed, abstracting is difficult for people in every discipline.
Just as population growth has been unevenly distributed in the past, growth is likely to be
unevenly distributed in the decades ahead.
To understand modern society's relationship to energy, it is helpful to think of energy as
money, with related categories of income, savings, and expenditures.
Like other measures, expressive style is often biased by cultural factors.
Case studies of patients suffering from phobias suggest that many irrational fears can be traced
back to experiences that involve classical conditioning.
The existence of fossils had been known for centuries, yet it was not until the late 1700s
and early 1800s that their significance as geologic tools was made evident.
William could see his father standing near the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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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s, the safest way to discuss new information is to begin with what is known.
The spread of agricultural techniques came about through borrowing and cultural contact as
well as through migration. Farming, in other words, developed in response to local conditions.
We have a real desire to be thin, but that desire runs up against our desire for dietary
pleasures. The problem is that all things do not stay equal.
Amy, the student who was skeptical about the benefits of sitting closer to the front of class
agreed to try it once or twice. She felt she could not go wrong by continuing to sit toward the
front.
So why is the southern tip of the Earth so much colder than the northern tip? The answer lies
in the geography of each location.
Protection of biological diversity targets not only the goal of conserving natural resources; the
primary emphasis of development cooperation is placed on preserving people's livelihoods.
Free competition left, however, one great injustice unremedied.
How physically close we tolerate or enjoy the presence of others, for how long, and under what
conditions vary noticeably from culture to culture.
Local environmental agencies across the country have set up programs for homeowners to
trade in their old gasoline powered lawnmowers and electric equipment. Contact your local solid
waste or environmental agency to ask about these programs.
One thing that we need to be careful of is not to let our evaluations be biased by our
memories,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grand event.
Residential locations show a hierarchy of values.
As a form of mobility, travel is an integral component of the human experience. The
consumption of travel services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social and economic relations in
which they are embedded.
The paralysis had been real, but its solution was not medical. It was the recognition of the
unconscious conflict that cured her.
Every time we approach a problem, we bring to bear assumptions that limit our ability to
conceive fresh solutions, but brilliant thinkers are always aware of the assumptions and are
always happy to confront them.
Before concluding that the number of bystanders influenced the speed of helping, we must first
ask whether this difference is "real" or "is merely a "chance" finding.
Perhaps the best-known statue in the world is one of Venus, the goddess of love and beauty,
which was found on the Greek island of Melos. It is called The Venus of Melos.
But we have found, on the contrary, that under appropriate conditions many people do organize
effectively to protect natural environments.
This is what is referred to as ghostwriting, since the co-author is not visible, and it raises
some ethical questions.
Throughout the world, new and more efficient technology is making it possible to manufacture
more products as any possible selling price. New, more powerful computers reduce production
costs and increase the supply of all sorts of goods and services.
Every security system, without exception, needs trusted people to function, though these people
are not necessarily trustworthy. We don't have to like it, but we have no choice but to trust
these people. Without them, systems would not function.
The use of heroine and executrix as referring to a hero or executor who is female illustrates
what Douglas Hofstadter calls "the slippery slope" of meaning.
However, if we do not ritualize activities - whether working out in the gym, spending time with
our family, or reading for pleasure - we often don't get to them, and rather than being
spontaneous, we become reactive (to others' demands on our time and energy.) The most
creative individuals have rituals that they follow. Paradoxically, the routine frees them up to be
creative and spontaneous.
Many people lack a clear image of their bodies, and do not take very good care of themselves.
Still, sheer repetition of ideological themes sends ideas deep into individual and collective
consciousness.
Because of the uneven distribution of health care, doctors, and medicines around world, many
preventable and curable diseases go untreated.
But the tendency away from remembering is growing beyond all sensible proportions. One can
easily and best observe in oneself that writing things down diminishes one's power of
remembering.
However, it is not always easy to evaluate the relative merits of one particular material such as
wood over another.
Unlike the United States, organized labor in Europe has kept the issue of shorter working hours
at the top of its agenda throughout the postwar period.
But all the excitement about building better products and companies can make us forget that
most new ideas are bad and most old ideas are good. Tried and true wins out over new and
improved most of the time.
The explanation is simple : both spouses remember their own individual efforts and
contributions much clearly than those of the other.
The moral? Even if you have a great invention, make sure it can be commercially implemented
within the seventeen-year patent period.
Neither, then, can we rationally sustain the view that animals like them in being the
experiencing subjects of a life have less inherent value. All who have inherent value have it
equally, whether they be human animals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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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your kids enjoy what they like.
Poems can be taken apart from time to time, like any well-made objects, but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o put them back together properly at the end and check that they still work.
more needs to be done to strengthen incentives for older people to remain active, to
encourage retention and hiring of older workers and to improve their employability.
A significant part of the pleasure of eating is one's accurate consciousness of the lives and the
world from which food comes.
Some people become angry or start a fight in order to create distance between themselves and
another person.
We live in a world of visual stimuli, and television news with its ever present background visuals has
transformed the ways we see political leaders.
In other words, we cooperate because it makes us feel good. And that may mean, some researchers
speculate, that the urge to cooperate is, at some level, simply innate in humans.
Long-distance trucking, which is the transport of goods between metro areas, has benefited from
the improved matching that follows lower search costs.
Because of the rapid change in the world around us since our birth, we humans are living
anachronisms. Our physiology is clearly behind the times.
We delight in acquiring new things, but seldom do we consider the resulting ripple effect described
by the French philosopher, Denis Diderot.
the maggots only ate the dead flesh, helping to clean the wounds. Not only that, but the maggots
produced a chemical called allantoin, which helped the wounds heal faster.
People born without the ability to feel pain suffer more injuries than the average person.
To help the criticized person know how to fix what you object to, define exactly what went wrong
and why it is unsatisfactory.
It's difficult to realize that as eloquent as well-chosen words are, silence is equally, and often more,
eloquent.
I think that more time is wasted, more headaches caused, and more opportunities missed by
indecision than by any other time-consuming habit.
A little concentration at the beginning will save lots of time and effort later on. Once a thing
becomes a habit, you need hardly think about it anymore.
The business operated at a loss that year, but when the two individuals overcame their
life-threatening illnesses, he found that their new-found loyalty reaped a new set of rewards as they
told their stories of a business owner who cares about much more than a profit.
In most cases, anger is characterized by a gap in interpersonal understanding.
No wise person will marry for beauty mainly. It may exercise a powerful attraction in the first place,
but it is found to be of comparatively little consequence afterwards.
While onstage, you must constantly remain in the state of "I am," playing each moment as if it were
occurring for the first time ─ what the nineteenth-century actor William Gillette referred to as "the
illusion of the first time."
Feel free to go beyond the official requirements ─ take extra courses in your major or overfulfill
distribution requirements.
Some researchers believe that the social meaning of work determines whether work is good or bad
for teens.
In the classical notion of pleasure and pain, an organism strives to maintain equilibrium with its
environment. Pain occurs as it deviates from equilibrium and pleasure occurs as it returns.
Many conversations that take place between women seem designed to reassure each other of their
similarity.
Introduction of new equipment into the home necessarily changes the living space and how it is used.
Socially competent children recognize that there are times when hiding or disguising emotions is what friends do.
Engaging in extreme behaviors that risk health and well-being and inflict pain and injury on others is
not as quickly condemned in sports as in other activities.
Man differs from the lower animals because he preserves his past experiences. he lives not, like the
beasts of the field, in a world of merely physical things, but in a world of signs and symbols.
Asking about their recent dating history in the first question made them very aware of how that part
of their life was going, which then had a notable effect on how they answered the second question.
Shirley was always searching for a sentence that would deny her worth. There was no self-love and
so she rejected efforts by others to love her.
The lesson learned was that without the fungi colonizing the pine seedlings' roots, the trees would
not survive in the Highlands.
For the partnership to work, however, there has to be the tension that comes from relatively
opposed forces.
Thus the function of science is to search for causes of natural phenomena and other events. In this
process of searching for knowledge and truth, man has accumulated a vast store of knowledge
known as science.
Most of our opinions and actions are not based upon conscious reasoning, but are the result of
suggestion.
However, negotiation should be viewed by all parties as an opportunity for everyone to win some,
rather than as a win-lose situation. In other words, all parties should believe they got a good deal.
In contrast the Americans in the study seemed to be performing a memory task, including more
details and emphasizing temporal order for the sake of accuracy.
But under human management thick seed coats are unnecessary, as farmers take over responsibility
for storing seeds away from moisture and predators.
Managers must understand that cultural factors cause people to behave in different ways and that
these differences should be accepted.
Amphibians can be susceptible to diseases (including fungal infections) that can be readily spread
between pop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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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of execution environment is an essential part of the definition of software reliability. In
consequence, the level of reliability perceived by the second group of users is lower than that
perceived by the first group of users.
Seeing the Disney film Fantasia at the age of twelve, Sendak decided to become a cartoonist and
was working as an illustrator by the time he was in high school.
Their long and thin shape and crunchy texture make biscotti the ideal dipping cookie for beverages
hot and cold.
Birds are typical 'eye-animals,' but exceptions exist.
Most winter squashes grow as vines, although some modern varieties have been bred to have a
more compact, bushy habit of growth.
Dorcas gazelles are well suited to desert climates.
Jamaica is now the fourth most heavily indebted emerging economy with debts at 150 per cent of
GDP, and its overall economic development is uneven.
Eventually, she became very active in women's issues and she wrote some pioneering poetry and
essays focused on women's rights.
Most of them have been demolished or severely altered, leaving the Beaver Opera House as the
best-preserved opera house in the state.
When the eggs hatch, the male protects the young fish until they are big enough to live by
themselves.
Although a shy man, Joe DiMaggio was polite to fans. He was also a perfectionist, and he
retired after the 1951 season because he felt he just wasn't as good as he used to be.
But there is not much doubt that it has been a bit of a commercial disappointment for Swiss
Re.
Since the burrows are really the only places where prairie dogs can hide on the open prairie,
these animals devote much of their time to building and maintaining their homes for protection
from predators and weather.
At that point in the match, Junuh had gained enough of a lead that if he ignored the rule, he could
win, making a comeback and restoring his former glory.
Outraged by what he saw, Williams wrote "An Open Letter to His Serene Majesty, Leopold II, King of
the Belgians."
Amy was trying so hard not to laugh that tears started to roll down her cheeks.
Mr. Harton had left his demonstration kit behind, and Bernard wanted to use the sample vacuum
before he'd have to give it back.
Would you consider helping us financially?
When you complete your survey, please return it to the instructor.
Please let us count on the giving spirit of your generous employees to help us make a difference to
so many who need our help.
But this year's hike to $639 forces us to ask you to share the increase. To maintain your current
health care benefits, you will be paying $119 a month.
All these weeks he had lived close to this island and been grateful for its gift.
In the center of the faint glow of light, a dark shape emerged.
I whisper gently, to myself, with a smile ─ for it seems as if my very heart smiled within me, when
I think of her ─ "Prue and I."
She relaxed at last: this water was friendly enough. There was nothing to fear here.
I realized that when people work hard together for a common goal, great work is accomplished.
It was one of those sharp, frosty evenings that wring barren expressions of pity from our selfish
ease for travelers and the poor.
Leonard's navigation through existence is governed by writing, by a collection of texts and notes ─
coupled with Polaroid photographs ─ that substitute for memory.
Looking between my legs, I stole a glance at the glacier more than two thousand feet below. My
heart sank and my head pounded.
Mayan leaders were aware for many centuries of their uncertain dependence on rainfall. As
impressive as their elaborately decorated temples were, their efficient systems for collecting and
warehousing water were masterpieces in design and engineering.
Uniquely among ancient civilizations, great matters of state, as well as the most ordinary questions,
were often decided by public, rhetorical combat rather than by authoritarian order.
The authors claim that illegal trafficking of primates is accelerating the decline of our closest living
relatives to the point of near extinction.
Earthquakes can devastate rigidly constructed buildings, but damage-control technology largely
attributed to Japanese and U.S. engineers has made structures less vulnerable to nature's assaults.
Extremes of temperature will affect architectural design requirements in order to ensure that the
internal environment is comfortable and habitable.
There is nothing new in the realization of music's therapeutic and mood-changing properties.
Thus, contact with another culture leads to "shock" as individuals are confronted with different
values, beliefs, attitudes, worldviews, and customs.
Examples such as these remind us that although conformity pressures can be powerful, majority
opinion does not always prevail.
It would be better yet to pick the faces that one thinks others are most likely to think that
others think are the prettiest.
Most of our beliefs are formed early in life when we have little or no reasoning. This is why we have
difficulties as adults, because we don't know where the fear or uneasiness comes from.
So feedback is essential to the development of a complete skill ─ whether it be empathy or a
strong forehand.
In many parts of the world, speakers in bilingual communities have abandoned their native language
in favor of their second language. When an entire community does so, the language dies as an
effective means of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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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ompel people to wear safety belts when riding in a vehicle. Likewise, we should not be afraid
to do the same in the case of voting.
One fascinating thing about Ardent Amazons is that as more and more women take up careers
that require physical force, women's average strength is likely to increase.
It is very easy to gain a knowledge of the stars, if the learner sets to work in the proper manner.
But he often meets with a difficulty at the outset of his task.
Evolutionary psychologists hypothesize that the human mind is equipped with many different
evolved psychological mechanisms. Instead of viewing the mind as containing a single
all-purpose "problem-solver," evolutionary psychologists view the mind in roughly the way we
view the body.
But now that women make more, nearly 30 percent of American households are people living
alone, and air travel is relatively cheap ─ commuter marriage is just one of the many ways that
dual-earning couples are working out their life's work.
The note said that, since he had neglected to wear the tie, they might like to look at it for half
an hour and then return it.
Years later she discovered that the painting was "Three People," which had been painted by the
celebrated 20th-century Mexican artist Rufino Tamayo.
Some people don't like to use chemicals to keep mosquitoes away, but they still don't want to
get mosquito bites. So scientists are trying to find natural repellants.
Literacy means a high degree of competence in analyzing what's written, evaluating it and
correlating it with reality.
The central role of explanation in science should be part of the classroom activities.
Archaeologists know that different social classes existed in ancient civilizations through evidence
of laws and other written documents, as well as archaeological features including dwelling size
and location.
When these kinds of farming systems are moved from wealthy to poor countries, the results
can be devastating.
The graph above shows the volum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visits to Vienna, a
well-established leisure destination, from 2003 to 2010.
The above graph compares the percentages of different types of behaviors or activities that
selected teachers engaged in, in traditional classrooms and in Active Learning Classrooms
(ALCs).
The above graph shows the allocated budget and actual spending for six departments at Triton
Ventures in 2012.
This chart shows the percentage of endangered species among fish, amphibians, reptiles, birds,
and mammals in Asia.
The graph above shows literacy rates among adult females by region over the period from 1990
to 2007.
The graph above shows the degree of social networking usage for eight countries.
This graph shows how the average total loans for graduates with bachelor's degrees and those
with associate's degrees and certificates changed in the United States over a span of 12 years
from 1996 to 2008.
The graph above shows how unemployment can have negative effects on family relations,
friendships, and self-respect of workers who have been jobless for some time.
Part of growing up means figuring out your parents don't have all the answers, even if they
think they do.
But when Truth walks with Story, they are invited into our houses and into our hearts.
It was as though they were putting death down into the ground so that life might grow again ─
something like that.
The End of Eternity was different and a first for Asimov in that it dealt exclusively with time
travel and created an entire universe, past, present, and future, built upon the principle.
How do you establish your "worth" in personal relationships? Here's how: Ask for the moon and
settle for the stars.
In writing about memoir and the issue of truth, writers take two sides. On the one hand are
those for whom "emotional truth" is the core, and it doesn't really matter how the writer
achieves it. On the other hand are those for whom the contract between the writer and the
reader is sacred, who hold that the measures often taken to achieve emotional truth belong in
fiction, not in memoir.
One of Laurence Olivier's ways of coping with stage fright was to ask his fellow actors not to
look him in the eye. Fry had the opposite experience. The illusion of invisibility freed Richter
and allowed the listener, he said, "to concentrate on the music rather than on the performer."
Some performers, like Carly Simon, on the other hand, choose to have the lights on the
audience "because of the empathic reaction."
While practicing the right way may lead to the highest levels of skilled performance, practicing
the wrong way creates permanent habits that produce negative results.
But Garfield Mahood and the Non-Smokers' Rights Association based in Toronto promoted an
aggressive clean-indoor-air revolution.
Rejection spells failure only if you do not believe in yourself. For those who believe, it is only a
challenge.
His mind would recognize no boundaries; he sought the connections between all natural phenomena.
In this sense, he was ahead of his time and the first real Renaissance man.
While he was recovering in the Highlands of Scotland, the old desire to write seized him.
It is in this folk-religion context that one of Chinese religion's most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environmental awareness arises. This is the art of feng shui.
When I moved to Italy, I was amazed that many Italians shop each day at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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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stotle affirms that, 'we call that which is in itself worthy of pursuit more complete than that which
is worthy of pursuit for the sake of something else.'
Political stability has an influence on international forms of tourism.
Fortunately, we humans are able to undo some of our actions, when we realize their effect on our
ecosystem.
Being at the top of the food pyramid makes large predators particularly vulnerable to environmental
shocks.
However, once the pressure has been equalized in the immediate vicinity of the drill hole, it takes
more and more energy to pump the oil through the rock or sediment to the well.
Thus, while climate change may not impact these resources, oil and gas reserves and known or
contingent resources could be affected by new climate conditions, since climate change may affect
access to these resources.
The Australian jumping spider is a wanderer, so it makes no webs, traps, or snares.
Wegener hypothesized that the continents once formed part of a single giant landmass, which he
named Pangaea, meaning "all lands."
These facts suggest pollinator diversity must be protected or restored across agricultural landscapes
to ensure pollination services under various conditions and across space and time.
This principle states that a body immersed in a fluid experiences a buoyant force equal to the
weight of the fluid it displaces.
To spend fifty weeks a year planning and longing for the other two is a classic example of reversed
priorities, an exercise in almost guaranteed frustration.
The fortress town of Palmanova is a stellar example of the architectural and military prowess
that allowed the Venetians to maintain their dominion for nearly four centuries.
That is, as winning increases in importance because of financial payouts, status, and symbolic
rewards, many players choose to use any means at their disposal, even violence, to attain victory.
Thus, care is needed by public bodies to ensure that charges are only made for services that are
clearly additional to the provision of free access.
Monet broke with the traditional painting methods of his day and used a loose brush stroke because
he noticed that sunlight changes its position and intensity as the sun travels overhead.
And so there is the need for professional interior designers.
A recent study of parental influences in music achievement found that high parental involvement and
interest in lessons and practice greatly increased the development of their child's musical ability.
Thus listening to preferred music has powerful effects on aspects of behavior outside voluntary
control as well as on mood and affect.
MT's setting is ideal for this lifestyle, as it offers relatively few distractions.
Even extremely selective schools have to dip into the general run of humanity to fill their first-year
classes, so don't discount your chances simply because you feel you don't measure up to the ideal.
School hallways, lunchrooms, and playing fields have always served as real-life laboratories for
students to observe moral events, make choices, and learn from the choices they and others make.
Schools need to develop strong relationships with one or more outside institutions, such as a
university or community college, a museum, a hospital, or a business. The idea is to break down the
barriers between adolescent life and adult life, so that young people can ease into a world of
responsibility and "initiative."
It is imperative that the teacher teaching the students from Asian cultures allow more wait time
and appear to be comfortable doing so.
Twentieth century biographers, on the other hand, have been influenced by the widespread ideals of
science to seek the truth.
However, writers must learn to express their thoughts clearly using precise and accurate
language, without the benefit of elaboration to the prospective reader.
Elaine Showalter, a literary critic, argues that male authors allow their male characters to
mistreat women and escape without an apology.
However, word sign messages can also be misunderstood, as shown by Hawkins, Womack, and
Mounce.
If companies want to engage their consumers as innovators, they too will have to open up so their
consumers can freely share ideas and modify their products.
Getting pedestrians to and from their vehicles safely is a paramount concern in any parking area.
Sometimes we gather information by paying outsiders to certify quality.
In the nineteenth century, a decisive moment occurred when people in advertising and journalism
discovered that if they framed their stories and appeals with fear, they could capture our attention.
By changing the focus or context of a task we can get renewed energy even when we feel that we
are completely out of energy.
Because self-fear perceives things in lumps or masses, the component parts are lost sight of, and
the wholes are magnified.
Healing begins with awareness and ends with change. It asks us to release the emotional hurts
buried deep inside. We must give up our habits and comfort zones and renounce unhealthy behavior
that compromises who we really are, even if that behavior makes us feel safe.
Coffee growers are poor because they have no power of scarcity.
But this special access to the media adds to growing cynicism that news media legitimise social
inequality and hinder participatory and contemplative democracy.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way employers have responded to
recessionary periods over time.
While the Supreme Court has approved of plea bargaining in general, extensive use of this tactic
has been an issue with many politicians who demand that those convicted should serve longer
sent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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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some evidence that, in the area of health, having an Internet "buddy" helps.
"Anonymity takes away a lot of inhibitions, and people are more frank on the Internet," Lorig
explained.
moderation, not total abstinence, is the key.
It clearly said that the whole episode took place "because public institutions must now depend
on funding from private enterprise."
As late as 1987, an editorial in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still found it necessary to
argue that the evidence was "so overwhelming that physicians can no longer act as if all
infants were insensitive to pain."
When you have the urge to react defensively, try to keep quiet and continue to listen.
The hands-on approach is undoubtedly satisfying and is all part of the appeal of building your own
home. But you have to be realistic about how much you can do.
In a typical school setting, many teachers teach the same subject matter year after year, without any
real opportunity from teaching to discover or acquire new knowledge, skills, or abilities.
Madame Campello turned out to be extremely receptive to this, and several times I called her
after speaking with Katherine once we had got home, and we decided on an adjustment to her
medication.
Character appeals rely on the reputation and experience of the speaker to build a foundation for the
appeal.
Set in a cove surrounded by a thick primary forest, Lagen Island Resort is a showcase of the town
of El Nido's diverse variety of birds and mammals.
The above graph shows the annual number of U.S. immigrants by decade from 1960 to 2009.
The Internet is an interruption system, a machine which is fit for dividing attention.
The change in their name gave them explicit permission to exercise their imagination.
Yet one feature of modern life is shared by even the bitterest political rivals ─ a moral and
political commitment to the value of the individual.
Personal development requires a level of independence that such activity promotes. However,
even in exploring wilderness areas, we tend to travel and enjoy activities in the company of
others.
Identifying possible hurdles enables you to easily handle many of them when they arise.
Before the political separation between America and England, there was a cultural separation that
can be traced to American conditions; and the cultural separation was what led to the desire among
Americans for political separation.
It can be quite discouraging to declare that you are going to do something that is way beyond what
is possible.
Therefore, in a competitive market for inputs, we expect the price of all inputs to be equal to
the amount of revenue they generate.
In other words, for humans to believe that they can measure and interpret their universe and
thereby learn how to benefit from it is more scientific than cowering in ceaseless fear of
inexplicable mysteries.
Building design can make a big difference in energy savings.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of a social bond is the provision of social support in
times of stress, distress, and trauma.
The inhabitants of the Middle Kingdom (China's name for itself, meaning essentially "the center
of the world") had little interest in the tales brought to them by foreigners.
I am so impressed with my little brother's space ambition and how, in spite of everything, he
holds onto this dream ─ and how that helps him get through his ordeal ─ I better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ruly believing in oneself.
In my opinion, the meal table is one of the best places to build emotional connectedness with
teenagers.
"In short," Bates argues, "the franchise route to self-employment is associated with higher business
failure rates than independent business ownership."
One little thing you need to do as a new team leader is to start with 100 percent trust in your
team members.
She awoke as early as the average baby wakes, happy and refreshed, and her mother finally
learned that there is no sleeping rule without exceptions, whether applied to infants or adults.
While we hope that this will lead to a new sense of interconnectedness among the world's
peoples, it also means that the genetic trails we follow will become hopelessly interwoven.
Significantly, though, Copernicus never definitively took holy orders, and throughout his life he
avoided the religious conflicts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 and the Catholic Counter-Reformation.
The above graph compares the mortality rates of children under five years of age for every 1,000
live births in the years 1990 and 2006.
Enter Ronald McDonald, who is "Uncle McDonald," and his female counterpart, "Aunt McDonald."
Sometimes, however, someone can appear, on the surface, to be a good listener but is actually
more concerned with encouraging you to dwell on your problems and the things that bug you.
Even many of the approaches to business ethics taught in business schools tend to perpetuate this
image by viewing business with suspicion and in need of restraint.
Research has shown that one of the first essentials for productive creativity in the da Vinci or
Einstein sense is thorough knowledge of the field.
The clear implication was that the best advice for young writers and aspiring professors is:
Write every day.
But the studies show that humans accommodate to one another's performance. They interact with
one another, but not with the metronome, leading to a great drive to coordinate.
In 1822 an English bookseller and freethinker named Richard Carlile designed a vending machine
which he hoped would hold off the censors and the police.
To help your clients, you need to integrate your knowledge, your skills, and the person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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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s, laughter typically occurs at a low lung volume, forcing out more air from the lungs than
occurs during normal breathing.
Some of these creatures are useful to the ants, and clean up the nests and do other duties,
while others seem to be mere boarders, and to do nothing for their keep.
The president knew that it was easier to make good decisions if he had a variety of ideas from
which to choose.
At times, like Kelly, most of us mistake a few negative thoughts for a serious problem in our
relationship. Consequently, rather than dismissing the thoughts and responding to each moment as it
arrives, we instead take our self-created frustration on our partner as if he or she were the real
problem.
Deep into the summer and not too long after Bobby Hansen's twelfth birthday, Mike Pasqui
came over to Bobby's house and the two of them talked Bobby's dad into playing some 500
with them.
Don't use email for a letter of notification or a demand letter.
By praising substandard work, you send the message that you have lower expectations for this
student. Better to say, "I appreciate that you finished the project on time, and I thought your
opening paragraph was interesting, but I think you could have done a better job of organizing
it. Let's talk about how."
However, the development of fusion foods can pose challenges for the development of
"authentic" food experiences.
And so Thoreau spent the night in jail, and the experience became the foundation of a lecture
he gave entitled "Resistance to Civil Government." This, in turn, became the landmark essay
"Civil Disobedience."
"Plasticity" is the term neurologists now use to describe the brain's ability to adjust to pressure
and change.
Vlaminck was very impressed by the 1901 van Gogh retrospective in Paris and adopted the
Dutch-born artist's use of strong colors and turbulent brushstrokes.
This graph shows the educational and economic status of young people at ages 15, 18, 24, and 29
in EU countries in 2007.
You, too, can spark a revolution by looking at the problems you face from different
perspectives.
this preoccupation with the lives of others is a by-product of the psychology that evolved in
prehistoric times to make our ancestors socially successful. Thus, it appears that we are
hardwired to be fascinated by gossip.
Generally speaking, workaholics are not team players in the workplace.
When people expect to see someone again, they are more likely to find that person attractive,
regardless of the individual's behavior, than if they do not have expectations of future
interaction.
The reluctance of the Chinese to perform surgery is completely understandable in light of their
views about harmony and relationships.
Some companies have realized that for an e-commerce strategy to work for their particular line
of business, it must be coupled with a tangible real-world presence that a customer can utilize.
Indeed, abstracting is difficult for people in every discipline. The essence of writing, these
individuals say, is not putting words on the page but learning to recognize and erase the
unnecessary ones.
Ninety percent of future population increase will be in developing countries, the areas least able
to cope with the resource demands of additional numbers.
Renewables are renewable because they draw mainly on the earth's solar paycheck, as long as
the sun shines. Yet energy income effectively shrinks if the ability to capture energy is
diminished.
If these cultural norms are not taken into account, then errors in personality assessment will
occur.
Case studies of patients suffering from phobias suggest that many irrational fears can be traced
back to experiences that involve classical conditioning.
Fossil organisms succeed one another in a definite and determinable order, and therefore any
time period can be recognized by its fossil content. This has come to be known as the
principle of fossil succession.
The hurt expression in his father's eyes haunted William for many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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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1강 1번
소재 : 새로운 정보를 논하는 방법
주제문 : Thus, the safest way to discuss new information is to begin with what is known.
요지 : 새로운 정보를 논할 때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시작해야 한다.
변형 point : 주제, 빈칸(to begin with what is known / the familiar / how it leads to what could be), 제목(Need the Familiar
/ How to present new ideas), 문장삽입(Thus, the safest way to discuss new information is to begin with what is known.)
원서
HOW TO TALK SO PEOPLE LISTEN
the real key to job success
⇨ COMMON OBSTACLES TO COMMUNICATION ⇨ How People Feel About Learning ⇨ Need the Familiar

수능특강 1강 2번
소재 : 농업의 성장
주제문 : The spread of agricultural techniques came about through borrowing and cultural contact as well as through
migration. Farming, in other words, developed in response to local conditions.
요지 : 농경기술의 확산은 이주뿐만 아니라 차용과 문화접촉을 통해서 발생했는데 농업은 지역상황에 부응하여 수렵과 어업에서
유목으로 다시 유목에서 농업으로 발전했다.
변형 point : 요지, 세부내용파악, 문장삽입(It provided fewer calories per unit of land than farming and was increasingly
restricted to areas otherwise unsuitable for cultivation.), 빈칸(local conditions), 글의 순서
원서
Essentials of Western Civilization : A History of European Society to 1715
배경지식 : 유럽에서 농경의 확산에 관한 2개의 학설이 있는데 근동지역에서 먼저 발달한 농업이 유럽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근동의 농경주체가 유럽으로 직접 이주한 지역에서만 농경이 이루어졌다는 첫 번째 학설과 유럽의 원주민이 도래하는 이주민
의 농경기술을 어깨너머로 배워서 지역의 상황에 따라 농경문화를 확산시켰다는 두 번째 학설이 그것이다. EBS지문은 두 번
째 학설에 보다 방점을 두고 농업의 전파와 성장을 기술하고 있다.

수능특강 1강 3번
소재 :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욕망
주제문 : We have a real desire to be thin, but that desire runs up against our desire for dietary pleasures. The problem
is that all things do not stay equal.
요지 : 우리는 그 당시에 가장 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그 순간에 가장 원하는 결정을 내린다.
변형 point : 요지(we always choose according to our strongest inclination at the moment.),
요약문 완성(We make our choices according to our strongest inclination not at the time, but at the moment.), 빈칸(all
things do not stay equal.), 연결사(For example / however / But), 빈칸(all things do not stay equal)
원서
What is Reformed Theology?: Understanding the Basics
⇨ Humanity's Radical Corruption
EBS 누락부분
지문 앞 : When Edwards says that we always choose according to our strongest inclination at
the moment, he means not only that we may choose what we most want at the moment, but
that we must choose it. Indeed, this is exactly how we make choices.
밑에서 3줄 diet. 와 We 사이 : All things being equal, we may want to shed excess weight.
이 부분이 누락되어 EBS지문의 마지막 문장 ‘The problem is that all things do not stay equal.'을
이해하기 어렵다.

수능특강 1강 4번
소재 : 앞자리에 앉는 것의 효과
주제문 : Amy, the student who was skeptical about the benefits of sitting closer to the front of class agreed to try it
once or twice. She felt she could not go wrong by continuing to sit toward the front.
요지 : 교실 앞쪽에 앉는 것의 효과에 회의적이었던 학생인 Amy는 앞에 앉아 본 후 졸지 않게 되고, 필기도 하게 되고, 질문도
하게 바뀌면서 계속 앞자리에 앉기로 했다.
변형 point : 요지, 세부내용파악, 글의 순서, 빈칸(sitting closer to the front of class), 심경변화(doubtful → content), 어법
(agreed to try it / She reported having thought / which she had done / the fellow second-rowers on either side of her had /
she surprised herself / how committed she was to being a student)
원서
Helping College Students Succeed: Model for Effective Intervention
⇨ The ABCs of Study Skill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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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1강 5번
소재 : 북극이 남극보다 따뜻한 이유
주제문 : So why is the southern tip of the Earth so much colder than the northern tip? The answer lies in the geography
of each location.
요지 : 왜 남극이 북극보다 더 추운가? ⇨ 답은 북극의 지형이 육지가 없는 반면 남극은 고도가 높다는 점이다. ⇨ 고도가 높은
곳이 낮은 곳보다 추운데 이는 바닷물이 열을 잡아두기 때문이다. ⇨ 북극은 바닷물뿐이기 때문에 남극보다 효율적으로 열을 보
유할 수 있다.
변형 point : 제목, 요지, 세부내용파악, 연결사(While, because, Because), 글의 순서, 빈칸(geography)
원서
Canadian Farmers’ Almanac for the year 2012
⇨ Which pole is colder : NORTH or SOUTH?

수능특강 1강 6번
소재 : 지역민 생계 보장을 위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필요성
주제문 : Protection of biological diversity targets not only the goal of conserving natural resources; the primary emphasis
of development cooperation is placed on preserving people's livelihoods.
요지 :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호가 이에 의존하는 지역민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
변형 point : 주제, 글의 순서, 어법(crop plants used in local agriculture is essential to their food supply and ensures
productivity / thereby providing many rural inhabitants with), 빈칸(preserving people's livelihoods)
☞ 특히 글의 순서로 나오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밑에서 5번째 줄의 'for example'과 밑에서 4번째 줄의 대명사 ‘They'가 순서를 찾는 단서가 된다.
원서
Development Needs Diversity
⇨ Nature and resource conservation in development cooperation ⇨ Reducing
poverty, conserving resources
배경지식 : 더 나은 지구촌을 위해 2000년 9월 뉴욕의 UN본부에서 개최된 UN밀레이엄 회담에서 세
계정상들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여 빈곤퇴치를 위한
전 세계적인 운동을 계획하였다. 8개 분야의 국제개발 목표는 193개 유엔의 모든 회원국과 최소한
23개의 국제기구들이 2015년까지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초등교육의 완전 보급, 성 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유아사망률 감소, 임산부의 건강개선, 에이즈/말라리아/기타 질병의 퇴치, 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장,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 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이에 부응하여 독일연방정부는
‘Programme of Action 2015’를 채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빈곤 감소가 독일의 development
cooperation(이것이 EBS지문 2번째 줄의 development cooperation이다.)에 대단히 중요한 목표이
며 특히 가난한 국가에서는 자연자원의 보호가 이러한 노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수능특강 1강 7번
소재 : 자유 경쟁의 효과
주제문 : It(=Free competition) left, however, one great injustice unremedied.
요지 : 자유 경쟁은 장점이 있지만 타고난 능력 자체로 인한 불공평함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변형 point : 주제, 연결사(however / while / therefore), 빈칸(the injustice due to unequal talents), 글의 순서, 문장삽입(It left,
however, one great injustice unremedied ─ the injustice due to unequal talents.)
원서
Mortals and Others -Bertrand Russell⇨ SUCCESS AND FAILURE
문과 논술에서 활용 : 제시문이 자유경쟁에서 도태되는 사회적 약자보호와 관련되어 있을 때 [버틀란드 러셀은
인간과 그 밖의 것들(Mortals and Others)에서 ‘성공과 실패’에 관하여 비록 자유 경쟁이 장점이 있지만 타고난
능력 자체로 인한 불공평함은 여전히 문제로 남게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오늘날 소수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수능특강 1강 8번
소재 : Bushmen 부족의 공간 활용
주제문 : How physically close we tolerate or enjoy the presence of others, for how long, and under what conditions vary
noticeably from culture to culture.
요지 : 우리의 공간에 타인의 존재를 얼마나 가까이,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용인하거나 즐기는지는 문화마다 상당히
다르다. Bushmen 부족은 공간이 부족하지 않아도 원해서 서로 가까이 혼잡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
변형 point : 주제, 세부내용파악, 무관한 문장 찾기, 어법(vary noticeably / the average space each person has is only 188
square feet, which is far less than / so close that)
원서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Yi-Fu Tuan-

⇨ Spaciousness and Crowding (광활함과 과밀함)
책소개 :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공간의 의미화를 설명한 인문지리학 서적으로, 의미부여 이전의 개방적인 공간(space)
과 그 이후의 안정적인 장소(place)를 구분한다. 이 책은 공간과 장소를 환경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보고 생물학적 토대와 공
간과 장소의 관계, 인간 경험의 범위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이 어떻게 세계를 경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 또한 조직하는 방
식을 설명한다.

- 20 -

수능특강 2강 1번
소재 : 오래된 장비의 폐기
주제문 : Local environmental agencies across the country have set up programs for homeowners to trade in their old
gasoline powered lawnmowers and electric equipment. Contact your local solid waste or environmental agency to ask
about these programs.
요지 : 대형 장비를 버리는 것은 환경에 해로울 수 있는데 환경 관서는 보상판매 형태로 신품을 구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
하고 있으므로 문의하라.
변형 point : 글의 목적, 무관한 문장 찾기, 세부내용파악, 제목추론(How to Dispose of Bulky Equipment)
원서
Moving Out, Moving in : Making Environmental Choices when You Mov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04⇨ moving out ⇨ Bulky Equipment
※ trade in : (쓰던 물건을 주고) 보상 판매를 하다
He traded in his old car for a new Mercedes.
그는 자신이 쓰던 차를 주고 보상판매 형태로 메르세데스를 구입했다.

수능특강 2강 2번
소재 : 야구선수에 대한 평가
주제문 : One thing that we need to be careful of is not to let our evaluations be biased
by our memories,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grand event.
요지 : Joe Carter는 홈런으로 훌륭한 선수로 기억되지만 평균적인 선수였다. 팬으로서 우리는
홈런은 쉽게 기억하지만 아웃은 기억에 남지 않는다.
변형 point : 문장삽입(But actually, Carter was very average.), 주제, 빈칸(not to let our
evaluations be biased by our memories.

The Baseball economist
: the real game exposed

수능특강 2강 3번
소재 : 사회적 지위에 따른 지리적 공간 점유의 차이
주제문 : Residential locations show a hierarchy of values.
요지 : 주거의 위치가 (사회적) 가치의 위계를 보여주는데, 보통은 높은 곳이 위신 있음을 나타내지만 예외적으로 리오 데 자네이
로에서는 고급 고층건물이 편리한 해변가에 있는 반면 빈민가가 비탈진 산 경사면에 위치한다.
변형 point : 빈칸(Residential locations show a hierarchy of values.), 세부내용파악, 어휘추론(command / reassured /
exceptions / cling)
원서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Yi-Fu Tuan-

⇨ Body, Personal Relations, and Spatial Values (신체, 개인적 관계 그리고 공간적 가치)
EBS지문 바로 위 단락의 내용 요약 :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건물이나 기념비는 피라미드의 예에서 보듯 더 크게
건설된다. 주택 건축에는 많은 예외(EBS지문 밑에서 3번째 줄에 Again이 나온 이유-Again은 ‘모든 일이 그렇듯이’가
아님)가 있는데 이는 수도관 설비의 어려움 같은 실질적인 문제 때문이다. 물을 나르기 어려워서 낮은 층에 부유층이 살고
높은 층에는 빈민이 거주했다. 그러나 현대의 고층 빌딩은 이러한 기술적 문제를 극복하여 높은 곳이 위신이 있음이 다시
주장되고 있다.

수능특강 2강 4번
소재 : 인간 경험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로서의 여행
주제문 : As a form of mobility, travel is an integral component of the human experience. The consumption of travel
services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social and economic relations in which they are embedded.
요지 : 시대에 따라 여행의 개념은 다양하게 변해왔지만 인간 경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는 변화가 없으며, 여행 서비스의 소
비는 그것이 담겨있는 사회적, 경제적 관계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변형 point : 주제, 글의 순서, 연결사(Instead, Nevertheless), 어휘추론(integral / changing / distinct / physical / separated)
원서
Encyclopedia of Leisure and Outdoor Recreation
⇨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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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2강 5번
소재 : 다리 마비의 심리적 치료
주제문 : The paralysis had been real, but its solution was not medical. It was the recognition of the unconscious conflict
that cured her.
요지 : 전문 발레 댄서가 되고자 한 소녀가 골격이 커져서 그럴 수 없게 되자 다리에 마비가 왔는데 그 해결방안은 의학적인 것
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갈등에 대한 인식이었다.
변형 point : 빈칸(the recognition of the unconscious conflict), 글의 순서
원서
Psychology for Teenagers
⇨ The mechanisms of self-defence
배경지식 : '방어기제'란 원초아(id) 충동이 의식에 공개적으로 나타나려는 힘과 그와 대립되는
초자아(superego)의 압력으로부터 그 개인의 자아(ego)를 보호하기 위한 자아(ego)의 전략으로 보통
무의식수준에서 발휘되기 때문에 개인이 인식조차 못하는 특징이 있다.
방어기제의 종류 : 억압, 투사, 반동형성, 퇴행, 부정, 합리화, 동일시, 해리, 신체화.......

수능특강 2강 6번
소재 : 창꼬치 증후군
주제문 : Every time we approach a problem, we bring to bear assumptions that limit our ability to conceive fresh
solutions, but brilliant thinkers are always aware of the assumptions and are always happy to confront them.
요지 : 뛰어난 사고력이 있는 사람은 참신한 해결책을 제한하는 가정[전제]들을 인식하고 그러한 가정에 맞선다.
변형 point : 주제, 빈칸(confront, early experience), 문장삽입(It had learned that trying to eat the little fish was useless and
painful, so it stopped trying.), 글의 순서, 제목추론(Confront assumptions)
원서
How to be a Brilliant Thinker: Exercise Your Mind and Find Creative Solutions
⇨ Confront assumptions
번역서
아이디어 사용설명서 : 당신의 두뇌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EBS지문의 번역서 부분
어떤 분야의 문제든 우리는 전제assumption를 이미 가진 상태에서 접근한다. 그러나 이렇게 처음부터 전제를 깔고 들어가면
참신한 해결책을 착안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다. 기발한 생각을 해내는 사람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전제가 무엇인지 항
상 인식하고 이 전제에 기꺼이 맞선다. ‘파이크 증후군’Pike syndrome 얘기를 해보자, 파이크는 주로 북반구에 서식하는, 덩
치가 크고 사나운 육식성 민물고기다. 과학자들은 파이크 한 마리를 유리 칸막이로 나뉜 수조 한쪽에 집어 넣고 다른 쪽 칸
에는 몸집이 작은 물고기들을 풀어놓았다. 파이크는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려고 했지만 번번이 유리벽에 부딪혓다. 마침내
파이크가 더 이상 시도하지 않고 수조 밑바닥에 가만히 엎드려 있자 과학자들은 유리 칸막이를 제거했다. 그러나 사이를 가
로막던 장애물이 없어졌는데도 파이크는 더 이상 먹이를 공격하지 않았다. 잡으려 해도 헛수고만 계속하자 아예 포기해버린
것이다. 우리도 이런 파이크 증후군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파이크 증후군이란, 과거 경험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은
상황인데도 이전의 경험으로 생긴 전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오류를 말한다.

수능특강 2강 7번
소재 : 실험의 변인 해석
주제문 : Before concluding that the number of bystanders influenced the speed of helping, we must first ask whether this
difference is "real" or "is merely a "chance" finding.
요지 : 실험을 통해 독립변수(방관자의 수)가 종속변수(돕는 속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것이 진짜인지 우연
인지 살펴야 한다.
(즉, 샘플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고 우연히 특이한 성질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변형 point : 빈칸(whether this difference is "real" or is merely a "chance" finding), 어휘(differences / similar /
representative / altruistic), 요약문 완성
출처:http://dev5.mhhe.com/textflowdev/genhtml/0073382760/bm.1.htm
⇨ INFERENTIAL STATISTICS AND HYPOTHESIS TESTING (추론적 통계와 가설검증)
추리통계(Inferential Statistics)
조사를 행할 때 가능하다면 모집단 전체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시간적․경제적 한계로 인해
우리는 모집단으로부터 일정 수의 표본을 추출하여 이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추리통계는 바로 표본
의 통계치로부터 모집단의 모수치를 추정하거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계방법이다.
원문
In experiments, we are typically interested in overall differences between the various conditions. Suppose we find that participants
randomly assigned to be alone help a victim more quickly than participants assigned to groups of two or four bystanders. Before
concluding that the independent variable (number of bystanders) truly influenced the dependent variable (speed of helping), we first
must ask w hether this difference is “real” or is merely a “chance” finding. In other w ords, because our data are based only on a
particular sample of people in each condition, how do we know that similar results would have occurred if we had tested other
samples? Perhaps for one reason or another the participants we tested were not truly representative of the populations from which they
were drawn. Perhaps, despite random assignment, participants assigned to be alone happened by chance to have more highly altruistic
personalities than participants in the other conditions, and this (rather than being alone) is the reason they helped more quic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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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2강 8번
소재 : 밀로의 비너스 상
주제문 : Perhaps the best-known statue in the world is one of Venus, the goddess of love
and beauty, which was found on the Greek island of Melos. It is called The Venus of Melos.
요지 : 밀로의 비너스 상에 관하여 여러 가지 추정이 있지만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변형 point : 세부내용파악, 제목
원서
A child's history of art

수능특강 3강 1번
소재 : 공유자산 관리에 대한 여러 지역에서의 성과
주제문 : But we have found, on the contrary, that under appropriate conditions many people do organize effectively to
protect natural environments.
요지 : 공유하는 규범과 규칙을 발전시켜 자연 환경과 같은 공유지를 많은 사람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공적으로 관리해 왔다.
변형 point : 문장삽입(But we have found, on the contrary, that under appropriate conditions many people do organize
effectively to protect natural environments.), 글의 순서, 어휘(commonly / degraded / many / organize / reasonable and
fair / Local / indigenous), 빈칸(Developing shared norms and rules)
원서
our planet - our life
⇨ Be diverse

-UNEP- 2010-05

배경지식 : UN 산하 환경전문기구인 UNEP(국제연합환경계획)에서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 [Our Planet
2010년 5월호 : 생물다양성-우리의 삶]의 두 번째 article로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성을 장기적으로 달
성하고자 한다면 지역 환경에 적합하고 자원 조건의 변화 및 시간에 따른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복합적
이고 유연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므로 원주민 부족들과 지역사회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정부만의 관리는
비효율적이고 자연과의 공생을 기반으로 발전되어온 전통적 제도와 접근법을 도입하는 등 제도의 다양성
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다.

수능특강 3강 2번
소재 : 차작(借作)의 윤리적 문제
주제문 : This is what is referred to as ghostwriting, since the co-author is not visible, and it raises some ethical
questions.
요지 : 회고록의 저자가 공동 집필자를 밝히지 않는 ghostwriting은 윤리적인 문제들(①표절 ②내용의 신뢰성 ③회고록 집필자가
일관성 있는 책을 쓸 수 있다는 잘못된 이미지)을 야기한다.
변형 point : 글의 순서, 빈칸(ghostwriting / it raises some ethical questions / false), 어법(Not all - 부분부정 / Nowhere on
her title page or copyright page is there a suggestion that anyone but Walker wrote her story. - 도치, 동격 / it raises some
ethical questions. - 타동사, suggesting that the writer is taking - 동사원형 아님), 문장삽입(This is what is referred to as
ghostwriting, since the co-author is not visible, and it raises some ethical questions.)
원서
Life Stories : A Guide to Reading Interests in Memoirs, Autobiographies, and Diaries
⇨ Introduction

수능특강 3강 3번
소재 : 기술이 생산 비용과 공급에 미치는 영향
주제문 : Throughout the world, new and more efficient technology is making it possible to manufacture more products as
any possible selling price. New, more powerful computers reduce production costs and increase the supply of all sorts of
goods and services.
요지 : 새로운 생산 기술이 생산 비용을 줄이고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증가시킨다.
변형 point : 어휘추론(efficient / reduce / increase / supply / increase), 무관한 문장찾기(공급의 비가격 변수 중 생산자의 수,
원자재 가격, 세금과 보조금, 생산자의 기대와 관련된 내용은 지문과 무관하다), 제목추론(Nonprice Determinants of Supply :
Technology)
원서
Economics for Today
⇨ NONPRICE DETERMINANTS OF SUPPLY

(공급의 비가격변수)

Number of sellers, ⇨ Technology, Resource Prices, Taxes and Subsidies, Expectations of Produ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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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3강 4번
소재 : 보안 시스템 내의 신뢰받는 사람들
주제문 : Every security system, without exception, needs trusted people to function, though
necessarily trustworthy. We don't have to like it, but we have no choice but to trust these people.
would not function.
요지 : 보안 시스템의 운영자들(신뢰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변형 point : 빈칸(needs trusted people to function / you wouldn't be the wiser / systems would
(Security Revolves Around People)

these people are not
Without them, systems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들
not function), 제목추론

원서
Beyond Fear: Thinking Sensibly About Security in an Uncertain World
⇨ Part Two : How Security Works ⇨ 10. Security Revolves Around People
※ cannot help + ~ing : ~하지 않을 수 없다 (=cannot but 동사원형 = have no choice[alternative] but to부정사 = cannot choose but 동사원
형 =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 cannot do anything but 동사원형
I could not help laughing at his red tie.
(그의 빨간 타이에 웃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 I could not but laugh at his red tie.
= I have no choice[alternative] but to laugh at his red tie.
= I could not choose but laugh at his red tie.
= I could not help but laugh at his red tie.
= I could not do anything but laugh at his red tie.

수능특강 3강 5번
소재 : 성 표시 어휘의 사용에 의한 성차별
주제문 : The use of heroine and executrix as referring to a hero or executor who is female illustrates what Douglas
Hofstadter calls "the slippery slope" of meaning.
요지 : 여성을 가리키는 낱말과 달리 남성을 가리키는 낱말은 여성과 남성을 모두 가리키는 낱말로 의미가 병합되는데 이는 의미
의 “비탈길”이 작용한 것이다. (매우 위험한 논리적 오류라는 취지)
변형 point : 문장삽입(But because ~ ), 글의 순서, 어휘(diagrammatically / female / generic / encompassing / identical /
separate / outside), 빈칸(The meanings blend and absorb each other. / remains outside that bond)
원서
Landmarks : a process reader
⇨ Mukherjee, Bharati. “"An Invisible Woman”"

수능특강 3강 6번
소재 : 규칙적 일상의 가치
주제문 : However, if we do not ritualize activities - whether working out in the gym, spending time with our family, or
reading for pleasure - we often don't get to them, and rather than being spontaneous, we become reactive (to others'
demands on our time and energy.) The most creative individuals have rituals that they follow. Paradoxically, the routine
frees them up to be creative and spontaneous.
요지 : 규칙적인 행동이 자발성과 창조성을 손상시킨다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자유롭게 만들어 창의적이고 자발적
이게 한다.
변형 point : 어법, 연결사(However, for example, Paradoxically), 빈칸(the routine frees them up to be creative and
spontaneous), 어휘추론(resistant / detract / reactive / integrate / frees)
원서
Happier: Learn the Secrets to Daily Joy and Lasting Fulfillment
⇨ 1. The Question of Happiness
⇨ Creating Rituals
번역서
해피어: 하버드대 행복학 강의
-인간은 누구나 현재의 즐거움과 미래의 행복을 모두 누리는 ‘행복주의자’가 될 수 있음을 철학적, 심리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주장한다. 또한 행복도 훈련을 하면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행복한 삶을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제시한다.EBS지문의 번역서 부분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욕심을 부리다가 실패하는 것보다 낫다. 성공이 성공을 낳는다.“
일단 어떤 규칙을 정하면 그것을 일정표에 넣는 것으로 시작한다. 규칙은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30일만 지나면 이를 닦는
것처럼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진다. 습관은 보통 쉽게 사라지지 않는데, 이것은 올바른 습관에 관한 한 좋은 일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지
금의 우리는 반복적인 행동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사람들이 때로 규칙에 저항하는 이유는 규칙이 자발성과 창조성을 앗아갈지도 모른다고 믿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와 정기적으로 데이트하거
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대인관계나 예술적인 행위에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 이를테면 체육관에서 운동하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 독서하기 등은 규칙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게으름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 다니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기 쉽다.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면 24시간 대기하고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 남는다. 더 나아가 규칙에 자발성
을 결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예를 들어 데이트할 때 어디에 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처럼 규칙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한다. 예술가든, 사업가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든 창의적인 사람들은 나름대로 규칙을 갖고 있다.
이 훈련법을 참고로 이 책 전체를 통해 행복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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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3강 7번
소재 :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미지
주제문 : Many people lack a clear image of their bodies, and do not take very good care of themselves.
요지 : 우리의 신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가 부족하여 자기 자
신을 잘 돌보지 않는다.
변형 point : 요약문 완성(Due to time interval between the change of body and recognition, it is hard to have precise
self-image.), 연결사(After all, But), 문장삽입(But we have blind spots as well, so that our body image only approximates rather
than coincides with reality.), 빈칸 및 어휘(blind spots, approximates, coincides with, constantly changing, time lag, up to date,
outdated body images)
원서
Psychology for living: adjustment, growth, and behavior today
⇨ 4. Seeking Selfhood

수능특강 3강 8번
소재 : 반복의 기능과 목적
주제문 : Still, sheer repetition of ideological themes sends ideas deep into individual and collective consciousness.
요지 : 메시지의 반복은 의식 깊은 곳에 생각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한다.
변형 point : 빈칸(information you want them to retain), 연결사(Still, for instance, for instance), 문장삽입(Teachers, parents,
and others with motives that are quite different from advertisers' also depend on repetition of key information to achieve
their goals.)

수능특강 4강 1번
소재 : 의료 보급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
주제문 : Because of the uneven distribution of health care, doctors, and medicines around world, many preventable and
curable diseases go untreated.
요지 : 막을 수 있는 질병이 의료 보급 불균형으로 인해 치료되지 못하고 있다.
변형 point : 연결사(For example, Yet, For instance), 어휘(uneven, preventable and curable, unnecessary), 빈칸(medical
help is not available for common medical problems), 어법, 글의 순서, 요약문 완성(Health care, doctors, and medicines
around the world are so unevenly distributed that many preventable and curable diseases threaten many nations in Global
South.)
원서
Schools and Society: A Sociological Approach to Education
⇨ Chapter 14

Medicine: An anatomy of health and illness

수능특강 4강 2번
소재 : 필기에 의존하는 현대인의 경향
주제문 : But the tendency away from remembering is growing beyond all sensible proportions. One can easily and best
observe in oneself that writing things down diminishes one's power of remembering.
요지 : 현대인들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을 적어서 소유하려하여 결국 기억력을 감소시킨다.
변형 point : 문장삽입(But the tendency away from remembering is growing beyond all sensible proportions.) 빈칸(writing
things down diminishes one's power of remembering), 글의 순서, 요약문 완성(The more amount of note-taking you have,
the more likely it is to make your remembering power decreased.
원서
To Have Or To Be?
⇨ Having and Being in Daily Experience
번역서
소유냐 존재냐?
-에리히 프롬은 인간의 생존양식을 두 가지로 구별한다. 재산·지식·사회적 지위·권력 등의 소유에 전념하는 「소유양식」
과 자기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며 삶의 희열을 확신하는 「존재양식」이다. 소유는 사용에 의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바탕에 두고 있다. 하지만 지적 창조력이나 이성, 사랑 같은 존재적 가치는 실행하면 실행할수록 증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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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4강 4번
소재 : 유럽 노동조합의 노력
주제문 : Unlike the United States, organized labor in Europe has kept the issue of shorter working hours at the top of its
agenda throughout the postwar period.
요지 : 미국과 달리 유럽의 노동조합은 전후시대 내내 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투쟁해온 결과 주당 더 적은 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변형 point : 어법(has hardly missed, have earned, is expected, has remained, increased, while), 어휘(downward,
economic, increased, decline), 문장삽입(When economic crises hit, workers have fought the pressure for longer hours.),
글의 순서
원서
A Geography of Time
⇨ Part 2 Fast, Slow and the Quality of Life ⇨ Where Is Life Fastest?
번역서
시간은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는가
- 시간 연구를 위해 세계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경험한 독특한 시간 문화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했다. 저자는 인간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지, 시간은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면서 당연하게 여겨진 시간의 관념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

수능특강 4강 5번
소재 : 시장 경쟁력을 갖춘 상품
주제문 : But all the excitement about building better products and companies can make us forget that most new ideas
are bad and most old ideas are good. Tried and true wins out over new and improved most of the time.
요지 : 새로운 혁신 제품보다 기존의 믿을 수 있다고 입증된 제품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다.
변형 point : 빈칸(the dangers of clinging to the past, most new ideas are bad and most old are good), 문장삽입(After all,
that is what Darwinism predicts.), 글의 순서
원서
Weird Ideas That Work
번역서
역발상의 법칙
스탠퍼드 경영 대학원의 로버트 서튼 교수가 HP, 3M, IBM 등 세계 최고 기업들의 아이디어 매니지먼트 비결을
소개한 책. 저자는 이 책에서 세계 최고의 우량 기업들이 어떻게 상식을 초월한 아이디어맨들의 ‘역(逆)발상’을
이용하여 기존의 경영 아이디어를 극복하고 혁신에 성공했는지를 풍부한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 준다.

※ EBS 오류
EBS 4행
[The death rate of new products and companies is dramatically higher than for old ones.]
원서
[The death rate of new products and companies is dramatically higher than that of old ones.]

수능특강 4강 6번
소재 : 자신이 한 일을 과대평가하는 경향
주제문 : The explanation is simple : both spouses remember their own individual efforts and contributions much clearly
than those of the other.
요지 : 결혼의 배우자나 협력팀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한 일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변형 point : 빈칸(remember, overestimated, bias, their share, awareness of our own biases), 글의 순서, 문장삽입(The bias
is not necessarily self-serving.), 요약문 완성(According to the study, both spouses have a tendency to overestimate their
own contributions much more clearly than those of the other, whether good or bad.), (According to the study, people
have a tendency to overrate their individual efforts and contributions due to biased self-evaluations, regardless of whether
the outcomes are constructive or not.), 제목(Overestimation of Contributions: Availability Bias)
원서
Thinking, Fast and Slow
⇨ Heuristics and biases ⇨ The science of availability
번역서
생각에 관한 생각: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생각의 반란!
‘불확실한 상황에서 행하는 인간의 판단과 선택’을 설명한 혁신적 연구 ‘전망이론(prospective theory)’으로 2002년 노
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니얼 카너먼은, 인간은 합리적 추론이 아니라 휴리스틱(heuristic:고정관념에 기초한 추론적
판단)에 의존해 답을 구한다는 행동경제학의 창시자로서, 고전경제학의 프레임을 전복했다. <생각에 관한 생각>은 심
리학과 경제학을 융합한 심리실험 연구의 증언록이다.

EBS 지문 앞 누락부분
One of the best-known studies of availability suggests that awareness of our own biases can contribute to peace in
marriages, and probably in other joi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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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4강 7번
소재 : 발명품의 특허 기간 내 상업화 가능성
주제문 : The moral? Even if you have a great invention, make sure it can be commercially implemented within the
seventeen-year patent period.
요지 : 뛰어난 발명품이라도 특허 기간 내에 상업화가 가능할지 고려해 본 후 특허권을 취득해야 한다.
변형 point : 연결사(However, Unfortunately, Even if), 요약문 완성(Even if you have a great invention, make sure it can be
commercially implemented within the seventeen-year patent period.), 글의 순서, 문장삽입(Unfortunately, the patent expired
in the meantime.)
원서
Patent It Yourself: Your Step-by-Step Guide to Filing at the U.S. Patent Office
⇨ Will Your Invention Sell? ⇨ Take Time to Do a Commercial Feasibility Evaluation
⇨ Factors Affecting the Marketability of Your Invention

수능특강 4강 8번
소재 : 동물의 내재적 가치
주제문 : Neither, then, can we rationally sustain the view that animals like them in being the experiencing subjects of a
life have less inherent value. All who have inherent value have it equally, whether they be human animals or not.
요지 : 삶에 대한 경험의 주체라는 점에서 동물과 인간은 동등한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변형 point : 문장삽입(But it is not true that such humans ─ the retarded child, for example, or the mentally handicapped ─
have less inherent value than you or I.), 요약문 완성(Humans who are handicapped are not considered to have less inherent
value than normal people, so inherent value of animals are not less than that of people.), 빈칸(only less than we have,
equally), 연결사(However, But), 글의 순서
원서
The Case for Animal Rights
2002년 이화여대 정시논술 제시문 중 : 동물이 본래적 가치를 갖는다는 생각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간만이
그런 가치를 갖는다"고 그들은 말한다. 과연 오직 인간만이 자율성, 이성 혹은 지성을 갖는다고 말해야 할 것인가? 이
것들을 결여한 인간도 많은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들이 본래적 가치를 지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인간만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제대로 된 종(種)'에 속한다고 주장할 것인가? 이것은 명백한 종 차별주의이다. 어떤 근거에
서 동물이 인간보다 본래적 가치를 덜 지닌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자율성, 이성 혹은 지성이 결핍되었다는 이유로?
이런 이유가 성립하려면 이를 결여한 인간에 대해서도 동일한 주장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지진아나 정신착란자
가 당신이나 나보다 본래적 가치를 덜 갖는다는 말은 참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경험적 주체로서 동물도 본래적
가치를 덜 갖는다고 말할 수 없다. 본래적 가치를 지니는 존재는 그것이 인간이건 동물이건 모두 동일한 정도의 가치
를 지닌다.

수능특강 4강 9번
소재 : 문화적 취향에 있어서의 세대 차이
주제문 : Let your kids enjoy what they like.
요지 : 자녀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중문화를 즐기도록 자녀의 취향을 받아들이자.
변형 point : 문장삽입(It works both ways, too.), 글의 순서, 어법
원서
It's Not the Media: The Truth About Pop Culture's Influence on Children
⇨ 1 Why Americans Choose to Fear Media

It's not the media : What really changed childhood

수능특강 4강 10번
소재 : 시 분석 후 시 수업 방법
주제문 : Poems can be taken apart from time to time, like any well-made objects, but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o put
them back together properly at the end and check that they still work.
요지 : 시를 분석한 후에는 그 시의 소리와 이미지가 어떻게 서로 들어맞는지 통찰한 다음에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변형 point : 빈칸(to put them back together properly at the end and check that they still work. / read the poem aloud
again after any form of analysis), 연결사(But, for example), 글의 순서
원서
Promoting Reading for Pleasure in the Prim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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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4강 11번
소재 : 노인 고용 증진을 위한 조치
주제문 : more needs to be done to strengthen incentives for older people to remain active, to encourage retention and
hiring of older workers and to improve their employability.
요지 : 노인 고용 증진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종합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변형 point : 연결사(for example, Although, Therefore), 글의 순서, 빈칸(to encourage greater labour market participation by
older people), 어법
원서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 United Kingdom
⇨ But more needs to be done

수능특강 4강 12번
소재 : 넓은 범위의 즐거움으로서의 먹는 즐거움
주제문 : A significant part of the pleasure of eating is one's accurate consciousness of the lives and the world from
which food comes.
요지 : 먹는 즐거움은 단순한 맛의 즐거움이 아니라 음식의 출처에 대한 인식으로 풍미를 더하는 넓은 범위의 즐거움이어야 한다.
변형 point : 글의 순서, 빈칸(the lives and the world from which food comes), 문장삽입(The same goes for eating meat.)
원문
The Art of the Common-place: The Agrarian Essays of Wendell Berry
⇨ Essays : The pleasure of eating

수능특강 5강 1번
소재 : 화를 내는 이유
주제문 : Some people become angry or start a fight in order to create distance between themselves and another person.
요지 : 어떤 사람은 상대에게 떳떳이 거리를 두기 위해 싸우거나 화를 낸다.
변형 point : 빈칸(create distance between themselves and another person / you wanted the space all along.), 문장삽입
(That way you feel justified in walking out.), 글의 순서
원서
Honor Your Anger: How Transforming Your Anger Style Can Change Your Life
⇨ Using Anger to Avoid Intimacy
번역서
화의 심리학: 성공하는 사람은 화내는 법이 다르다
제 1 부 분노성향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 화란 무엇인가: 화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 ⇨ 병든 화: 화가 부정적인 감정으로 변모하
는 과정 ⇨ 화를 이용해 상대와 멀어진다.
화의 정체-겉과 속, 처음과 끝을 탐구한 심리분석서이자 화의 발전적 승화 과정을 안내하는 심리치료서. 화가 우리 삶에 어떻게 영
향을 미치고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관찰한다. 동시에 “아, 속상해! 나는 왜 화를 못 내지?” “이그, 좀 참
았어야 했는데”하며 화 때문에 후회하고 고민하는 이들에게 명쾌한 해법을 제공한다. 사람들의 분노성향(화내는 방식)을 공격적,
수동적, 수동 공격적, 투영 공격적 등 네 가지로 유형화해 분석하고 부정적인 분노성향을 긍정적인 분노성향으로 승화시키는 과정
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EBS지문의 번역서 부분
화를 이용해 상대와 멀어진다.
어떤 사람은 상대와 멀어지기 위해 화를 내거나 싸움을 시작한다. 당신에게 아주 오래 사귄 애인이 있다고 해보자. 당신은 약간 답답함을 느
끼기 시작했다. 그런데 당신은 스스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에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자고 양해를 구하는 대신 사소한 일로 상대와 싸우거
나 화를 낸다. 그렇게 하면 상대를 떠나가기 떳떳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상대에게서 전화가 오면 상황이 좋지 않으니 며칠 동안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한다. 하지만 당신이 줄곧 원한 것은 사실상 거리 두기였다.

수능특강 5강 2번
소재 : 뉴스 배경 화면의 영향력
주제문 : We live in a world of visual stimuli, and television news with its ever present background visuals has transformed the
ways we see political leaders.
요지 : TV 뉴스 보도의 배경 화면이 말로 전달되는 뉴스 내용보다 시청자의 관심을 더 끌어서 오히려 의식과 기억의 전면을 차지
한다.
변형 point : 빈칸(visual stimuli / the visual images than to what is being said / now it comes via pixels), 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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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5강 3번
소재 : 기쁨의 원천이 되는 협동
주제문 : In other words, we cooperate because it makes us feel good. And that may mean, some researchers speculate, that
the urge to cooperate is, at some level, simply innate in humans.
요지 : 협동을 통해 인간은 기쁨을 느끼는데 이는 생존의 우위를 점하도록 협동하고자 하는 충동이 생물학적으로 인간에게 내재
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변형 point : 글의 순서, 빈칸(biological roots / simply innate in humans), 문장삽입(In other words, we cooperate because it
makes us feel good.)

수능특강 5강 4번
소재 : 인터넷을 이용한 화물 운송 사업
주제문 : Long-distance trucking, which is the transport of goods between metro areas, has benefited from the improved
matching that follows lower search costs.
요지 : 인터넷 사이트가 트럭 운송 서비스 제공자와 운송할 화물을 가진 사람을 신속하게 연결시켜줌으로써 트럭 운송업의 생산
성이 향상되었다.
변형 point : 글의 순서, 빈칸(the improved matching that follows lower search costs), 어법, 문장삽입(This used to mean the
trucker or the dispatching office had to make a lot of telephone calls.)

수능특강 5강 5번
소재 : 느리게 변화하는 인간의 생리기능
주제문 : Because of the rapid change in the world around us since our birth, we humans are living anachronisms. Our
physiology is clearly behind the times.
요지 :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상과는 달리 인간의 생리 기능은 사실상 변하지 않은 채 시대에 뒤쳐져 있다.
변형 point : 제목(You Are a Living Anachronism / We are hertz machines in a megahertz world), 빈칸(behind the times),
글의 순서, 문장삽입(It is an antique biological machine that evolved in response to a world that no longer exists.), 어휘추론
(rapid / antique / expand)
원서
The Time Paradox: The New Psychology of Time That Will Change Your Life
⇨ You Are a Living Anachronism
번역서
타임 패러독스: 시간이란 무엇인가
세계적인 심리학자이자 석학으로, 충격적인 스탠퍼드 감옥 실험으로 인간 본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필립 짐바르도의 책이다. 이 책은 인간의 삶과 관련된 여러 심리 현상 중에서 '시간'에 대한 인간의 인식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전개
해나가고 있다. 이 책을 통해서 시간에 대한 인간의 인식에 대하여 깊이 있게 들여다 보고 시간과 더욱 돈독하게 관계를 맺는 방법과,
필요하다면 그 관계를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수능특강 5강 6번
소재 : 새 물건이 가져오는 잔물결 효과
주제문 : We delight in acquiring new things, but seldom do we consider the resulting ripple effect described by the French
philosopher, Denis Diderot.
요지 : 새 물건이 생기면 이 물건과 어울리는 것으로 주변의 모든 다른 물건을 교체하게 되어 결국 후회하게 된다.
변형 point : 연결사(But, In the end), 문장삽입(But as he began to sense that his surroundings now appeared worn and unworthy of
the magnificence of the new garment, his pleasure turned sour.), 글의 순서
출처:http://www.utne.com/archives/DontBuyTheseMyths.aspx?page=4
⇨ MYTH #5 A NEW BATHROBE IS ALWAYS NICE
EBS지문 뒷내용 : Schor calls this 'the Diderot effect': the perceived
need to buy new furniture for the new house, new goblets to go
with the new china, a new blouse to match the new skirt. And it's
what keeps the consumer escalator moving ever upward. If we
want to get off, we need to develop a new consumer
consciousness and new behaviors, and that may be harder than it
s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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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5강 7번
소재 : 약으로 쓰인 파리의 유충
주제문 : the maggots only ate the dead flesh, helping to clean the wounds. Not only that, but the maggots produced a
chemical called allantoin, which helped the wounds heal faster.
요지 : 구더기가 병사의 상처를 낫게 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변형 point : 문장삽입(Not only that, but the maggots produced a chemical called allantoin, which helped the wounds heal
faster.), 글의 순서, 어법
원서
Insectigations : 40 Hands-On Activities to Explore the Insect World
⇨ Gross Entomology : Maggots on Medicine

수능특강 5강 8번
소재 :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
주제문 : People born without the ability to feel pain suffer more injuries than the average person.
요지 : 통증을 느끼는 것이 신체에 대한 위험을 막아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변형 point : 글의 순서, 연결사(For instance, Fortunately, So), 문장삽입(Fortunately, the majority of us are born with the ability
to feel pain.)
원서
The Need to Be Liked
EBS 지문 바로 앞 내용
Monitor Damage
While dealing with a threat to our physical well-being,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whether we
have been injured in some way. Pain is a critical component of the protection process.
Without pain, people are at a heightened risk of further physical harm. Examining case records
of people who are born without the ability to feel pain highlights just how valuable pain is to
our survival.

수능특강 6강 1번
소재 : 건설적 비판의 요건
주제문 : To help the criticized person know how to fix what you object to, define exactly what went wrong and why it is
unsatisfactory.
요지 : 비판은 건설적이어야 하고, 건설적 비판은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변형 point : 글의 순서, 문장삽입(But, unless you can explain specifically, you haven't started fixing anything.), 요지추론, 제목추
론(Be Specific)
원서
HOW TO TALK SO PEOPLE LISTEN
the real key to job success
⇨ Creative Criticism ⇨ Be Specific

수능특강 6강 2번
소재 : 침묵의 효용
주제문 : It's difficult to realize that as eloquent as well-chosen words are, silence is equally, and often more, eloquent.
요지 : 웅변(달변) 못지않게 ‘침묵(silence)'도 청중에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강연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변형 point : 제목추론(The Use of Silence), 주제, 어법, 무관한 문장
원서
HOW TO TALK SO PEOPLE LISTEN
the real key to job success
⇨ PRESENTATIONS: How to Make Memorable Speeches
⇨ SPEAKING AND LANGUAGE SKILLS ⇨ The Use of Si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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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6강 3번
소재 : 우유부단함이 야기하는 부정적 결과
주제문 : I think that more time is wasted, more headaches caused, and more opportunities missed by indecision than by any
other time-consuming habit.
요지 : 결정을 내리는 것이 두려워 머뭇거리면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더 많은 두통이 생겨나며, 더 많은 기회가 상실되므로 결정
을 미루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정을 내리고 실수를 하는 편이 더 낫다.
변형 point : 주제, 제목추론, 글의 순서
원서
Secrets of Mind Power
⇨ You Can Find Time for Everything ⇨ Beat Indecision and You Beat the Clock

수능특강 6강 4번
소재 : 처음에 집중력을 발휘해서 좋은 습관들이기
주제문 : A little concentration at the beginning will save lots of time and effort later on. Once a thing becomes a habit, you
need hardly think about it anymore.
요지 : 처음에 집중력을 발휘하여 좋은 습관을 들여놓으면 이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변형 point : 주제, 문장삽입(So force yourself to do all these little things with attention for a while.)
원서
Secrets of Mind Power
⇨ Strengthening Good Habits - Discarding Bad Ones ⇨ Concentration Is the Key

수능특강 6강 5번
소재 : 진정으로 직원을 아껴준 사업주
주제문 : The business operated at a loss that year, but when the two individuals overcame their life-threatening illnesses, he
found that their new-found loyalty reaped a new set of rewards as they told their stories of a business owner who cares about
much more than a profit.
요지 : 사업주가 손실을 감수하면서 질병에 걸린 사원을 도와주어 사원들로부터 충성심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 새로운 이익을 얻게 되었다.
변형 point : 빈칸(What is measurable is not always important!), 요지, 글의 순서, 주제(What's important is not always
measurable. What's measurable is not always important.)
원서
A Fool's Guide to Wisdom
⇨ "What's important is not always measurable. What's measurable is not always important." Albert Einstein
EBS 지문 바로 앞 문장
The paradoxical principles of less is more, slow is fast, and short-term loss can lead to
long-term gain are only the tip of the iceberg for wise thinkers.
EBS 지문 바로 뒤 문장
What is measurable is not always important!

수능특강 6강 6번
소재 : 이해의 차이에서 생기는 분노
주제문 : In most cases, anger is characterized by a gap in interpersonal understanding.
요지 : 분노를 경험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가해자와 많이 다르다. 즉 분노는 개인 간 이
해의 차이에서 특징 지워진다.
변형 point : 글의 순서, 주제
원서
Transforming Nurses' Stress and Anger: Steps Toward Healing
⇨ Chapter3

Differentiating Between Rational and Irrational Anger

EBS 지문 바로 앞 문장

Make a greater effort to understand the other person's point of view or motives.
EBS 지문 첫 문장은 원문의 결론부분
The researchers concluded that anger is characterized by "a gap in interpersonal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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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6강 7번
소재 : 아름다운 외모의 가치
주제문 : No wise person will marry for beauty mainly. It may exercise a powerful attraction in the first place, but it is found to
be of comparatively little consequence afterwards.
요지 : 멋진 용모는 세월이 지나면 평범해지지만 아름다운 본성은 세월과 함께 원숙해지므로 내적 가치를 보고 결혼하는 것이 현
명하다.
변형 point : 주제(It is far better to acquire beauty than to be born with it.), 연결사(But / Moreover), 문장삽입(But to marry
a handsome figure without character, fine features unbeautified by sentiment or good nature, is the most miserable of mistakes)
원문
Ernest Hemingway’s Advice to a Young Man
On love and women 사랑과 여자에 대하여
Love is the greatest adventure in people's lives. The heart is the noblest part of human nature. And the affections are the
noblest ingredients in human nature.
사랑은 사는데 있어 가장 멋진 모험이다. 마음은 인간의 본성 중 가장 고귀한 부분이다. 그리고 애정은 인간의 본성 중 가장 고귀한
요소이다.
Once while hearing a young lady highly praised for her beauty, I asked:
What kind of beauty do you mean? Merely that of the body, or also that of the mind? Many a pretty girl is like a flower
which is admired for its beautiful appearance, but despised for its unpleasant odor. It is far better to acquire beauty than to
be born with it.
한때 내가 그녀가 아름답다고 대단한 칭찬을 받고 있다는 젊은 숙녀의 얘기를 듣고 있는 동안, 나는 물었다: 어떤 종류의 아름다움을
뜻하는 건가요? 단지 육체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신의 아름다움도 의미하는 건가요? 많은 예쁜 소녀들은 꽃과도 같
아서, 그 꽃이란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찬양 받다가도, 그 불쾌한 냄새 때문에 경멸 받는 꽃과도 같다. 아름다움을 갖고 태어나는 것
보다는 아름다움을 후천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No wise person will marry for beauty mainly. It may exercise a powerful attraction in the first place, but it is found to be of
comparatively little consequence afterwards. To marry a handsome figure without character, fine features unbeautified by
sentiment or good nature, is the most deplorable of mistakes. As even the finest landscape, seen daily, becomes
monotonous, so does the most beautiful face, unless a beautiful nature shines through it. The beauty of today becomes
commonplace tomorrow.
현명한 사람이라면 대체로 아름다움만 보고 결혼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름다움은 처음에는 강력한 매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나
중에는 비교적 거의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잘생긴 사람, 감정이나 착한 마음씨로 장식되지 못한
이목구비가 반듯한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실수 가운데서 가장 통탄할만한 실수이다. 심지어 매일 보게 되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도
단조롭게 되듯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도, 마찬가지로 얼굴을 통해서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아름다움은 내일 평범한 것이 되어
버린다.
Whereas goodness, displayed through the most ordinary features, is perennially lovely. This kind of beauty improves with age,
and time ripens rather than destroys it.
반면에 가장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선함이란, 영원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종류의 아름다움은 나이를 먹으면서 증진
되고, 세월은 아름다움을 파괴하기보다 원숙하게 한다.
A man should never be too precisely analytical of a woman. Silence is often the best ornament of a woman.
남성은 지나치게 여성을 분석해서는 안된다. 침묵은 종종 여성의 최고의 장식품이기도 하다.

수능특강 6강 8번
소재 : 연기에서의 ‘맨 처음의 환상’
주제문 : While onstage, you must constantly remain in the state of "I am," playing each moment as if it were occurring for the
first time ─ what the nineteenth-century actor William Gillette referred to as "the illusion of the first time."
요지 : 배우가 연기할 때 매 순간이 처음 일어나는 것처럼 연기해야 연기하는 순간을 현실로서 충실하게 연기할 수 있다.
변형 point : 요지, 연결사(even though / Therefore)
원서
Acting is Believing
⇨ Adapting to Changing Circumstances

수능특강 6강 9번
소재 : 불완전한 길잡이로서의 필수 과목
주제문 : Feel free to go beyond the official requirements ─ take extra courses in your major or overfulfill distribution requirements.
요지 : 필수과목은 최소한의 학문적 폭과 깊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므로 필수과목을 넘어서서 폭넓은 학습을 하라
변형 point : 제목(Don't Be Afraid to Exceed Requirements), 어휘추론(narrowly / minimum / assume / perfect / imperfect)
원서
The Thinking Student's Guide to College: 75 Tips for Getting a Better Education
⇨ TIP 29

Don't Be Afraid to Exceed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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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6강 10번
소재 : 십대에게 의미 있는 노동
주제문 : Some researchers believe that the social meaning of work determines whether work is good or bad for teens.
요지 : 십대 젊은이가 자신의 미래나 가족의 부양을 위해 일할 때는 일이 성적향상 및 자신감으로 연결되었으나 오직 돈이나 물
건을 위해 일할 때는 성적이 떨어졌다는 점에서 일의 사회적 의미가 중요하다.
변형 point : 주제, 내용일치
원서
The Working Life: The Promise and Betrayal of Modern Work
⇨ 12 The Search for Something More
번역서
일의 발견
⇨ 12. 의미 있는 일, 그리고 행복한 삶
이솝 우화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노동철학, 피터 드러커의 경영 이론과 스콧 애덤스의 딜버트 만화까
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변화해온 일의 개념과 본질, 그리고 현대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분투하는 인간
현실에 대한 숨겨진 블랙 파일을 철저히 해부

수능특강 6강 11번
소재 : 기쁨과 고통의 상대성
주제문 : In the classical notion of pleasure and pain, an organism strives to maintain equilibrium with its environment. Pain
occurs as it deviates from equilibrium and pleasure occurs as it returns.
요지 : 기쁨과 고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균형 상태에서 벗어날 때 고통이 발생하고 균형 상태로 돌아가면 기쁨이 발생하는
상대적인 것이다.
변형 point : 연결사(For instance / Conversely / So), 어휘추론(deviates / registers / ideal / upset / absolute / relative)
원서
Music, the Brain, and Ecstasy: How Music Captures our Imagination

수능특강 6강 12번
소재 : 여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화의 특징
주제문 : Many conversations that take place between women seem designed to reassure each other of their similarity.
요지 : 여성들은 대화를 통해 서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 안도감을 느끼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당혹스러
워한다.
변형 point : 주제, 어휘추론(reassure / similarity / similar / disconcerted / protest / sameness), 연결사(for example / That's
why)
원서
You're Wearing That?: Understanding Mothers and Daughters in Conversation

수능특강 7강 1번
소재 : 새로운 가정 기기의 도입
주제문 : Introduction of new equipment into the home necessarily changes the living space and how it is used.
요지 : 새로운 기기를 집으로 들여올 때, 그것은 가족생활과 함께 그것이 배치된 장소의 원래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변형 point : 빈칸(the domestic space and its meanings change), 연결사(for example / But), 글의 순서, 어법(add)

수능특강 7강 2번
소재 : 대인 관계를 위한 표정 관리의 필요성
주제문 : Socially competent children recognize that there are times when hiding or disguising emotions is what friends do.
요지 : 감정을 그대로 얼굴 표정에 나타내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이 될 수 있다.
변형 point : 빈칸(hiding or disguising emotions), 연결사(Although / for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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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7강 3번
소재 : 스포츠 분야에서의 도덕적 규범 적용
주제문 : Engaging in extreme behaviors that risk health and well-being and inflict pain and injury on others is not as quickly
condemned in sports as in other activities.
요지 : 사람들은 스포츠 세계에서의 극단적 행동의 발생에 대해 다른 환경에서보다 더 관대한 규범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변형 point : 글의 순서, 어휘추론(inflict / achievement / overstep / condemned / evoke)
원서
Sport in society: issues and controversies

수능특강 7강 4번
소재 :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는 인간의 능력
주제문 : Man differs from the lower animals because he preserves his past experiences. he lives not, like the beasts of the
field, in a world of merely physical things, but in a world of signs and symbols.
요지 : 인간은 하등동물과 달리 과거의 경험을 기호화, 상징화 하여 기억할 수 있다.
변형 point : 빈칸(signs and symbols), 연결사(But / Hence), 글의 순서
원서
Reconstruction in Philosophy
⇨ Chapter 1

-John Dewey-

Changing Conceptions of Philosophy

듀이는 19세기와 20세기에 급격하게 이루어진 과학기술과 그것에 기초하고 있는 새로운 문화가 종교적인
세계관에 토대를 두고 있는 전통적인 관습과 도덕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학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EBS지문의 번역서 부분
인간은 과거의 경험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하등동물과 구별된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기억 속에서 되살아난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에는 지난날 겪었던 유사한 일에 관한 생각의 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동물들에게 있어서 경험은 생기자마자 없어진다. 동물들의 새로운 행동이
나 고통은 그때그때 고립적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각각의 사건들이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반향과 회상으로 가득 차 있는, 각각의 사건이
다른 일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들에 사는 짐승처럼 단순히 물리적인 사물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
라, 기호와 상징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돌멩이는 단지 우리가 거기에 부딪치게 되는 딱딱한 사물이 아니라, 사망한 조상의 기념물이다.
불꽃은 단지 우리를 따뜻하게 하거나 데게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가족의 지속적인 삶을 상징하는 것이며, 무심한 방랑에서 돌아와 맞게 되는
환호와 음식물과 쉼터의 한결같은 원천을 상징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숭배하고 지키고자 싸우는 것은 고통을 주거나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갈라
진 불꽃보다는 바로 화로이다. 이 모든 것이 수성(獸性)과 인간성, 문화와 단순한 물리적 자연의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는 바로 인간이 자신의
경험을 보존하고 기록함으로써 기억을 하기 때문이다.

수능특강 7강 5번
소재 : 질문 문항의 제시 순서가 응답자의 판단에 끼치는 영향
주제문 : Asking about their recent dating history in the first question made them very aware of how that part of their life was
going, which then had a notable effect on how they answered the second question.
요지 : 질문 항목이 제시되는 순서가 우리의 판단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변형 point : 글의 순서, 연결사(After all / Indeed / But), 빈칸(order), 주제
원서
The Cambridge Handbook of Thinking and Reasoning
⇨ 12. A Model of Heuristic Judgment -Daniel Kahneman, Shane Frederick⇨ Attribute Substitution
배경지식
진화심리학은 수렵채취시대에 적응한 원시인 심리가 인간의 뇌에 각인되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하고 있는데, 이같은 원시인
심리 가운데에는 감정이 우선이고 이성은 나중이라는 심리가 있다. 즉 어떤 대상에 대해 평가를 할 때 감정이 먼저 반응하여 판단을 하고, 이
성적 사고는 이를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 감정 우선 성향이 형성된 것은 감정에 기반하여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원시시대에 생존하
는데 유리했기 때문이다.
감정 반응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면서 ‘속성 바꿔치기(attribute substitution)'가 발생하는데 ’속성 바꿔치기(attribute substitution)'는 대상이 지닌
특성을 마음에 곧 떠오른 다른 성질로 바꿔서 판단하는 것이다.

※ ‘속성 바꿔치기(attribute substitution)' 실험 예
☞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그 전의 질문 내용에 따라 달라짐
- 실험대상 학생들에게 ‘행복한가?’라고 묻고 ‘최근 한 달간 데이트 횟수’를 물으면 대답에 상관관계가 없지만, 먼저 데이트
횟수를 묻고 나중에 ‘행복한가?’라고 질문하면 데이트 횟수와 ‘행복하다’는 대답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
- 이는 ‘데이트’라는 관념이 머리에 먼저 기억되면 ‘행복’에 대해서 물어볼 때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트’라는 관념을
떠올려 그것으로 바꿔치기 한다는 것을 의미
(자료 : 노리오, 도모노 (2007). [행동 경제학] (이명희 옮김),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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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7강 6번
소재 :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Shirley
주제문 : Shirley was always searching for a sentence that would deny her worth. There was no self-love and so she rejected
efforts by others to love her.
요지 : Shirley는 매력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타인과의 관계를 망치고 있었다.
변형 point : 빈칸(that would deny her worth), 어휘(appealing / ruining / contradicted / rejected / interminable), 어법(ended
/ being loved)
원서
Your erroneous zones
번역서
행복한 이기주의자
⇨ 제2장 첫 번째 자기사랑 : 먼저 자신을 사랑한다.
Erroneous Zones는 착각지대로 유대교, 그리스도교 문화권이 만들어낸 관습이나 전통적 사고방식들 중에서, 자기실
현에 방해가 되는 사고방식이나 착각들을 가리킨다. 현대인은 대부분 이 착각지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출발점이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현재를 존중하며 다
소 이기적으로 자신의 선택을 즐기며 행복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976년에 출간된 이 책은 전세계적
으로 1,500만 부에 가까운 판매고를 올리면서 자기계발서의 고전 반열에 올라섰다.

수능특강 7강 7번
소재 : 나무에 미치는 세균의 영향
주제문 : The lesson learned was that without the fungi colonizing the pine seedlings' roots, the trees would not survive in the
Highlands.
요지 : 영국의 나무를 심는 프로그램은 균류의 작용이 Highlands지역에서 소나무 묘목의 생존에 필수적임을 보여주었다.
변형 point : 글의 순서, 문장삽입(Tree-planting programs, such as one in the Highlands of Scotland, were therefore set up
after the war.) 어법(itself / was felled / were therefore set up / learned / colonizing)

수능특강 7강 8번
소재 : 자신과 특성이 다른 연인과의 상보적 관계
주제문 : For the partnership to work, however, there has to be the tension that comes from relatively opposed forces.
요지 : 사랑은 두 명의 독립적인 사람들에 의해 자유롭게 선택되는 관계이지만, 그 관계는 종종 그들이 상보적일 때 강화된다.
변형 point : 빈칸(define oneself in terms of another person / tension that comes from relatively opposed forces /
complementary / filling in a missing part), 연결사(however / So / For example), 어휘추론(tension / complementary /
excitement / difference / autonomous / certainty / outgoing / comfortable / uncertainty / different influence)
원서
Applying Psychology to Everyday Life: A Beginner's Guide
⇨ 6. Social life: forming and maintaining relationships
⇨ Love again - a genuine theory
EBS 누락부분 (2행 person. 과 It사이)
He also points out, reflecting an idea put forward by historians of emotion, that love, as we think of it, is a relatively
modern notion.
Summary
One recent theory of love sees it as the culmination of the search for a complementary part of the self.

수능특강 8강 1번
소재 : 과학의 의미
주제문 : Thus the function of science is to search for causes of natural phenomena and other events. In this process of
searching for knowledge and truth, man has accumulated a vast store of knowledge known as science.
요지 : 인간은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인과관계를 밝혀내어 과학이라 불리는 방대한 지식의 축적을 이루어왔다.
변형 point : 빈칸(without reason / cause and effect), 어법(has been engaged / originated)
원서
Teaching of General Science
⇨ 2. General Science : Nature and Scope of Science
⇨ Introduction
EBS지문 바로 뒤 문장 - Therefore, science is an overall product of human activity in the form of
a systematic and organised body of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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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8강 2번
소재 : 암시에 의해 생각과 행동을 하는 인간
주제문 : Most of our opinions and actions are not based upon conscious reasoning, but are the result of suggestion.
요지 : 인간의 의견과 행동의 대부분은 의식적인 추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암시의 결과이다.
변형 point : 주제, 요약문 완성(When an idea produces in us an opinion or an action, without first being subjected to
deliberation, we are moved by suggestion.), 문장삽입(However modern research has shown that quite the opposite is true.)
원서
The Art of Public Speaking
⇨ Chapter XXII. Influencing By Suggestion
번역서
데일 카네기의 표현력 강의
⇨ 제22강의: 암시로 표현의 효과를 높여라
EBS 지문 바로 앞 문장 - When we weigh, compare, and decide upon the value of any
given ideas, we reason; when an idea produces in us an opinion or an action, without
first being subjected to deliberation, we are moved by suggestion.
EBS 지문 바로 뒤 문장 - Notice that word "primarily," for simple thought, and even mature
reasoning, often follows a suggestion accepted in the mind, and the thinker fondly
supposes that his conclusion is from first to last based on cold logic.
EBS지문의 번역서 부분
주어진 어떤 아이디어들의 가치를 평가하고, 비교하고, 결정할 때, 우리는 추론을 한다. 한 아이디어가 우리의 내면에 어떤
의견이나 행동을 낳을 때, 우리는 그것을 놓고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단지 그 암시만으로도 움직이게 된다.
예전에는 인간이 추리의 동물로 여겨졌다. 논리적 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말하자면 어떤 의견을
형성하거나 어떤 행동을 밟기로 결정하기 전에 적어도 그것에 부합하거나 반대해야 할 이유 몇 가지를 놓고 따지면서 간단한
추리의 과정을 밟는 것으로 통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연구는 그와 정반대가 진실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의 의견과
행동의 대부분은 의식적인 추리에 바탕을 두지 않으며, 암시의 결과일 뿐이다. 실제로 일부 권위자들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
서는 순수한 의미의 추리가 매우 드물게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중요한 결정과 파급효과가 큰 행위도 ‘주로’ 암시의 힘에 의해
이뤄진다. 그런데도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냉철한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능특강 8강 3번
소재 : 진정한 협상
주제문 : However, negotiation should be viewed by all parties as an opportunity for everyone to win some, rather than as a
win-lose situation. In other words, all parties should believe they got a good deal.
요지 : 협상은 모든 당사자가 이득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변형 point : 제목추론(All Parties Should Believe They Got a Good Deal), 빈칸(a zero-sum game / win-win situation /an
opportunity for everyone to win some / all parties should believe they got a good deal.), 글의 순서, 문장삽입, 주제, 연결사(For
example / However)
원서
LEADERSHIP Theory, Application, &Skill Development
⇨ part one Individuals as Leaders
⇨ 4 Influencing: Power, Politics, Networking, and Negotiation
⇨ All Parties Should Believe They Got a Good Deal

수능특강 8강 4번
소재 : 그리스인과 미국인의 이야기 방식 비교
주제문 : In contrast the Americans in the study seemed to be performing a memory task, including more details and
emphasizing temporal order for the sake of accuracy.
요지 : 영화를 묘사할 때 그리스인은 영화 메시지 자유롭게 해석하고 청자와의 상호 교감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반면, 미국인은
시간 순서를 강조하면서 청자의 참여를 무시하고 객관적인 내용전달에 힘썼다.
변형 point : 세부내용 파악, 어휘추론(support / free / judged / interpersonal / memory / accuracy / ignored / objective),
빈칸(serving the goal of telling good stories)
원서
Conversational Style : Analyzing Talk among Friends
⇨ Conversational Styles in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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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8강 5번
소재 : 농경이 식용 식물의 씨앗에 미친 진화적 영향
주제문 : But under human management thick seed coats are unnecessary, as farmers take over responsibility for storing seeds
away from moisture and predators.
요지 : 농경을 통하여 식물의 씨앗이 혹독한 자연환경에서 살아남아야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자 두꺼운 씨앗 껍질은 얇은 껍질
로 진화하였다.
변형 point : 세부내용파악, 주제, 글의 순서, 빈칸(the evolutionary pressure / as farmers take over responsibility), 어휘추론
(protecting / larger / thinner / Thick / dormant / unnecessary)
원서
Sources of Power: How Energy Forges Human History
⇨ Volume 1.
⇨ Part 2.

Before Oil : The Ages of Foraging, Agriculture, and Coal

Agricultural Age

⇨ Chapter 2

How Did Agricultural Technology Emerge?

수능특강 8강 6번
소재 : 조직 내 사람들의 다양성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
주제문 : Managers must understand that cultural factors cause people to behave in different ways and that these differences
should be accepted.
요지 : 관리자는 조직 내 사람들 사이에 다양성과 다문화로 인한 차이가 존재함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
변형 point : 주제, 빈칸(understanding the nature and meaning of them / the same / differences / their fundamental
human differences), 어휘(equal / unnecessary / discriminate against / fairly), 글의 순서, 연결사(Thus / But / Although)
원서
Management
⇨ PART WTO

The Environmental Context of Management

⇨ Chapter 6 : The Multicultural Environment

수능특강 8강 7번
소재 : 실험용 양서류를 다루는 요령
주제문 : Amphibians can be susceptible to diseases (including fungal infections) that can be readily spread between
populations.
요지 : 어떤 양서류는 독성이 있지만 대부분은 다루기 쉽다. 양서류는 전염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저장탱크나 그물에 오래 보관하
면 안되고, 이동되지 않아야 한다.
변형 point : 세부내용파악, 어법(to handle / washed / has been implicated / is now found)
원서
Field Guide to Reptiles and Amphibians
-Roger Conant, Joseph T. Collins-

수능특강 8강 8번
소재 : 기능의 사용 범위에 따른 소프트웨어 실행 환경의 신뢰도 차이
주제문 : The concept of execution environment is an essential part of the definition of software reliability. In consequence, the
level of reliability perceived by the second group of users is lower than that perceived by the first group of users.
요지 : 실행 환경이 소프트웨어 신뢰도 판단에 중요한데, 1~10까지 기능 중 8~10기능에 오류가 있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1~10까
지 사용하는 집단이 1~7까지만 사용하는 집단보다 소프트웨어 신뢰도가 더 낮다.
변형 point : 글의 순서, 문장삽입(From the viewpoint of the first group of users, the probability of failure-free operation of the
software is 1.0.), 첫 번째 문장 생략 후 EBS지문 바로 뒤에 누락된 문장을 요약문 완성으로 출제 할 수 있다.(Therefore, the concept
of execution environment is crucial to the definition of software reliability.)
원서
Software Testing and Quality Assurance: Theory and Practice
⇨ 15.2.1 First Definition of Software Reliability
EBS지문 바로 뒤 문장
Therefore, the concept of execution environment is crucial to the definition of software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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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13강 1번
소재 : 마야인들의 치수 정책
주제문 : Mayan leaders were aware for many centuries of their uncertain dependence on rainfall. As impressive as their
elaborately decorated temples were, their efficient systems for collecting and warehousing water were masterpieces in design
and engineering.
요지 : 마야의 지도자들은 강우량이 불안정함을 알고 있었다. 재배할 작물의 종류와 공공용수의 사용을 통제하고, 대규모 지하호
수와 수조도 만들었다. 물을 모으고 저장하는 시스템은 설계와 공법에 있어 걸작이었다.
변형 point : 세부내용파악, 어법(evidence that / during / continued to build / impressive / systems ~ were)

수능특강 13강 2번
소재 : 그리스인의 토론 문화
주제문 : Uniquely among ancient civilizations, great matters of state, as well as the most ordinary questions, were often
decided by public, rhetorical combat rather than by authoritarian order.
요지 : 개인의 자율성에 관한 그리스인의 믿음은 토론 문화를 발전시켰고 국가의 중대사에서부터 매우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결정되었다.
변형 point : 주제, 빈칸(his ability to debate / public, rhetorical combat), 어휘(fueled / courage / challenge / sway / authoritarian)
원서
The Geography of Thought: How Asians and Westerners Think Differently...and Why
⇨ 1 The Syllogism and the Tao

Philosophy, Science, and Society in Ancient Greece and China
번역서
생각의 지도: 동양과 서양, 세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
⇨ 1. 동양의 도와 서양의 삼단논법
공자의 후손들과 아리스트텔레스의 후손들 사이에는 풍수 사상에서 형이상학에 이르기까지, 언어에서 상업적 전통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오늘날, 이 책은 그 차이를
이해하는 길로 안내하는 지도로서, 동시에 그러한 차이를 연결하는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낼 것이다.

EBS지문의 번역서 부분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였던 고대 그리스 문화는 자연스레 논쟁의 문화를 꽃피웠다. 호메로스는 남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근거로 전사로서의 전투 능력과 논쟁자로서의 논쟁 능력을 들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일개 평민일지라도 돵의 의견에 반기
를 들고 왕과 논쟁을 벌일 수 있었고, 설득을 통하여 군중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었다. 논쟁은 저자거리에서도, 의회에
서도 벌어졌으며 심지어는 위계 질서가 엄격한 군대 내에서도 일어났다. 다른 문화권에서와는 달리 그리스에서는 국가의 중
대사에서부터 매우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이 공개적인 논쟁을 통하여 결정되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고대 그리
스에서 독재가 그리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설사 독재자가 득세하더라도 곧 과두 정치나 민주주의(기원전 5세기경)로 대체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드레루스(Drerus)라는 도시에서는 시장의 임기가 끝난 뒤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
시 시장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독재의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수능특강 13강 3번
소재 : 영장류 밀매의 심각성
주제문 : The authors claim that illegal trafficking of primates is accelerating the decline of our closest living relatives to the
point of near extinction.
요지 : 영장류 밀매가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영장류가 멸종에 이를 정도로 감소하고 있다.
변형 point : 세부내용파악

수능특강 13강 4번
소재 : 지진에 대비한 손상 제어 기술
주제문 : Earthquakes can devastate rigidly constructed buildings, but damage-control technology largely attributed to Japanese
and U.S. engineers has made structures less vulnerable to nature's assaults.
요지 : 지진에 대비한 건축의 손상제어기술은 슬라이딩 추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중력의 중심을 이동시키기도 하고 빌딩 하단부와
기초 사이에 강철과 고무 층을 번갈아 넣기도 한다.
변형 point : 세부내용파악, 글의 순서
원서
National Geographic's

How Things Work
everyday technology explained
⇨ Smart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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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13강 5번
소재 : 기후에 따른 설계 상의 고려 사항
주제문 : Extremes of temperature will affect architectural design requirements in order to ensure that the internal environment is
comfortable and habitable.
요지 : 기후에 따라 건축 설계가 달라진다. 추운 날씨는 단열이 되는 벽, 창유리 줄이기가 필요하고, 더운 날씨는 냉각을 촉진하
는 통합설계와 교차 통풍이 필요하다.
변형 point : 세부내용파악, 글의 순서, 연결사(Similarly / Conversely)
원서
The Fundamentals of Architecture
EBS지문 바로 앞 문장
Architecture is much like a suit of clothes that can be modified according to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its effects.
건축은 외부 환경과 그 영향에 따라 바뀔 수 있는 한 벌의 옷 같은 것이다.

수능특강 13강 6번
소재 : 감정을 다독이고 기분을 전환해 주는 음악의 특성
주제문 : There is nothing new in the realization of music's therapeutic and mood-changing properties.
요지 : 음악은 사람의 감정을 다독이고 기분을 전환해 주는 특성이 있다.
변형 point : 세부내용파악
원서
You've Got to Have A Dream: The Message Of The Musical
⇨ Introduction

수능특강 13강 7번
소재 : 문화충격
주제문 : Thus, contact with another culture leads to "shock" as individuals are confronted with different values, beliefs,
attitudes, worldviews, and customs.
요지 : 개인이 하나의 문화에서 사회화가 된 후 새로운 문화와 접촉하게 되면 이질적인 가치, 신념, 관습들과 만나게 되면서 충격
을 받게 된다.)
변형 point : 제목추론(Causes of Culture Shock), 어휘(shared / enculturation / socialized / appropriate / proper / shock /
disparate)
원서
Crossing cultures in the language classroom
⇨ Ch. 3 Culture Shock

수능특강 13강 8번
소재 :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을 바꾸는 과정
주제문 : Examples such as these remind us that although conformity pressures can be powerful, majority opinion does not
always prevail.
요지 : 동조 압력이 강력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을 바꿀 수 있다.
변형 point : 빈칸(conformity pressures), 제목추론(The Influence of Minority Opinion on the Majority)
원서
Social Psychology
⇨ The Influence of Minority Opinion on the Maj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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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14강 1번
소재 : 타인의 생각을 읽어야 하는 “미(美)” 경연대회
주제문 : It would be better yet to pick the faces that one thinks others are most likely to think that others think are the
prettiest.
요지 : 주식투자는 미인대회에 비유되는데 그 대회에서 우승하려면 자신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얼굴을 고를 것이 아니라 다
른 사람들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얼굴을 골라야 한다.
변형 point : 글의 순서, 연결사(Instead / But), 어법
원서
Animal Spirits: How Human Psychology Drives the Economy, and Why It Matters for Global
Capitalism
⇨ ELEVEN Why Are Financial Prices and Corporate Investments So Volatile?
⇨ The Beauty Contest and Delicious Apple Metaphors
번역서
야성적 충동: 인간의 비이성적 심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책소개 : 경제사상가 존 케인즈가 인간의 비경제적 본성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처음 사용한 용어인 야성적 충동
의 실체와 중요성을 행동경제학을 기반으로 하여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집값이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에서부터, 자본시장의 자신감 붕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금융시스템을 좌우하고 있는
야성적 충동의 진면목을 들여다보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 애커로프와 예일대 경제학 교수 로버트 쉴
러는 금융위기를 낳은 우리의 경제관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경제학을 변화시키고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롭
고 과감한 시각을 이 책을 통해 제시한다. 불황, 실업, 빈곤, 부동산가격 변동 등 경제학적이며 심리학적 사례를
근거로 하여 자유시장경제가 만들어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주격관계대명사의 생략
there is 전/후
There's somebody wants you on the phone.
I want to know everything there is to know about the case.
관계대명사 + 삽입절 구조에서
Read only those books you think are both interesting and instructive.
The flight director con do anything he feels is necessary for the safety of the crew.

수능특강 14강 2번
소재 :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유래한 두려움
주제문 : Most of our beliefs are formed early in life when we have little or no reasoning. This is why we have difficulties as
adults, because we don't know where the fear or uneasiness comes from.
요지 : 우리 생각의 대부분이 추론 능력이 거의 없는 유년기에 형성되어서 우리는 두려움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변형 point : 주제, 빈칸(reasoning / where the fear or uneasiness comes from)
원서
It's Not About You. So Get Over It.
EBS 지문 바로 뒤 부분 해석 : 그 기억은 아마도 완전히 순수한 것일지 모르지만, 아이의 이해는 미숙하고
비논리적이어서 우리는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내게 된다.

수능특강 14강 3번
소재 : 테니스 기술 발전에 필요한 보상
주제문 : So feedback is essential to the development of a complete skill ─ whether it be empathy or a strong forehand.
요지 : 항상 칭찬하는 테니스 강사와 잘 쳤을 때만 칭찬하는 테니스 강사 중에서 테니스를 잘 치는 보상을 원하는 사람은 두 번
째 강사를 더 좋아할 것이다.
변형 point : 빈칸(all the time / only when / feedback), 연결사(But / That's because),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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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14강 4번
소재 : 언어의 소멸
주제문 : In many parts of the world, speakers in bilingual communities have abandoned their native language in favor of their
second language. When an entire community does so, the language dies as an effective means of communication.
요지 : 세계 여러 곳의 2중 언어 화자들이 제2언어를 선호하여 모국어를 버리면서 점진적인 ‘언어의 소멸’이 발생했다.
변형 point : 세부내용파악
원서
Language, culture, and communication: the meaning of messages
⇨ Bilingual Communities

수능특강 14강 5번
소재 : 의무 투표제의 필요성
주제문 : We compel people to wear safety belts when riding in a vehicle. Likewise, we should not be afraid to do the same in
the case of voting.
요지 : 자유 민주주의는 개인의 직접 참여에 달려있는데 안전벨트를 맬 것을 강제하듯이 투표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변형 point : 주제(the necessity to make voting compulsory), 빈칸(a lack of participation in election / doubly dangerous /
our politicians are not representative of the population as a whole / The only way to break this cycle is mandatory
voting.), 어휘추론(endangered / restrict / compel / representative / ignored), 무관한 문장 찾기
원서
Pros and Cons: A Debater's Handbook
⇨ Voting, Compulsory
EBS지문 바로 뒤 문장
The only way to break this cycle is mandatory voting.
Pros
[1]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아서 더 많은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확보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물리적으로 투표소에 가기 힘든 시민을 위해 위임투
표와 우편투표가 이용가능하다
[2] 정치인이 시민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의무투표제이다.
[3] 자유 민주주의는 권리의 균형에 달려있다. 배심원제도 강제성이 있다. 기권을 원하면 투표할 때 기표를 안 하면 된다.
[4] 오늘날 모든 시민들은 보통 선거권을 위해 희생한 선조와 역사에 빚지고 있다.
Cons
[1] 직장이나 육아문제로 투표소에 못가는 사람들이 있다.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 투표를 강제하면 무작위로 찍거나 비주류 후보에 그냥
투표할 수 있다.
[2] 기권할 권리도 민주적 권리이다. 기권할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투표할 권리를 부인한은 것만큼 독재적인 것이다. 언론의 자유가 묵비권에
의해 보완되듯이 투표할 권리도 기권할 권리에 의해 균형이 잡힌다.
[3] 권리의 균형이란 주장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벨트의 비유는 투표를 안 한다고 해서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4] 참정권 운동을 한 선조들은 권리를 추구한 것이지 의무를 추구한 것이 아니다.

수능특강 14강 6번
소재 : 여성의 신체적 능력의 신장
주제문 : One fascinating thing about Ardent Amazons is that as more and more women take up careers that require
physical force, women's average strength is likely to increase.
요지 : 더 많은 여성이 육체적인 힘이 필요한 직업에 종사할수록 여성의 평균 체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여성들이 신체적인
훈련을 받으며 두 성간의 신체적 차이는 계속 좁혀질 것이다.
변형 point : 주제, 세부내용파악
원서
Microtrends: the small forces behind today's big changes
⇨ 10: Ardent Amazons
번역서
마이크로트렌드: 세상의 룰을 바꾸는 특별한 1%의 법칙
⇨ 2장 직장생활 ⇨ 10. 열혈 여장부
책소개 :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다." Think Small… '작은 것'을 볼 줄 알아야 '
큰 것'을 얻는다! 몇 개의 큰 힘이 세상 돌아가는 법을 결정하던 메가트렌드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개인의 작은 트
렌드가, 틈새그룹의 열성적인 취향이 비즈니스와 경제, 사회를 변화시킨다. 어제의 낡은 기준으로는 더 이상 이 세상
을 이해할 수도, 미래를 대비할 수도 없다. 국제테러를 빈곤 문제로만 접근한다면, 미국은 절대 고학력 테러리스트들
을 잡을 수 없다. 언제나 작은 것에 주목할 줄 알아야 큰 흐름까지도 포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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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14강 7번
소재 : 별자리지도
주제문 : It is very easy to gain a knowledge of the stars, if the learner sets to work in the proper manner. But he often
meets with a difficulty at the outset of his task.
요지 : 적절한 방식으로 시작하면 별자리에 관한 지식을 쉽게 얻지만 흔히 학습자는 어려움을 겪는다. 별자리지도를 사용할 줄 모
르고, 우연히 별자리를 찾아내도 몇 달 뒤에는 그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찾지 못하게 된다.
변형 point : 글의 순서, 세부내용파악
원서
Half-Hours with the Stars

MAP I. NIGHT SKY.—DECEMBER AND JANUARY.

⇨ INTRODUCTION ON THE USE OF THE MAPS.

수능특강 14강 8번
소재 : 인간 정신의 심리적 기제
주제문 : Evolutionary psychologists hypothesize that the human mind is
psychological mechanisms. Instead of viewing the mind as containing a single
psychologists view the mind in roughly the way we view the body.
요지 : 진화심리학자들은 신체처럼 인간의 정신도 하나의 만능 문제해결사가 아니라
고 가정한다.
변형 point : 주제(Like the body, the mind requires different mechanisms to
anatomical mechanism / offset), 연결사(Instead of / Rather)

equipped with many different evolved
all-purpose "problem-solver," evolutionary
여러 가지로 진화된 심리적 기제를 갖추었다
deal with different tasks.), 빈칸(a single

원서
An Introduction to Evolutionary Ethics
⇨ Part Ⅰ. From "Selfish Genes" to Moral Beings: Moral Psychology after Darwin
⇨ 1.5

An Evolved mental Tool-Box

수능특강 15강 1번
소재 : 주말부부의 증가
주제문 : But now that women make more, nearly 30 percent of American households are people living alone, and air travel is
relatively cheap ─ commuter marriage is just one of the many ways that dual-earning couples are working out their life's work.
요지 : 40년 전에는 여성이 적은 수입, 사회적 편견, 비싼 여행경비 등으로 인해 부부가 거의 함께 살았지만, 요즘은 여성도 수입이 많
고, 많이들 혼자 살고, 비행기 요금도 싸져서, 주말 맞벌이 부부도 흔하다.
변형 point : 세부내용파악

수능특강 15강 2번
소재 : Mark Twain의 일화
주제문 : The note said that, since he had neglected to wear the tie, they might like to look at it for half an hour and then
return it.
요지 : 파티에 넥타이를 하지 않았다고 아내에게 지적받은 Mark Twain은 넥타이를 쪽지와 함께 방문했던 친구에게 보냈는데 넥
타이를 30분 정도 보고 반송하라고 적혀있었다.
변형 point : 빈칸(Personal appearance), 어법(open / the best tie he had that would have matched the outfit he had worn
that day), 세부내용파악
원서
Fireside Stories
of love, life and laughter
⇨ The Ato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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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15강 3번
소재 : 쓰레기 사이에서 찾은 명화
주제문 : Years later she discovered that the painting was "Three People," which had been painted by the celebrated
20th-century Mexican artist Rufino Tamayo.
요지 : Elizabeth Gibson이 쓰레기 사이에서 찾은 그림을 집에 가져와 벽에 걸었는데, 몇 년 후에 유명한 멕시코 화가인 Tamayo
가 그린 ‘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림은 원주인에게 되돌아가 백만 달러가 넘는 가격에 경매되었다.
변형 point : 세부내용파악(Elizabeth Gibson이 백만달러를 받은 것이 아님), 제목(One man's trash is one woman's
masterpiece)
원서
Sway: The Irresistible Pull of Irrational Behavior
⇨ One man's trash is one woman's masterpiece
번역서
스웨이 Sway: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선택의 비밀
책소개 : '의견이나 마음이 흔들리다, 동요하다'라는 뜻의 '스웨이(Sway)'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판단을 내릴 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심리적인 힘에 이끌리는 것을 말한다. 이 책은 인간에게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다루며 논리나 상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적
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수능특강 15강 4번
소재 : 천연방충제
주제문 : Some people don't like to use chemicals to keep mosquitoes away, but they still don't want to get mosquito bites. So
scientists are trying to find natural repellants.
요지 : 화학물질을 대신할 천연 방충제로 토마토와 개박하 추출물이 효과가 있다.
변형 point : 세부내용파악, 빈칸(those pesky mosquitoes might leave you alone.)
원서
Insectigations : 40 Hands-On Activities to Explore the Insect World
⇨ Real Entomologists

수능특강 15강 5번
소재 : 학교에서의 바람직한 글 읽기 교육
주제문 : Literacy means a high degree of competence in analyzing what's written, evaluating it and correlating it with reality.
요지 : 글자 인식 능력 뿐 아니라 글 이해 능력을 교육해야 한다.
변형 point : 주제, 빈칸(illiterate), 어법
원서
The school book:
for people who want to know what all the hollering is about
⇨ The Reading Problem

수능특강 15강 6번
소재 : 과학의 본질적 특성인 증거에 근거한 설명
주제문 : The central role of explanation in science should be part of the classroom activities.
요지 : 과학의 본질적인 특성인 증거에 근거한 설명이 수업 활동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변형 point : 빈칸(evidence-based explanation), 연결사(however / For example)
원문
NSTA(National Science Teachers Association) Journal Article
Science and Children
January 2008 Vol. 45 No. 5
Perspectives: Explaining Science
What is Explanation and Why is it important i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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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15강 7번
소재 : 고대 문명의 사회적 계층화
주제문 : Archaeologists know that different social classes existed in ancient civilizations through evidence of laws and other
written documents, as well as archaeological features including dwelling size and location.
요지 : 고대 문명의 사회계층화에 관한 여러 증거가 있다. 이는 매장풍습에서도 드러나는데 초기신석기 시대의 분묘는 거의 차이
가 없는 반면 문명사회의 분묘는 크기, 매장방식, 매장품의 수와 다양성에 있어서 크게 다르다.
변형 point : 어휘추론(different / burial / deceased / variation / classless / stratified), 빈칸(different social classes / Social
stratification / a stratified society), 세부내용파악
원서
Anthropology: The Human Challenge
⇨ 11. The Emergence of Cities and States
⇨ Social Stratification

수능특강 15강 8번
소재 : 개발도상국의 농업
주제문 : When these kinds of farming systems are moved from wealthy to poor countries, the results can be devastating.
요지 : 노동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선진국의 농업체계가 개발도상국으로 옮겨지면, 오히려 토양의 질을 저하시키고 황무지화하
거나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
변형 point : 어휘추론(conventional / minimise / scarce / devastating / degrade / less / contaminate), 빈칸(conventional /
a scarce resource: labour), 세부내용파악
원서
Sustainable Agriculture
⇨ 2. Sustainable concepts
⇨ Sustainable agriculture around the globe

수능특강 18강 1~2번
소재 :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설정하는 법
주제문 : How do you establish your "worth" in personal relationships? Here's how: Ask for the moon and settle for the stars.
요지 :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높게 보도록 자신의 가치를 높게 설정해라.
변형 point : 주제, 빈칸(Ask for the moon and settle for the stars.), 요약문 완성(Whenever you're dealing with an intangible,
establish its worth where you want it, and as long as there is no established value, you will not be seen as
unreasonable.)
원서
Get Anyone to Do Anything: And Never Feel Powerless Again
⇨ SECTION I: GET ANYONE TO LIKE YOU, LOVE YOU, OR JUST PLAIN THINK YOU'RE GREAT!
⇨ 5. Get Anyone to See You as Pure Gold

수능특강 18강 3~4번
소재 : 회고록에서 진실의 문제
주제문 : In writing about memoir and the issue of truth, writers take two sides. On the one hand are those for whom
"emotional truth" is the core, and it doesn't really matter how the writer achieves it. On the other hand are those for whom the
contract between the writer and the reader is sacred, who hold that the measures often taken to achieve emotional truth belong
in fiction, not in memoir.
요지 : 회고록과 진실에 관하여 “감정적 진실”을 주장하여 증거의 정확성을 무시하는 입장과 이는 소설에나 들어맞는 것으로 생
각하여 진실을 중요시하는 입장이 있다.
변형 point : 연결사(though / On the one hand / On the other hand), 문장삽입(The fact is, though, that he first presented
that book to his publisher as a novel.), 빈칸 및 어휘(untruth / the issue of truth / emotional truth / sacred)
원서
Life Stories : A Guide to Reading Interests in Memoirs, Autobiographies, and Diaries
⇨ Introduction
⇨ Issues in Autobiographical Writing
⇨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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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18강 5~6번
소재 :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는 방법
주제문 : One of Laurence Olivier's ways of coping with stage fright was to ask his fellow actors not to look him in the eye. Fry
had the opposite experience. The illusion of invisibility freed Richter and allowed the listener, he said, "to concentrate on the
music rather than on the performer." Some performers, like Carly Simon, on the other hand, choose to have the lights on the
audience "because of the empathic reaction."
요지 :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한 자신만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변형 point : 세부내용파악, 빈칸(invisibility / empathic reaction)
원서
The Power Presenter: Technique, Style, and Strategy from America's Top Speaking Coach
⇨ CHAPTER 6 The Mental Method of Presenting: Make the Butterflies Fly in Formation

수능특강 18강 7~8번
소재 : 처음부터 올바른 기술을 연습하는 것의 중요성
주제문 : While practicing the right way may lead to the highest levels of skilled performance, practicing the wrong way creates
permanent habits that produce negative results.
요지 : 처음에 잘못 익힌 기술은 나중에는 더 바꾸기가 힘들므로 처음부터 올바른 기술을 연습해야 한다.
변형 point : 주제, 빈칸(practice makes permanent)
원서
Psychological Factors in Competitive Sport
⇨ Chapter 2

Practice

수능특강 19강 1번
소재 : 비행기 내의 금연
주제문 : But Garfield Mahood and the Non-Smokers' Rights Association based in Toronto promoted an aggressive
clean-indoor-air revolution.
요지 : 작은 단체인 비흡연자 권리연합의 노력이 항공사 기내 흡연 금지라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변형 point : 글의 순서, 제목추론(Small organizations can have a big impact)
원서
the power of giving
⇨ Small organizations can have a big impact

수능특강 19강 2번
소재 : 시련을 이겨낸 Michael Jordan
주제문 : Rejection spells failure only if you do not believe in yourself. For those who believe, it is only a challenge.
요지 :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자신을 신뢰해야 한다.
변형 point : 제목추론(Be Your Own Fan), 주제, 글의 순서
원서
The 100 Simple Secrets of Happy People
⇨ 59. Be Your Own Fan
EBS 지문 앞 누락부분 : We need self-reinforcement, a belief in ourselves that is strong and
unwavering. Be ready to pick yourself up when you are feeling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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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19강 3번
소재 : 여러 분야의 지식을 갈구했던 다빈치
주제문 : His mind would recognize no boundaries; he sought the connections between all natural phenomena. In this sense, he
was ahead of his time and the first real Renaissance man.
요지 : 다빈치는 경계를 인식하지 않는 사고의 흐름으로 다양한 분야의 관련성을 탐구한 최초의 진정한 르네상스인이었다.
변형 point : 주제, 어휘추론(hunger / flowed / stream / overflowed / boundaries)
원서
The 50th Law
⇨ Chapter 4: Keep Moving–Calculated Momentum ⇨ mental flow
번역서
50번째 법칙: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냉혹한 성공의 기술

수능특강 20강 1번
소재 : 중국의 풍수지리
주제문 : It is in this folk-religion context that one of Chinese religion's most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environmental
awareness arises. This is the art of feng shui.
요지 : 중국의 풍수는 자연적 재료가 인공물보다 우위에 있게 하는 중국의 경관을 만드는데 일조했다.
변형 point : 빈칸(according to the prevailing natural forces in the area)
원서
Spirit of the Environment: Religion, Value, and Environmental Concern
⇨ Chinese religion and ecology

수능특강 20강 3번
소재 : 인간 행동의 내재적 측면과 이행적 측면
주제문 : Aristotle affirms that, 'we call that which is in itself worthy of pursuit more complete than that which is worthy of
pursuit for the sake of something else.'
요지 : 인간 행동의 내재적 측면과 이행적 측면 중 아리스토텔레스는 행위의 본질인 내재적 측면을 강조했다.
변형 point : 빈칸(sought for its own sake / in itself worthy of pursuit / the very fulfillment or perfection of the agent), 글
의 순서
원서
Christian Theology and Market Economics
⇨ Christianity and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수능특강 20강 4번
소재 : 정치적 안정과 국제 관광업
주제문 : Political stability has an influence on international forms of tourism.
요지 : 정치적 안정이 관광에 영향을 미친다. 동유럽은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부터 관광이 촉진되었다.
변형 point : 빈칸(Political stability)
원서
Tourism Geography
⇨ Economical development and geological stability

수능특강 21강 1번
소재 : 생태계 회복을 위한 인간의 노력
주제문 : Fortunately, we humans are able to undo some of our actions, when we realize their effect on our ecosystem.
요지 : 인간이 생태계에 미친 나쁜 영향들을 깨닫고 환경을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변형 point : 주제, 빈칸(undo some of our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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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21강 2번
소재 : 먹이 피라미드 최상위 육식 동물의 수난
주제문 : Being at the top of the food pyramid makes large predators particularly vulnerable to environmental shocks.
요지 : 환경 파괴와 인간의 사냥으로 먹이 피라미드 최상위의 대형맹수들이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
변형 point : 무관한 문장 찾기(대형맹수가 환경의 영향을 가장 늦게 받는다는 취지의 문장은 틀림), 어휘추론(vulnerable /
disruption / reverberate / dwindle / reduced / extinction / threats), 제목추론(Why Big Fierce Animals are Rare?)
원서
Do You Think You're Clever?: The Oxford and Cambridge Questions
번역서
이것은 질문입니까?: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가 최고의 인재를 찾아내기 위해 던지는 60개의 질문
⇨ 사납고 커다란 동물은 왜 희귀할까? 옥스퍼드 | 생명과학부

수능특강 21강 3번
소재 : 석유 자원의 채굴
주제문 : However, once the pressure has been equalized in the immediate vicinity of the drill hole, it takes more and more
energy to pump the oil through the rock or sediment to the well.
요지 : 유정 시추시 땅속 압력으로 석유가 솟구치는데 압력이 낮아져 일정 시점에 이르면 유정이 폐쇄된다.
변형 point : 주제, 어법, 어휘추론(higher / surges / equalized / ends / capped)

수능특강 21강 4번
소재 : 기후가 석유와 가스 탐사에 미치는 영향
주제문 : Thus, while climate change may not impact these resources, oil and gas reserves and known or contingent resources
could be affected by new climate conditions, since climate change may affect access to these resources.
요지 : 기후 변화는 석유와 가스 자원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접근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변형 point : 빈칸(access to these resources), 연결사(On the other hand / for instance), 요지, 글의 순서
원서
Climate Impacts on Energy Systems: Key Issues for Energy Sector Adaptation
⇨ Chapter 3 : Climate Impacts on Energy

수능특강 22강 2번
소재 : 대륙 이동설
주제문 : Wegener hypothesized that the continents once formed part of a single giant landmass, which he named Pangaea,
meaning "all lands."
요지 : Wegener는 해안선의 공통점과 동일한 화석을 근거로 대륙이동설을 주장했지만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변형 point : 문장삽입(The age and type of rocks in the coastal regions of widely separated areas, such as western Africa and
eastern Brazil, matched closely.), 글의 순서, 어휘추론(single / similarities / same / identical / separated / opposition), 빈칸(that
had been adjoining parts of Pangaea)

수능특강 22강 4번
소재 : 아르키메데스이 금관 이야기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설명
주제문 : This principle states that a body immersed in a fluid experiences a buoyant force equal to the weight of the fluid it
displaces.
요지 : 아르키메데스의 금관 이야기는 실효성이 의문시 되며 액체 속에 가라앉은 물체는 그 물체가 밀어내는 액체의 질량과 동일한 부력을 받
는다는 원리에 따라 왕관과 금 견본을 저울에 균형을 맞춘 후 물에 담가 부력의 차이로 밀도를 비교했을 것이다.
변형 point : 빈칸(the weight of the fluid it displaces), 글의 순서(단서: Moreover / instead / This principle / Using this
principle / This difference), 어휘추론(displacement / equal / balancing / less dense / greater / tilt)
원문
http://en.wikipedia.org/wiki/Archimedes

The wreath and the gold
nugget have equal weight

- 47 -

The wreath displaces more
water than the gold nugget

수능특강 23강 1번
소재 : 지나친 휴가 계획
주제문 : To spend fifty weeks a year planning and longing for the other two is a classic example of reversed priorities, an
exercise in almost guaranteed frustration.
요지 : 일상에서 기쁨을 찾는 대신 짧은 휴가만을 기대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변형 point : 제목추론(Don't Overemphasize Your Vacations), 주제
원서
Don't Sweat the Small Stuff with Your Family:
Simple Ways to Keep Daily Responsibilities and Household Chaos From Taking Over Your Life
⇨ 61. Don't Overemphasize Your Vacations

수능특강 23강 2번
소재 : Palmanova 요새도시
주제문 : The fortress town of Palmanova is a stellar example of the architectural and military prowess that allowed the
Venetians to maintain their dominion for nearly four centuries.
요지 : Palmanova는 베네치아 사람들이 지배권을 유지하게 해준 별모양의 군사요새이다.
변형 point : 세부내용파악

수능특강 23강 3번
소재 : 스포츠 분야에서의 폭력성
주제문 : That is, as winning increases in importance because of financial payouts, status, and symbolic rewards, many players
choose to use any means at their disposal, even violence, to attain victory.
요지 : 스포츠에서 승리에 대한 문화적 요구는 지나친 폭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변형 point : 빈칸(The cultural imperative of winning / in their overzealousness for winning / too much pressure to win), 어
휘추론(imperative / increases / disposal / attain / denied / insignificant / escalated)

수능특강 24강 2번
소재 : 실내 디자이너
주제문 : And so there is the need for professional interior designers.
요지 : 실내 디자인은 공간을 사용하고 즐기는 방식을 총체적으로 보는 것으로 전문적인 디자이너가 필요하다.
변형 point : 주제, 어휘추론(personal / impose / holistic / cohesive / strengthen / understand / necessary)

수능특강 24강 4번
소재 : 선호하는 음악을 듣는 것의 긍정적 효과
주제문 : Thus listening to preferred music has powerful effects on aspects of behavior outside voluntary control as well as on
mood and affect.
요지 : 선호하는 음악의 감상은 음악적 자극의 nature와는 무관하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
변형 point : 빈칸(physical and psychological goals, such as pain management and relief / the nature of musical stimulus),
무관한 문장 찾기 or 세부내용 파악(음악적 자극의 성격-선호하는 음악의 종류-는 신체적, 심리적 효과와 무관하다는 점에 유념
할 것!)
원서
Oxford Handbook of Music Psychology
⇨ Effects ou musical preferences
EBS 지문 앞 누락 문장 : Preferred music listening has been shown to be particularly effective in
achieving physical and psychological goals, such as pain management and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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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25강 2번
소재 : 대학 입학생의 이상적인 지원자
주제문 : Even extremely selective schools have to dip into the general run of humanity to fill their first-year classes, so don't
discount your chances simply because you feel you don't measure up to the ideal.
요지 : 대학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지원자가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지원자들은 평범하므로 지원 기회를 흘려보내지 마라
변형 point : 주제, 글의 순서, 지칭추론(지문내용일부 수정 후 이상적인 지원자 ↔ 실제 보통의 지원자), 어휘추론(ideal /
depressed / meager / ideal / ordinary / general / discount)
원서
America's Best Value Colleges, 2005
⇨ What Colleges Want

수능특강 25강 3번
소재 : 학생 도덕성 발달에의 학교의 비공식적인 기여
주제문 : School hallways, lunchrooms, and playing fields have always served as real-life laboratories for students to observe
moral events, make choices, and learn from the choices they and others make.
요지 : 학생들은 명시적인 교육, 즉 교실 수업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학교생활 속에서도 도덕적 사건을 관찰하고 선택하
면서 도덕성을 발달시킨다.
변형 point : 연결사(In turn / Moreover), 빈칸(real-life laboratories)
원서
The Comprehensive High School Today

수능특강 25강 4번
소재 : 학교의 지역 사회와의 협력 관계 구축의 필요성
주제문 : Schools need to develop strong relationships with one or more outside institutions, such as a university or community
college, a museum, a hospital, or a business. The idea is to break down the barriers between adolescent life and adult life, so
that young people can ease into a world of responsibility and "initiative."
요지 :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외부기관이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변형 point : 주제, 빈칸(students will become more integrated into their communities)
원서
The Future of Democracy : Developing the Next Generation of American Citizens

수능특강 26강 2번
소재 : 20세기 전기의 특성
주제문 : Twentieth century biographers, on the other hand, have been influenced by the widespread ideals of science to
seek the truth.
요지 : 빅토리아 시대 전기 작가들은 부정적인 내용을 배제했지만 20세기 작가들은 진리를 모색하는 과학의 이상에 영향을 받아
잘못과 실수도 설명한다.
변형 point : 주제, 빈칸(which would keep the reader from admiring him / the widespread ideals of science to seek the
truth / a person's faults and mistakes / as human beings rather than as statues on pedestals)

수능특강 26강 3번
소재 : 음성 언어와 구별되는 문자 언어의 특징
주제문 : However, writers must learn to express their thoughts clearly using precise and accurate language, without the
benefit of elaboration to the prospective reader.
요지 : 음성언어는 여러 수단을 통한 의미 전달이 가능하나 문자언어는 정확한 언어 사용을 통해 생각을 전달해야 한다.
변형 point : 주제, 연결사(Although / However)
원서
Oral Language in Early Childhood and Primar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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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26강 4번
소재 : 사과하기에 대한 남녀 간의 인식의 차이
주제문 : Elaine Showalter, a literary critic, argues that male authors allow their male characters to mistreat women and
escape without an apology.
요지 : 남성 작가들의 작품 속 남자주인공은 여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불명예인양 행동한다.
변형 point : 주제, 지칭추론
원서
On Apology

수능특강 27강 1번
소재 : 약어가 사용된 말로 된 도로 표지판의 오해
주제문 : However, word sign messages can also be misunderstood, as shown by Hawkins, Womack, and Mounce.
요지 : 기호로 된 표지판은 오해될 가능성이 높지만 말로 된 도로 표지판도 공간의 제약으로 약어가 사용되어 자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변형 point : 연결사(However / For example), 빈칸(word sign messages can also be misunderstood)
원서
Handbook of Warnings
⇨ Word Signs

수능특강 27강 2번
소재 : 회사와 소비자 공동체간의 아이디어 공유
주제문 : If companies want to engage their consumers as innovators, they too will have to open up so their consumers can
freely share ideas and modify their products.
요지 : 회사와 소비자 공동체 간의 아이디어 공유가 더 나은 혁신을 가져오므로 회사는 소스를 개방해야 한다.
변형 point : 빈칸(freely share open-source designs / who will also provide rapid feedback on whether a new service wil
work), 어휘추론(thrive / share / paving / renaissance / clear / tighter / engage / open / modify)
원서
We-Think : Mass innovation, not mass production

수능특강 27강 3번
소재 : 주차구역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고려할 사항
주제문 : Getting pedestrians to and from their vehicles safely is a paramount concern in any parking area.
요지 : 주차구역 설계 시 차량만큼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데, 보행자 경로의 체계적 배치, 안전한 횡단을 위해 표지
판과 노면표시 외에 방벽의 사용을 포함하는 교통제어 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변형 point : 세부내용파악, 제목추론(Pedestrian Circulation), 문장삽입(In addition to signage and pavement markings, this can
include the use of barriers that signify to both pedestrians and drivers that caution should be exercised.), 빈칸(a hierarchy of
pedestrian routes), 어휘추론(hierarchy / separate / intersect / ensure / caution / encourage / designated / raises)
원서
Landscape Architectural Graphic Standards
⇨ Parking Standards
⇨ Pedestrian Circulation

수능특강 27강 4번
소재 : 품질 확인을 위한 매체들
주제문 : Sometimes we gather information by paying outsiders to certify quality.
요지 : 품질 검증을 위해 외부기관에 대가를 지불하고 정보를 얻는 것이 유익하다.
변형 point : 주제, 세부내용파악, 어휘추론(outsiders / bad / gem / spared / zero stars / obscure)
원서
Naked Economics
⇨ 5. Economics of Information: McDonald's didn't create a better hamburger
번역서
벌거벗은 경제학: 도표와 공식을 벗은 유쾌한 경제 이야기
⇨ 5. 정보 경제학 : 맥도널드가 만든 것은 더 좋은 햄버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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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28강 3번
소재 : 두려움을 유발하는 분석되지 않은 전체
주제문 : Because self-fear perceives things in lumps or masses, the component parts are lost sight of, and the wholes are magnified.
요지 :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을 차분히 분석해 보면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많은 세세한 것들에 불과하다.
변형 point : 주제, 글의 순서, 빈칸(liars)
원서
Culture of Courage a Practical Companion Book for Unfoldment of Fearless Personality
⇨ Chapter V. Fear of Self
⇨ Remedies: Note, Fourthly

수능특강 28강 4번
소재 : 행동 변화를 통한 내면의 치유

Healing begins with awareness and ends with change. It asks us to release the emotional
hurts buried deep inside. We must give up our habits and comfort zones and renounce unhealthy
behavior that compromises who we really are, even if that behavior makes us feel safe.

주제문 :

요지 : 치유(Healing)는 내면 깊은 곳의 감정적 상처에 대한 자각과 함께 시작해서 습관과 행위의 변화와 함께 완료된다.
변형 point : 주제, 어휘추론(release / renounce / compromises / emotional / expressive / victimizing / controlling / passive)
원서
Healing Happens with Your Help: Understanding the Hidden Meanings Behind Illness
⇨ Part Ⅰ: Understanding the Nature of Healing
⇨ Chapter 1: Healing and Curing Aren't the Same ⇨ Healing

수능특강 29강 1번
소재 : 커피 재배와 카르텔
주제문 : Coffee growers are poor because they have no power of scarcity.
요지 : 커피는 희소성의 힘이 없기 때문에 생산국들이 카르텔을 결성해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변형 point : 주제, 빈칸(scarcity power / only if new producers cannot easily enter the market.), 문장삽입(Whenever the cartel
succeeded in raising prices, new farmers in new countries quickly found it attractive to start growing coffee.)
원서
The Undercover Economist: Exposing Why the Rich Are Rich, the Poor Are Poor - and Why You Can
Never Buy a Decent Used Car!
번역서
경제학 콘서트
책소개 : 스타벅스 커피나 슈퍼마켓, 교통체증 등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의 사례를 통해 희소성, 내부정보, 효율성, 시장의 힘, 게임 이론 같은
경제학의 중요 내용을 은연중에 다루면서 이러한 힘들이 우리의 경제생활과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이 책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경제원리를 쉽게 알려주는 동시에 경제학적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알려주는 유익한 경제학 안내서이다.

수능특강 29강 2번
소재 : 뉴스 매체와 민주주의
주제문 : But this special access to the media adds to growing cynicism that news media legitimise social inequality and
hinder participatory and contemplative democracy.
요지 : 뉴스는 폭넓은 관점과 정보를 제공하여 민주주의에 일조하나 주로 특권층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냉소주의를 가중시킨다.
변형 point : 빈칸(cynicism that news media legitimise social inequality and hinder participatory and contemplative democracy),
어휘추론(lifeblood / agenda / privileged / cynicism / legitimise / hinder)
원서
Protecting the news: Civil society and the media
⇨ The importance of the media and the diversity of media content
The importance of the media and the diversity of media content
The media, in all its forms, is a key factor in enabling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debate, increasing effective public engagement
with government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expanding the public sphere and the range and type of voices within it and, ultimately,
enhancing democracy. This is particularly relevant in relation to news media. The news is often claimed to be the lifeblood of a
democracy –a healthy news service as a key indicator of a fully functioning democratic system, providing a range of information on
which citizens can deliberate and make their own decisions. This is a vitally important role. The news media may not tell us what to
think but they do set the agenda on what we should think about, and they play a central part in informing our hopes, fears and
desires. This is one reason why so many people invest so many resources in trying to get into the news. The news media also affect
policy-makers and their decision-making processes. In liberal democracies, power is gained by winning elections. Winning elections
requires persuasion, which means creating a public persona for key political figures. The news media, hungry for news fodder,
routinely access and give precedence to these elite views of reality. After all, the powerful are often very newsworthy and have
become adept at providing ready-made copy that is highly convenient for increasingly pressurised newsrooms. But this adds to the
growing criticism that news media can further legitimise social inequality and thwart participatory democracy. Policy-makers also look
to the news media to gain a sense of what the current issues are, and what the electorate is concerned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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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29강 3번
소재 : 고용주가 불황기에 대처하는 방식의 변화
주제문 :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way employers have responded to recessionary periods over time.
요지 : 고용주가 불황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업무공유와 임금 삭감에서 일시 해고로 시기에 따라 변했다.
변형 point : 주제, 문장삽입(These practices changed after the passage of the Social Security Act (that is, unemployment
insurance) in 1935.), 글의 순서
원서
Work in America: An Encyclopedia of History, Policy, and Society
⇨ Layoffs

수능특강 29강 4번
소재 : 유죄 협상제와 삼진 아웃 법
주제문 : While the Supreme Court has approved of plea bargaining in general, extensive use of this tactic has been an
issue with many politicians who demand that those convicted should serve longer sentences.
요지 : 유죄 협상제에 대한 보완책으로‘삼진 아웃’법이 등장했다.
변형 point : 어휘추론(speed up / agreement / admit / reduced / demand[mandate] / longer), 빈칸(a plea bargain has been struck)
출처
http://www.answers.com/topic/what-is-a-plea-bargain-and-how-does-it-relate-to-the-three-strikes-law
⇨ Politics Q&A: What is a plea bargain and how does it relate to the "three strikes" law?

수능특강 30강 1번
소재 : 인터넷을 통한 친구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주제문 : There is some evidence that, in the area of health, having an Internet "buddy" helps. "Anonymity takes away a lot of
inhibitions, and people are more frank on the Internet," Lorig explained.
요지 : 환자들이 인터넷 친구를 가지는 것은 도움이 된다. 익명성으로 인해 거리낌 없이 보다 솔직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변형 point : 빈칸(since you cannot see the person), 어휘추론(similar / Anonymity / inhibitions / frank)
원서
Join the Club: How Peer Pressure Can Transform the World
번역서
또래압력은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는가: 소속감에 대한 열망이 만들어낸 사회 치유의 역사
“긍정적인 또래압력의 체계적 발휘, 그것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세상을 치유한다!” 또래압력이 사회적 치유
책이 되는 순기능에 주목하라!
EBS 지문의 번역서 부분
일본 자살 모임과 테러리스트들의 채팅룸은 물론 부정적인 또래압력의 사례다. 온라인상의 관계를 통해 막 싹을 틔운 새로운 정체성을 강화시
키는 긍정적인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인터넷만이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열 수 있는 플랫폼인지, 사회 변화의 측면에서 온라인상의 관계가 정말
로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보안 분야에서는 인터넷 친구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다. 스탠포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케이트 로릭 명예교수는 몇 가지 연구를 실시하
여 심장질환, 폐질환, 당뇨병, 관절염, 허리 통증 등의 질환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온라인이나 이메일 동호회를 만들었다. 온라인 친구는 단지 조언만
했다. 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지 묻고, 불평불만을 들어 줄 뿐이었지만 치료에 도움이 됐다. 로릭 교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는, 그
것이 직접 대면하는 또래 집단과 유사한 결과를 낳았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결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익명성은 금기 사항을 없애 주기에 사
람들은 인터넷상에서 더 솔직해 집니다. 게다가 사람을 직접 볼 수 없기에 인종, 민족, 나이 등이 대부분의 경우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수능특강 30강 2번
소재 : 음식 섭취에서 절제의 중요성
주제문 : moderation, not total abstinence, is the key.
요지 : 음식 섭취에 있어서 지방, 설탕 등의 성분은 제한되어야 하나 완전한 금욕이 아닌 절제가 핵심이다. 절제는 또한 바람직한
음식 성분의 제한도 의미한다.
변형 point : 빈칸(moderation, not total abstinence, is the key.), 어휘추론(limited / indulge / misinformed / steady / moderate /
desirable), 글의 순서, 무관한 문장 찾기
원서
Nutrition: Concepts and Controversies
⇨ Moderation

hot-fudge sun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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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30강 3번
소재 : 민간 자금 지원이 초래한 문제
주제문 : It clearly said that the whole episode took place "because public institutions must now depend on funding from private
enterprise."
요지 : 제약회사로부터의 연구비 지원은 그 회사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객관적 연구수행과 공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변형 point : 글의 순서, 빈칸(public institutions must now depend on funding from private enterprise.), 연결사(Unfortunately /
because)
원서
A Short Course in Intellectual Self Defense : Find Your Inner Chomsky
⇨ 4. Empirical and Experimental Science ⇨ 4.2 Science and Epistemology
번역서
촘스키처럼 생각하는 법: 말과 글을 단련하고 숫자, 언어, 미디어의 거짓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기술
EBS 지문의 번역서 부분
8년전, 세계 최고의 의학전문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션>은 제약회사와 대학 연구소 간의 우려스런 밀월관계와 그로
인한 이해관계의 갈등 및 연구 결과에 끼치는 영향을 다른 사설을 연속적으로 게재해, 그때까지 전문가들에게만 국한됐던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그 권위 있는 의학전문지까지, 논문을 심사하기 위해서 제약회사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전문가를 구하는
데 애를 먹을 정도였다. 요즘엔 누구도 이런 현실이나 이런 현실의 부정적인 의미를 의심하지 않는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진
행된 과정은 무척 단순하다. 제약회사들이 대학 연구소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연구를 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존관계를 무기로, 제약회사들은 연구 과제를 지정하고, 때로는 연구 결과에도 영향을 끼치는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
한다.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관계가 어떤 비극적 결과를 불러올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올리비에
리 박사의 사건은 그 결과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토론토 병원에 근무하는 혈액학자로 토론토 대학에서 연구교수로도 근무한 낸시 올리비에리는 데페리프론이란 신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신약에 위험한 부작용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 사실을 발표해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그 연구가 데페리프론을 생산하는 제약회사 아포텍스에서 연구비를 받아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아포텍
스는 논문의 발표를 금지시키고, 관련 환자들에게 연구 결과를 알리는 것조차 막아달라는 법률 소송을 제기했다. 안타깝게도
올리비에리 박사는 병원에서도 대학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 두 곳 모두에서 진실과 연구원의 독립보다는 제약회사의 연구비
지원을 더 염려한 탓이었다. 2년간의 조사가 있은 후에야 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 기관이
민간기업의 금전적 지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생긴 불미스런 사건이었다.

수능특강 30강 4번
소재 : 유아의 통증 감지에 대한 인식 변화
주제문 : As late as 1987, an editorial in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still found it necessary to argue that the
evidence was "so overwhelming that physicians can no longer act as if all infants were insensitive to pain."
요지 : 유아는 통증에 민감하지 않다는 견해가 1970년대 후반까지도 의학계에 받아들여져 마취가 제대로 안 된 상태로 유아에 대
한 수술이 행해졌다.
변형 point : 요지, 문장삽입(Even after the practice was recognized as harmful, anesthesiologists and hospitals resisted the
change.)
원서
The Pain Chronicles: Cures, Myths, Mysteries, Prayers, Diaries, Brain Scans, Healing, and the Science of
Suffering
⇨ Ⅲ. TERRIBLE ALCHEMY: PAIN AS DISEASE ⇨ Pain Threshold and Pain Tolerance
번역서
통증 연대기: 은유, 역사, 미스터리, 치유 그리고 과학
⇨ 3부: 통증은 병이다-두려운 연금술 ⇨ 통증 역치와 통증 내성
EBS 지문 뒤 누락부분
Finally, a study conclusively demonstrated that babies who were operated on without anesthesia were more likely to
die! By contrast, those given anesthesia recovered more quickly from surgery and suffered fewer complications.

수능특강 Test 1 3번
소재 : 교직에 있어서 지적 도전의 부재
주제문 : In a typical school setting, many teachers teach the same subject matter year after year, without any real
opportunity from teaching to discover or acquire new knowledge, skills, or abilities.
요지 : 교사에게 자유재량이 적고 정해진 교육과정이 강요되어 평범한 교사에게는 교직이 쉽게 따분해질 수 있다.
변형 point : 빈칸(lose the spark / intellectual detours), 어휘추론(prescribed / imposed / variations / routinised / exceptions
/ rewarding / dreary)
원서
Teaching and Researching Motivation
⇨ Lack of Intellectual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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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Test 1 4번
소재 : 신경과 전문의 Madame Capmello
주제문 : Madame Campello turned out to be extremely receptive to this, and several times I called her after speaking with
Katherine once we had got home, and we decided on an adjustment to her medication.
요지 : Campello씨는 Katherine의 수술에 최선을 다했으나 엄한 교장 같아서 Katherine 대신 내가 치료법을 물어봤다.
변형 point : 글의 순서, 연결사(however / However), 세부내용파악
원서
We Bought a Zoo: The Amazing True Story of a Young Family, a Broken Down Zoo, and the 200
Wild Animals That Change Their Lives Forever
⇨ 2. The Adventure Begins
번역서
동물원을 샀어요
책소개: 소설-재정난으로 사멸 위기에 처한 동물원 매입에서 재개장까지, 한 평범한 가족이 꿈과 열정으로 이루어낸 1
년의 기적 - Katherine은 주인공의 부인으로 소설 중반 사별하게 된다.

EBS 오류 (밑에서 4행)
I was → I have
원문 : with one or two school expulsions under my belt, I have → EBS : as a troublemaker at my school, I was

수능특강 Test 1 5번
소재 : 인물을 통한 호소(character aspect)의 개념과 실제
주제문 : Character appeals rely on the reputation and experience of the speaker to build a foundation for the appeal.
요지 : 인물을 통한 호소(Character appeals)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관련 유명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변형 point : 주제, 연결사(However / For example / Similarly), 글의 순서, 제목추론(Appeals based on one's status, celebrity,
or character)
원서
Business and Professional Communication in the Global Workplace
⇨ Chapter 10: Presentation In A Global Workplace
⇨ Persuasive Presentation
There are three ways to appeal to an audience: logical appeals, emotional appeals, or appeals based
on one's status, celebrity, or character. Each appeal has specific advantages and uses.

수능특강 Test 1 8번
소재 : 집중력에 방해가 되는 인터넷
주제문 : The Internet is an interruption system, a machine which is fit for dividing attention.
요지 : 인터넷은 이메일 확인 등으로 주의력을 분산시킨다.
변형 point : 주제, 빈칸(an interruption system / the cognitive cost can be high. / the greater the impairment the distractions
cause.), 제목추론(an interruption system)
원서
The Shallows: What the Internet Is Doing to Our Brains
⇨ an interruption system
번역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
책소개 : 더 이상 정보를 인간의 머릿속에 저장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세상에서 링크와 하이퍼텍스트로 이어지는 정보
를 따라 문제의식 없이 흘러 다니는 우리의 사고를 집중 조명한다. 그리고 첨단 기술의 달콤함에 빠진 사이, 우리가 잃어
버린 것이 무엇인지 예리하게 고찰한다.

수능특강 Test 1 9번
소재 : 어휘를 바꿔 발상의 전환을 끌어냄
주제문 : The change in their name gave them explicit permission to exercise their imagination.
요지 : 어휘를 바꿔서 발상의 전환을 끌어내고 태도를 바꿀 수 있다.
변형 point : 주제, 빈칸(to exercise their imagination)
원서
What I Wish I Knew When I Was 20: A Crash Course on Making Your Place in the World
번역서
스무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스탠포드대 미래인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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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Test 1 10번
소재 : 현대 자유 국가에서의 개인의 가치
주제문 : Yet one feature of modern life is shared by even the bitterest political rivals ─ a moral and political commitment
to the value of the individual.
요지 : 현대 자유국가들은 개인의 가치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한다.
변형 point : 주제, 연결사(Yet / Rather / For instance), 어휘추론(disagreements / promotion / upholds / unalienable)
원서
Infinite Autonomy:
The Divided Individual in the Political Thought of G. W. F. Hegel and Friedrich Nietzsche

수능특강 Test 1 11번
소재 : 함께 하는 여가 활동의 즐거움
주제문 : Personal development requires
wilderness areas, we tend to travel and
요지 : 개인적 발전은 일정 수준의 독립을
변형 point : 문장삽입(However, even in
of others.), 주제

a level of independence that such activity promotes. However, even in exploring
enjoy activities in the company of others.
필요로 하지만 우리는 타인과 함께 활동하기를 즐기는 경향이 있다
exploring wilderness areas, we tend to travel and enjoy activities in the company

원서
Managing Environments for Leisure and Recreation
⇨ 1. The scope of leisure and recreation
⇨ Who takes part?

수능특강 Test 1 12번
소재 : 인적 네트워크 형성
주제문 : Identifying possible hurdles enables you to easily handle many of them when they arise.
요지 :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방해 요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를 쉽게 한다.
변형 point : 제목추론(Identify hurdles), 주제, 어휘추론(roadblocks / derail / handle / alert / feasible)
원서
NETWORKING MAGIC: Making Connections That Will Change Your Life
⇨ STEP 23: Identify hurdles

수능특강 Test 1 13번
소재 : 미국과 영국 사이의 정치적 분리의 근간이 된 문화적 차이
주제문 : Before the political separation between America and England, there was a cultural separation that can be traced to
American conditions; and the cultural separation was what led to the desire among Americans for political separation.
요지 : 영국과 미국 사이의 문화적 분리가 결국 정치적 분리의 바탕이 되었다.
변형 point : 주제
원서
American Beliefs: What Keeps a Big Country and a Diverse People United
⇨ 2. How American Culture Was Formed

수능특강 Test 1 14번
소재 :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목표 설정
주제문 : It can be quite discouraging to declare that you are going to do something that is way beyond what is possible.
요지 :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면 실제 성과가 괜찮더라도 낙담할 수 있다.
변형 point : 주제(It is important not to set yourself up for failure by committing to goals that are unrealistic.), 글의 순서,
문장삽입(but when it came time to weigh herself, she'd lost "only" three pounds.)
원서
Excelling in College: Strategies for Success & Reducing Stress
⇨ 3. Managing Time and Setting Goals
⇨ Formulating Priorities and Goals ⇨ Setting Goals
EBS 지문 바로 앞 누락문장
Yet it is also important not to set yourself up for failure by committing to goals that are unrealistic.
EBS 지문 바로 뒤 누락문장
After that, she gav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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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Test 1 15번
소재 : 수익 대 투자의 비율 비교
주제문 : Therefore, in a competitive market for inputs, we expect the price of all inputs to be equal to the amount of
revenue they generate.
요지 : 자본의 투입과 수익이 같은 시장이 효율적이다.
변형 point : 주제, 어휘추론(efficient / hire / inefficient / output), 빈칸(the market is efficient.)
원서
The baseball economist: the real game exposed
⇨ Part Three - Way Off The Field
⇨ 10. Innovating to Win
번역서
괴짜 야구 경제학: 경제학이 발가벗긴 야구의 비밀

수능특강 Test 1 16번
소재 : 신 바빌로니아인의 점성술
주제문 : In other words, for humans to believe that they can measure and interpret their universe and thereby learn how
to benefit from it is more scientific than cowering in ceaseless fear of inexplicable mysteries.
요지 : 신 바빌로니아인들의 점성술은 당대에서 보자면 미신이 아닌 과학으로 인신된다.
변형 point : 연결사(In other words / Moreover), 어법(but the New Babylonians' search for correspondences between
heavenly events and earthly ones was / to believe that they can measure and interpret their universe and thereby learn
how to benefit from it is more scientific / Moreover, dedicated to this belief / in which they recorded all planetary
movements and eclipses)

수능특강 Test 1 19~20번
소재 : 중국인의 중화사상
주제문 : The inhabitants of the Middle Kingdom (China's name for itself, meaning essentially "the center of the world")
had little interest in the tales brought to them by foreigners.
요지 : 중국의 자기중심적 중화사상은 호기심의 결핍을 초래했고 현대의 중국 철학자들도 지식의 추상적 이론화보다는 지식의 실
용적 적용에만 관심을 보였다.
변형 point : 주제
원서
The Geography of Thought: How Asians and Westerners Think Differently...and Why
⇨ 2 The Social Origins of Mind

Economics, Social Practices, and Thought
번역서
생각의 지도: 동양과 서양, 세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

수능특강 Test 2 2번
소재 :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공 확률
주제문 : "In short," Bates argues, "the franchise route to self-employment is associated with higher business failure rates
than independent business ownership."
요지 : 프랜차이즈 사업이 독립 사업에 비해 성공 확률이 더 높은 것은 아니다.
변형 point : 글의 순서, 어휘추론(Advocates / billed / fare / limited / bankrupt / successful / overstated / benefits / lower
/ higher)
원서
Fast Food Nation: The Dark Side of the All-American Meal
⇨ 4.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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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Test 2 3번
소재 : 팀 지도자의 구성원에 대한 신뢰
주제문 : One little thing you need to do as a new team leader is to start with 100 percent trust in your team members.
요지 : 팀의 지도자는 구성원을 신뢰하여 최대한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변형 point : 빈칸(empowered / total liberation), 어법(you should trust each of them to get on and do the job, making
whatever decisions are necessary / There should be no need for them to come running to you every five minutes asking
permission to step out of line or spend ten cents on a customer. / In fact, there should be no need for you to give
permission / Ideally, your team members should be empowered to choose their own working hours)
원서
The Biz: 50 Little Things That Make A Big Difference To Team Motivation and Leadership
⇨ 7. Liberate People With Trust

수능특강 Test 2 4번
소재 : 수면에 관한 예외적인 사례
주제문 : She awoke as early as the average baby wakes, happy and refreshed, and her mother finally learned that there
is no sleeping rule without exceptions, whether applied to infants or adults.
요지 : 평균적인 아기와 달리 7시에 눕혀도 9시가 넘어야 자는 아기의 어머니는 수면 규칙에도 예외가 있음을 알았다.
변형 point : 주제, 빈칸(there is no sleeping rule without exceptions)

수능특강 Test 2 8번
소재 : 중국에서 시행한 McDonald의 마케팅 기법
주제문 :

Enter Ronald McDonald, who is "Uncle McDonald," and his female counterpart, "Aunt McDonald."

요지 : 외동이 많은 중국에서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맥도날드 삼촌’과 ‘맥도날드 숙모’가 등장하여 중국에서 사라진 확대가족의
역할을 대신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변형 point : 주제, 지칭추론

수능특강 Test 2 9번
소재 : 겉으로만 남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
주제문 : Sometimes, however, someone can appear, on the surface, to be a good listener but is actually more concerned with
encouraging you to dwell on your problems and the things that bug you.
요지 : 겉으로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듯하지만 실제는 우리를 괴로운 문제에 더 몰두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변형 point : 주제, 제목추론(Be Wary of Friends Who Encourage You to Dwell), 연결사(however / however), 빈칸(to dwell on
your problems and the things that bug you. / to keep you caught up and concentrated on the things that are upsetting you. /
you sweat the small stuff more)
원서
Don't Sweat The Small Stuff For Teens
: Simple Ways to Keep Your Cool in Stressful Times
⇨ 67. Be Wary of Friends Who Encourage You to Dwell

수능특강 Test 2 10번
소재 : 사업과 도덕성
주제문 : Even many of the approaches to business ethics taught in business schools tend to perpetuate this image by viewing
business with suspicion and in need of restraint.
요지 : 사회전반에 사업과 도덕성이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변형 point : 주제, 어휘추론(a necessary evil / an obstacle / constructive / corrupting / common / negative / villains /
perpetuate / restraint), 문장삽입(Yet it is not only the media.), 글의 순서, 빈칸(a necessary evil)
원서
Christian Theology and Market Economics
⇨ 7. Business as a moral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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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Test 2 11번
소재 : 창조성의 필수요건으로서 지식의 중요성
주제문 : Research has shown that one of the first essentials for productive creativity in the da Vinci or Einstein sense is
thorough knowledge of the field.
요지 : 창조성을 위해서는 그 분야의 빈틈없는 지식이 필수조건이다.
변형 point : 문장삽입(Yet artistic,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reativity involve considerably more than the capacity to
think in a divergent or innovative fashion.), 연결사(Yet / for example / Nonetheless), 글의 순서

수능특강 Test 2 12번
소재 : 매일 글 쓰는 습관의 장기적 효과
주제문 : The clear implication was that the best advice for young writers and aspiring professors is: Write every day.
요지 : 글은 한꺼번에 많이 쓰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인다.
변형 point : 주제, 문장삽입(When the researcher followed up on the group some years later, he found that their paths had
diverged sharply.), 요약문 완성(Use your self-control to form a daily habit, and you’ll produce more with less effort in the
long run.)
원서
Willpower: Rediscovering Our Greatest Strength
EBS 지문 뒤 누락부분
Write every day. Use your self-control to form a daily habit, and you’ll produce more with less effort in the long run.

수능특강 Test 2 13번
소재 : 서로에게 맞추려는 인간의 상호작용
주제문 : But the studies show that humans accommodate to one another's performance. They interact
with one another, but not with the metronome, leading to a great drive to coordinate.
요지 : 인간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서로 조화를 이루려는 특성이 있다.
변형 point : 주제, 어휘추론(closely / counterintuitive / steadier / predictable / accommodate / facilitate / interactions /
aligned)
원서
The World in Six Songs : How the musical brain created human nature
번역서
호모 무지쿠스: 문명의 사운드트랙을 찾아서
책소개 : 전작 『뇌의 왈츠』(230제 152번)가 감성과 미학의 영역으로 분류되었던 인간의 예술적 능력을 뇌과학과 신경과학
이라는, 당시로서는 다소 생소하게 들렸던 언어로 풀어냄으로써 음악적 뇌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했다면, 『호모 무지쿠스』
는 ‘언어 본능’에 정면 도전하며 ‘음악 본능’이라는 개념을 수많은 사례와 인용을 통해 구체화한다.

수능특강 Test 2 14번
소재 : Carlile의 책 자동판매기
주제문 : In 1822 an English bookseller and freethinker named Richard Carlile designed a vending machine which he hoped
would hold off the censors and the police.
요지 : Carlile는 서적의 검열과 구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판매기를 고안했으나 법정은 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변형 point : 글의 순서, 세부내용파악
원서
Vending Machines: An American Social History
⇨ 1. From Hero of Alexandria to Tutti-frutti of New York: The Years to 1918

수능특강 Test 2 15번
소재 : 도우미가 갖추어야 할 자세와 자격
주제문 : To help your clients, you need to integrate your knowledge, your skills, and the person you are.
요지 : 진정으로 고객을 도우려면 지식과 기술(과학)뿐 아니라 인간성(예술)을 통합해야 한다.
변형 point : 주제, 문장삽입(You need to know yourself and your client to effectively apply helping skills.)
원서
Becoming a Helper
⇨ Integrating Knowledge, Skills, and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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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Test 2 16번
소재 : 우리 몸에서 웃음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주제문 : Thus, laughter typically occurs at a low lung volume, forcing out more air from the lungs than occurs during
normal breathing.
요지 : 웃음은 최초의 강제적 날숨이 신속하게 반복될 때 발성이 수반되어 발생하며 정상 호흡보다 많은 공기를 배출한다.
변형 point : 빈칸(at a low lung volume), 문장삽입(This is followed by a sustained sequence of repeated, rapid, and shallow
expirations, which, when accompanied by phonation, produce the "ha-ha-ha" of laughter.), 세부내용파악

수능특강 Test 2 17번
소재 : 개미들의 습성
주제문 : Some of these creatures are useful to the ants, and clean up the nests and do other duties, while others seem
to be mere boarders, and to do nothing for their keep.
요지 : 일부 개미들은 다른 개미를 노예로 만들기도 하고 귀뚜라미 같은 다른 수많은 생물들과 집을 공유하기도 하는데 아무 대
가없이 거주하는 생물들도 있다.
변형 point : 세부내용파악, 어법(bring / compel / make their homes / no one knows)

수능특강 Test 2 18번
소재 :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회사 분위기
주제문 : The president knew that it was easier to make good decisions if he had a variety of ideas from which to choose.
요지 : 창의적 사고를 위해서는 한 가지 정답이 아니라 색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정답을 찾아야 한다.
변형 point : 제목추론(Look for the second right answer), 어휘추론(stagnant / any alternative ideas / easier / conservative
/ off-beat), 글의 순서
원서
A Whack on the Side of the Head: How You Can Be More Creative
번역서
Creative Thinking: 생각의 혁명

수능특강 Test 2 19~20번
소재 : 생각 공격(thought attack)
주제문 : At times, like Kelly, most of us mistake a few negative thoughts for a serious problem in our relationship.
Consequently, rather than dismissing the thoughts and responding to each moment as it arrives, we instead take our
self-created frustration on our partner as if he or she were the real problem.
요지 :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을 되살려서 마치 지금 발생한 일 인양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생각공격’을 인식조차
못하는 사이에 하곤 하는데 그것은 인간관계에 부정정인 영향을 미친다.
변형 point : 주제
원서
Don't Sweat the Small Stuff in Love:
Simple Ways to Nurture and Strengthen Your Relationships While Avoiding the Habits That Break Down Your Loving Connection
번역서
사랑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입는다

수능특강 Test 3 1번
소재 : 보험 관련 중요 서류에는 이메일 사용 절대 금지
주제문 : Don't use email for a letter of notification or a demand letter.
요지 : 보험 손해 사정인과의 연락에서 신고서나 요구서등 중요서류는 이메일을 사용하지 말고 정규 서신이나 전화로 직접 접촉하라.
변형 point : 빈칸(but that place is limited / , which is easier to ignore and doesn't give the adjuster a real sense of who
you are.), 글의 순서, 어법(recommend using / or informing / that you and your adjuster have made)
원서
How to Win Your Personal Injury Claim
⇨ 3 Initial Steps in Settling Your Claim

⇨

Getting a Claim Started ⇨ Using Email in Negotiations

EBS 지문 뒤 누락부분
, which is easier to ignore and doesn't give the adjuster a real sense of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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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Test 3 2번
소재 : 기준 미달인 과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한 대처 방법
주제문 : By praising substandard work, you send the message that you have lower expectations for this student. Better to say,
"I appreciate that you finished the project on time, and I thought your opening paragraph was interesting, but I think you could
have done a better job of organizing it. Let's talk about how."
요지 : 기준 이하의 과제 수행에 대한 칭찬은 그만큼 기대가 낮았다는 메시지를 주므로 제때 과제를 제출한 것을 칭찬하고, 더 짜
임새 있게 쓸 수 있었다고 조언하라.
변형 point : 빈칸(you have lower expectations for this student.), 글의 순서
원서
Why Don't Students Like School:
A Cognitive Scientist Answers Questions About How the Mind Works and What It Means for the Classroom
⇨ Chapter 8 How Can I Help Slow Learners?

수능특강 Test 3 3번
소재 : 관광객에게 있어서 퓨전 음식의 장점과 단점
주제문 : However, the development of fusion foods can pose challenges for the development of "authentic" food experiences.
요지 : 관광업이 발전하면서 퓨전 요리가 발전해 왔는데 친숙한 입맛에 맞는 요리로 거부감을 없애 주지만 진짜 미식 경험을 방해할 수 있다.
글의 흐름 : 관광업이 퓨전요리 발전에 중요한 매개자
⇨ However, 퓨전음식 발전이 "진짜(authentic)"음식을 경험해 보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 Tourists는 “traditional" or "authentic"한 음식을 빈번히 요구. yet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시도하는 것은 또 꺼림(also averse)
⇨ One impulse (for 아시아에서의 퓨전음식 발전)은 외국인 방문객에게 더 친숙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바람
⇨ However, "rootless"한 요리는 original 미식경험을 찾는 방문객에게 “inauthentic"한 것으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변형 point : 글의 순서, 연결사(However / However), 빈칸(mediator / authentic / unfamiliar / familiar / inauthentic), 어휘추
론(mediator / stimulated / mobile / challenges / authentic / traditional / authentic / averse / unfamiliar / familiar /
pleasant-tasting(palatable) / rootless / inauthentic / unique / original)
원서
OECD Studies on Tourism Food and the Tourism Experience
: The OECD-Korea Workshop
⇨ Chapter 1. An overview of food and tourism trends and policies
⇨ Product development and innovation
책소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최근 한식세계화에 대한 조언을 담은 영문 책자. 이 책자는 지난 2010년
12월 전북 전주에서 우리 정부와 OECD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식 세계화 및 음식관광 선진화' 국제회의의 결과를 토대
로 한 것으로, 각 회원국 국회 및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수능특강 Test 3 4번
소재 : ‘시민 불복종’이라는 글의 탄생 배경
주제문 : And so Thoreau spent the night in jail, and the experience became the foundation of a lecture he gave entitled
"Resistance to Civil Government." This, in turn, became the landmark essay "Civil Disobedience."
요지 : 세금 징수원인 Staples는 납세를 거부하는 Thoreau를 수감하였고 그 경험은 ‘시민 정부에 대한 저항’이라는 강의의 토대가
되어 결국 ‘시민 불복종’이라는 획기적인 글이 되었다.
변형 point : 글의 순서, 문장삽입(Although Thoreau's fine was paid anonymously that evening, the tax collector had already
taken his boots off by the fire and had no inclination to get up to let him out.), 어휘추론(confronted / declined / inclination)
원서
A Journey Into the Transcendentalists' New England
⇨ Chapter 5 : Walden: Secular and Sacred
배경지식 : Henry David Thoreau (1817~1862)의 대표작 <월든.Walden> (1854년 출간)은 스승이자 친구이며 멘토인
랠프 월도 에머슨이 소유한 콩코드의 월든 호숫가에 직접 지은 오두막에서 1845년 7월 ~ 1847년 9월 까지 홀로생활하
면서 보낸 경험을 토대로 단순하고 자급자족적인 삶에 대한 내면 성찰을 담은 에세이다. '자발적 고립'이라는 형식을 통
해 인간의 그릇된 사고방식과 투쟁을 담은 이 책은 발간 당시 큰 반향을 얻지 못하였으나 20여 권이 넘는 다른 저서.
논문. 에세이 등과 함께 생태학과 환경사의 방법론을 제시한 저작으로 20세기 환경운동의 원천으로 재발견 되었다. 에
세이 '시민 불복종.Civil Disobedience' (1849 作)은 1846년 7월 멕시코 전쟁에 반대하여 인두세 납부를 거부하다 투옥
을 당한 경험을 토대로 부당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합법적인 개인의 저항을 주장하며 노예해방과 전쟁반대의 신념을 밝
힌 역작으로 마하트마 간디의 인도독립운동,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흑인 민권운동에 영감을 준 것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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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Test 3 5번
소재 : 성형력(plasticity), 뇌가 상황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주제문 : "Plasticity" is the term neurologists now use to describe the brain's ability to adjust to pressure and change.
요지 : 뇌는 변화하는 상황에 반응하여 서로 의사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내는데 이러한 유연한 뇌의 적응력을 가소성(plasticity)라 한다.
변형 point : 제목추론(Your Brain Is Plastic), 빈칸(your brain is plastic), 세부내용파악
원서
The Emotional Intelligence Quick Book:
Everything You Need to Know to Put Your EQ to Work
⇨ Chapter 5 Changing Your Mind ⇨ Your Brain Is Plastic

수능특강 Test 3 6번
소재 : Maurice de Vlaminck의 삶
주제문 : Vlaminck was very impressed by the 1901 van Gogh retrospective in Paris and adopted the Dutch-born artist's
use of strong colors and turbulent brushstrokes.
요지 : Vlaminck은 음악가로 생계비를 벌었고, 독학으로 그림을 배웠다. 고흐의 강한 색체에 감명을 받았고 야수파의 전시회에 참
여했다. ‘본능이 예술의 토대’라는 믿음으로 강렬한 풍경화를 그렸다.
The A-Z of art: the world's greatest and most popular artists and their works

수능특강 Test 3 8번
소재 : 사고의 전환
주제문 : You, too, can spark a revolution by looking at the problems you face from different perspectives.
요지 : 직면한 문제를 다른 관점과 사고의 틀로 바라보는 것이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전환을 촉발할 수 있다.
변형 point : 주제, 빈칸(look at situations using different frames / a revolution / different perspectives),
원서
inGenius: A Crash Course on Creativity
⇨ ONE Spark a Revolution
번역서
스무살에 배웠더라면 변했을 것들: 스탠퍼드대 미래변화 보고서
⇨ 제1장 변혁에 불을 지펴라

수능특강 Test 3 9번
소재 :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서의 소문
주제문 : this preoccupation with the lives of others is a by-product of the psychology that evolved in prehistoric times to make
our ancestors socially successful. Thus, it appears that we are hardwired to be fascinated by gossip.
요지 : 대중문화에 대한 우리의 집착은 집단적 성격 결함이 아니라 선사시대부터 조상들의 사회적 성공을 이끈 심리적 부산물이
다. 즉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은 선천적인 인간의 성향이다.
변형 point : 주제, 제목추론(The Science of Gossip; Why We Can't Stop Ourselves), 요약문 완성(Gossip helped us thrive in
ancient times, and in our modern world it makes us feel connected to others—as long as it is done properly.), 연결사
(Although / Thus), 어휘추론(tuning in / lamented(bemoaned) / inevitable / collision / fixation / preoccupation / hardwired)
The Science of Gossip: Why We Can't Stop Our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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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American) The Science of Gossip; Why We Can't Stop Ourselves: It helped us thrive in ancient times, and in our modern
world it makes us feel connected to others—as long as it is done properly. In the past few years I have heard more people than ever
before puzzling over the 24/7 coverage of people such as Paris Hilton who are “celebrities” for no apparent reason other than we
know who they are. And yet we can’t look away. The press about these individuals’ lives continues because people are obviously
tuning in. Although many social critics have bemoaned this explosion of popular culture as if it reflects some kind of collective
character flaw, it is in fact nothing more than the inevitable outcome of the collision between 21st-century media and Stone Age
minds.
When you cut away its many layers, our fixation on popular culture reflects an intense interest in the doings of other people; this
preoccupation with the lives of others is a by-product of the psychology that evolved in prehistoric times to make our ancestors
socially successful. Thus, it appears that we are hardwired to be fascinated by gossi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n short, I believe we will continue to struggle with managing the gossip networks in our daily lives and to shake our heads at what
we are constantly being subjected to by the mass media, rationally dismissing it as irrelevant to anything that matters in our own lives.
But in case you find yourself becoming just a tiny bit intrigued by some inane story about a celebrity, let yourself off the hook and
enjoy the guilty pleasure. After all, it is only human nature.

수능특강 Test 3 10번
소재 : 일 중독자들의 특성
주제문 : Generally speaking, workaholics are not team players in the workplace.
요지 : 일 중독자들은 자신의 방식과 스타일만을 고집하여, 모든 것을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며, 과중한 업무로 인해 화를 잘 내기
때문에 동료들과 화합하기가 어렵다.
변형 point : 주제, 어휘추론(cooperatively / less / Spontaneity / diminished / stifled / prevails / delegate / overload /
uncommon / Disharmony / nosedives / burnout)
원서
Chained to the Desk: A Guidebook for Workaholics, Their Partners and Children, and the Clinicians Who Treat Them
⇨ 2 Work Addiction: Myths and Realities
⇨ Myths about Work Addiction ⇨ The Virtue Myth

수능특강 Test 3 12번
소재 : 수술을 바라보는 중국인의 관점
주제문 : The reluctance of the Chinese to perform surgery is completely understandable in light of their views about harmony
and relationships.
요지 : 힘의 균형과 각 신체 부위들 사이의 관계를 중시한 중국인들은 수술을 꺼렸다.
변형 point : 주제, 빈칸(harmony and relationship / balance of forces), 어휘추론(reluctance / balance / removal / beneficial
/ simple-minded)
원서
The Geography of Thought: How Asians and Westerners Think Differently...and Why
⇨ 1 The Syllogism and the Tao

Philosophy, Science, and Society in Ancient Greece and China
번역서
생각의 지도: 동양과 서양, 세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
⇨ 1. 동양의 도와 서양의 삼단논법
공자의 후손들과 아리스트텔레스의 후손들 사이에는 풍수 사상에서 형이상학에 이르기까지, 언어에서 상업적 전통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오늘날, 이 책은 그 차이를
이해하는 길로 안내하는 지도로서, 동시에 그러한 차이를 연결하는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낼 것이다.

수능특강 Test 3 13번
소재 : 전자 상거래 전략에서 교차 경로 판촉
주제문 : Some companies have realized that for an e-commerce strategy to work for their particular line of business, it must
be coupled with a tangible real-world presence that a customer can utilize.
요지 : 전자상거래 전략이 성공하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상호 보완적인 교차 경로 판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변형 point : 주제, 연결사(Rather / for example / However), 어휘추론(duality / complementary / physical / cross-channel /
incorporate), 글의 순서
원서
Implementing E-Commerce Strategies:
A Guide to Corporate Success after the Dot.Com Bust
⇨ 8 Company Cases : B2C-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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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Test 3 14번
소재 : 요약(추상화)의 어려움
주제문 : Indeed, abstracting is difficult for people in every discipline. The essence of writing, these individuals say, is not
putting words on the page but learning to recognize and erase the unnecessary ones.
요지 : 요약(추상화)은 어렵다. 글쓰기의 정수는 불필요한 것을 인식하여 지우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변형 point : 주제, 어휘추론(abstracting / regretted / extreme / short)
원서
Sparks of Genius: The Thirteen Thinking Tools of the World's Most Creative People
⇨ 5 ABSTRACTING
번역서
생각의 탄생: 다빈치에서 파인먼까지 창조성을 빛낸 사람들의 13가지 생각도구
역사 속에서 뛰어난 창조성을 발휘한 사람들이 과학, 수학, 의학, 문학, 미술, 무용 등 분야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사용한 13
가지 발상법을 생각의 단계별로 정리하고 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손꼽히는 천재들이 자신의 창작 경험을 통해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으며 또한 생각하는 법을 어떻게 배웠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 저자는 그들의 발상법을 관찰, 형상화,
추상, 패턴인식, 패턴형성, 유추, 몸으로 생각하기, 감정이입, 차원적 사고, 모형 만들기, 놀이, 변형, 통합 등 13단계로 나누어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뿐 아니라 직관과 상상력을 갈고 닦아 창조성을 발휘하는 방법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수능특강 Test 3 15번
소재 : 지역에 따라 다른 미래의 인구 증가
주제문 : Ninety percent of future population increase will be in developing countries, the areas least able to cope with the
resource demands of additional numbers.
요지 : 미래의 인구증가는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자원의 소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훨씬 클 것이다.
변형 point : 글의 순서, 주제, 세부내용파악

수능특강 Test 3 16번
소재 : 에너지 소득의 개념
주제문 : Renewables are renewable because they draw mainly on the earth's solar paycheck, as long as the sun shines. Yet
energy income effectively shrinks if the ability to capture energy is diminished.
요지 : 에너지를 돈으로 여기면 에너지 소득은 주로 태양열에 기인하는데 삼림벌채 등이 에너지 획득량을 제한한다.
변형 point : 빈칸(money / solar paycheck), 주제, 세부내용파악, 문장삽입(Yet energy income effectively shrinks if the ability to
capture energy is diminished.)
원서
Solar Revolution: The Economic Transformation of the Global Energy Industry
⇨ⅠThe Inevitability of Solar Energy ⇨ 1 A New Path on the Horizon
⇨ A Bankrupt Energy System
번역서
태양에너지 혁명: 미래 비즈니스를 위한 대체에너지 시대의 성장동력
⇨ PART 01 태양에너지의 필연성 ⇨ chapter 1 수평선의 새로운 길 ⇨ 에너지 시스템의 파산

수능특강 Test 3 17번
소재 : 표현 방식에서의 문화적 차이
주제문 : If these cultural norms are not taken into account, then errors in personality assessment will occur.
요지 : 성격 판단의 한 가지 기준이 되는 표현방식은 문화적 요소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변형 point : 주제, 빈칸(expressive style / personality / regional culture), 어휘추론(biased / equate / unusual / reflective /
assess / cooperative), 연결사(For example / For example)
원서
Personality: Classic Theories and Modern Research
⇨ Chapter 2 How Is Personality Studied and Assessed?
Types of Personality Measures : Expressive Behavior
* The analysis of how people stand, move, speak, etc.
* Includes the examination of: speech rate / voice quality / gaze patterns / posture / ges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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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Test 3 18번
소재 : 조건화
주제문 : Case studies of patients suffering from phobias suggest that many irrational fears can be traced back to experiences
that involve classical conditioning.
요지 : 고전적 조건화가 공포의 형성에 원인이 되어 다리를 보는 것(조건자극)만으로도 공포(조건반응)를 느낄 수 있다.
변형 point : 주제, 빈칸(irrational / classical conditioning / conditioned stimulus), 연결사(For example / Hence)
원서
Psychology Themes and Variations
⇨ Conditioned Fear and Anxiety
ESB 지문 바로 앞 누락부분
Classical conditioning often plays a key role in shaping emotional responses such as fears. Phobias
are a good example of such responses.
Classical conditioning(고전적 조건화) :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이 결합하여 나중에는 조건 자극만으로도 유기체의 반응을 유발하는 현상이다.
CS(conditioned stimulus) 조건자극 - Bridge
US(unconditioned stimulus) 무조건자극 - Father's scare tactics
CR(conditioned response) 조건반응 - Fear
UR(unconditional response) 무조건반응 - Fear

- 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