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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새로운 시작

2012 학년도 9 월 42 번

만약 당신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면,
If you have experienced a lot of failure,

당신은 사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것이다. 성공을 달성하는 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you are actually in a better position to achieve success than people who have not.

If you have experienced a lot of failure, you are actually in a better position to
achieve success than people who have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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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될까.

2011 학년도 9 월 41 번

infer

추론하다.

prosperity

번영

ancient

고대의

우리는 추론할 수 있다. 고대 아테네에 번영이 있었다고
We can infer that there was prosperity in ancient Athens

planting

(나무 등을) 심기, 재배

왜냐하면 이 시기는 보여졌기 때문이다. 많은 올리브 나무를 심었었다고
because this was a time that saw the planting of many olive trees.

올리브 나무는 대략 30년 정도 그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Since olive trees do not produce their fruits for about thirty years,

indicates

가리키다. 나타내다.

optimistic

낙관적인

그것들을 심었다는 것은 가리킨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었다는 것을
their planting indicates that people were optimistic about the future.

We can infer that there was prosperity in ancient Athens because this was
a time that saw the planting of many olive trees. Since olive trees do not
produce their fruits for about thirty years, their planting indicates that people
were optimistic about the future.

14

orbi.kr

초중고 12년
매일 영어를 공부한다.

2012 학년도 6 월 35 번

라벤더
지중해 연안 원산지의 라벤더속에 속하는 25여 종의 식물. 높이는 30~60cm, 꽃은 6~9월에 연보라색
이나 흰색으로 피고 꽃, 잎, 줄기에 향기가 나오는 기름샘이 있다. 물이 잘 빠지는 모래땅에 잘 자라고
너무 비옥하지 않아야 한다. 햇빛을 잘 받는 남향과 습하지 않은 곳에서 잘 자란다.
향유를 채취하기 위해 재배하고 관상용으로도 사용. 향유는 향수와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요리
의 향료로 사용할 뿐 아니라 두통이나 신경안정을 치료할 때에도 사용한다. 고대 로마 사람들은 욕조
안에라벤더를 넣고 목욕을 했으며, 향기가 나도록 말린꽃을 서랍이나 벽장 등에 넣었다고 한다. 그리
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시대에 출판된 가사책에는 살균, 방충용으로 라벤더가 자주 등장하고, 엘리자
베스 1세는 라벤더로 만든 사탕과자를 좋아했다.

aromas

향

tranquility

트랭퀼리티

평온한

어떤 향들은 당신을 평온한 느낌으로 채워줄 수 있고,
Certain aromas can fill you with feelings of tranquility,

among the best

가장 좋은것에 속하다.

anxiety

불안, 긴장

앵자이티

induce

(어떤 행위를) 유발하다.

연구는 라벤더, 바닐라, 풋사과가 가장 좋은 냄새에 속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불안을 낮추고
수면을 유도하는데
and research has found that lavender, vanilla, and green apple are among the
best smells to help lower anxiety and induce sleep.

essential

근본적인, 본질적인

scents

향

쎈트

app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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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로션 등을) 바름

당신은 이 향들의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수 있다. 당신 목 뒤쪽이나 손목 안쪽에 바름으로써
You can use essential oils of these scents by applying them to the back of your
neck or the inside of your wrist.

indulge

마음껏 하다. 푹 빠지다.

dissolved

녹아든

더 좋은 것은, 따뜻한 목욕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다. 이러한 오일들을 물에 녹인 채로
Even better, indulge in a warm bath with these oils dissolved in the water.

soy milk

두유

calming

진정, 안정

자기 전에, 천연 바닐라 향의 따끈한 두유 한 잔을 즐겨보는 것도 좋다. 안팎으로의 진정
효과를 위해
Before bed, you might enjoy a glass of hot soy milk with natural vanilla flavoring
for a calming effect inside and out.

Certain aromas can fill you with feelings of tranquility, and research has found
that lavender, vanilla, and green apple are among the best smells to help
lower anxiety and induce sleep. You can use essential oils of these scents by
applying them to the back of your neck or the inside of your wrist. Even better,
indulge in a warm bath with these oils dissolved in the water. Before bed, you
might enjoy a glass of hot soy milk with natural vanilla flavoring for a calming
effect inside and out.

Da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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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년도 수능예비시행 B 형 35 번

진정한 들어주기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이 의미하는 바를 당신에게 말할
True listening is creating a space for people to tell you what they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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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 수능 24 번

mud

진흙

puddles

웅덩이들

dotting

점박이, 흩어져 있는

landscape

풍경

땅이 젖고 진흙 웅덩이들이 풍경 위에 흩어져 있다는 사실은 개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The fact that the ground is wet and there are mud puddles dotting the landscape
means nothing to the dogs.

splashing

(물 등을) 튀기다.

내가 젖은 곳 주변으로 돌아 발밑을 조심하며 걸어갈 때, 개들은 신 나게 그곳을 물 튀기
며 지나간다.
While I’m carefully picking my way around the wet spots, the dogs are joyfully
splashing right through them.

paws

(동물 등의) 발

그(개)들은 발이 더러워지는 것을 겁내지 않는다.
They aren’t afraid to get their paws dirty.

The fact that the ground is wet and there are mud puddles dotting the
landscape means nothing to the dogs. While I’m carefully picking my way
around the wet spots, the dogs are joyfully splashing right through them. They
aren’t afraid to get their paws di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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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학년도 9 월 27 번

disturb

방해하다.

especially

특히

grabbing

움켜잡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고양이를 방해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한다. 특히 그(고양이)가 자신의
잠자리에서 쉬고 있을 때 그것을 움켜잡음으로써,
You must teach children not to disturb the cat especially by grabbing at him
when he is resting in his bed.

discourage

단념시키다. 못하게 하다.

picking up

들어 올리다.

어린아이들이 새끼고양이나 고양이들을 들어 올리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Discourage young children from picking up kittens and cats,

squeeze

꽉 쥐다. 쥐어짜다.

belly

배

for life

평생

왜냐하면 그들(아이들)이 그것들(고양이)의 배 주위를 너무 심하게 꼭 껴안아 그것(고양
이)들이 안기는 것을 평생 싫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because they may squeeze them too hard around the belly and make them
hate being carried fo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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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urage

~하도록 만들다. 용기를 돋우다.

climb

(기어) 오르다.

petted

쓰다듬어지다.

대신에 고양이가 아이의 무릎으로 올라와 거기에서 쓰다듬어질 수 있도록 해라.
Instead, encourage the cat to climb on the child’s lap and remain there to be
petted.

stroke

타격, 쓰다듬기

아이들에게 어떻게 고양이를 쓰다듬고, 어떻게 그(고양이)를 들어 올리고, 그를 안고 있어
야 하는지 보여주어라.
Show children how to stroke the cat and how to pick him up and carry him.

held down

억제당하다. 억눌리다.

encounters

만남들

고양이는 결코 억눌림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만남들 동안에
The cat should never be held down during these encounters ;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그나 그녀(아이)는 고양이가 원할 때 언제라
도 걸어나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be sure that the child understands that he or she must allow the cat to walk
away whenever he wishes.

You must teach children not to disturb the cat especially by grabbing at him
when he is resting in his bed. Discourage young children from picking up
kittens and cats, because they may squeeze them too hard around the belly
and make them hate being carried for life. Instead, encourage the cat to climb
on the child’s lap and remain there to be petted. Show children how to stroke
the cat and how to pick him up and carry him. The cat should never be held
down during these encounters ; be sure that the child understands that he or
she must allow the cat to walk away whenever he wishes.

Da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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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 하는 언어를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우리는 왜 하지 못할까
무언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2011 학년도 수능 28 번

journeys

여행, 여정

midwives

산파 (출산을 도와주는 사람)

여행은 생각의 산파이다.
Journeys are the midwives of thought.

conducive

도움이 되는, 공헌하는

internal conversations

내적 대화, 자아 성찰

내면의 대화에 더 도움이 되는 장소는 거의 없다. 움직이는 비행기, 배 혹은 기차보다
Few places are more conducive to internal conversations than a moving plane,
ship, or train.

peculiar

페큘리얼

correlation

특별한, 기묘한
상호관계

*절대영어의 발음표기는 발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써, 미 표준에 가장 근접한
Midwestern Accent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거의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과 우리 머릿속에 가질 수
있는 생각 사이에
There is an almost peculiar correlation between what is in front of our eyes
and the thoughts we are able to have in our heads:

at times

때때로

큰 생각들은 때때로 큰 경관을 요구하고, 새로운 생각들은 새로운 장소들을 요구한다.
large thoughts at times requiring large views, new thoughts new places.

Da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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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spective

자기 내면의, 내성적인

reflections

반사, 반영

liable to

~하기 쉬운

stall

(자동차 등의)엔진이 멎다. 꼼짝 못 하다.

along by

~을 따라서

flow

흐름

내면적인 자아의 반영. 그것은 꼼짝 못 하게 되기 쉬운 것 인데, 풍경의 흐름을 따라서 도
움을 받는다.
Introspective reflections which are liable to stall are helped along by the flow
of the landscape.

reluctant

마지못해 하는, 주저하는

properly

제대로, 적절하게

supposed to

해야 하다.

정신은 제대로 생각하는 것을 주저할 지도 모른다. 생각이 해야 할 일의 전부일 때
The mind may be reluctant to think properly when thinking is all it is supposed
to do.

paralyzing

마비되다. 무력해지다.

mimic

흉내 내다.

accent

악센트, 억양

on demand

요구되는 대로

그 일은 무력해질 수 있다. 마치 요구대로 농담을 해야 하거나 말투를 흉내 내야 하는 것 처럼
The task can be as paralyzing as having to tell a joke or mimic an accent on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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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d

충전되다.

사고는 개선된다. 정신의 일부에게 음악을 듣거나, 가로수를 따라가는 것처럼 충전되는
다른 일이 주어지면
Thinking improves when parts of the mind are given other tasks, are charged
with listening to music or following a line of trees.

Journeys are the midwives of thought. Few places are more conducive to
internal conversations than a moving plane, ship, or train. There is an almost
peculiar correlation between what is in front of our eyes and the thoughts we
are able to have in our heads: large thoughts at times requiring large views,
new thoughts new places. Introspective reflections which are liable to stall
are helped along by the flow of the landscape. The mind may be reluctant to
think properly when thinking is all it is supposed to do. The task can be as
paralyzing as having to tell a joke or mimic an accent on demand. Thinking
improves when parts of the mind are given other tasks, are charged with
listening to music or following a line of trees.

Da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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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의문의 발견

2007 학년도 6 월 42 번

weed

잡초

잡초는 일컬어져 왔다.“ 잘못된 장소에 자라나는 어떤 식물”이라고
It has been said that a weed is “any plant growing in the wrong place.”

shift

전환

perspective

관점

definition

정의

virtues

가치

그러나 관점의 작은 전환으로는 우리는 이 정의를 바꿀 수 있다.“ 가치가 아직 발견된 적
이 없는 식물”로
Yet with a small shift in perspective we can change this definition to “a plant
whose virtues have not yet been discovered.”

It has been said that a weed is “any plant growing in the wrong place.” Yet
with a small shift in perspective we can change this definition to “a plant
whose virtues have not yet been discovered.”

Da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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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학년도 수능 39 번
푸딩
달걀·우유 등을 주재료로 천으로 싸서 쪄 만드는 디저트. 종류는 커스터드 푸딩과 커스터드 속에 카스텔라
분말을 넣은 로열푸딩, 카스텔라와 건포도를 넣은 캐비닛 푸딩, 기타 초콜릿이나 아몬드를 넣은 초콜릿 푸
딩, 아몬드 푸딩, 옥수수녹말을 넣은 콘스타치 푸딩 등이 있다.
디저트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는 로스트비프에 곁들이는 음식으로도 쓰이는데, 잘게 썬 소기름을 밀가루 반
죽에 섞어서 카스테라 같이 구워낸 요크셔푸딩도 있다.

oval

타원형의

빵나무 열매는 둥글거나 타원형의 과일이다. 태평양에 있는 열대에서 자라는
The breadfruit is a round or oval fruit that grows on the tropical islands in the
Pacific Ocean.

bears

(열매를) 맺다.

그것은 대략 12미터 높이에 도달하는 나무에서 자라고 빛나는 어두운 녹색 잎들이 열리는데,
그 길이가 31센티미터 이상이다.
It grows on a tree that reaches a height of about 12 meters and bears shiny dark
green leaves, which are over 31 centimeters long.

열매는 처음에는 색상이 녹색이다.
The fruit is first green in color.

ripen

(열매가) 익다.

그리고 그것은 갈색으로 변하고, 완전히 익는 것이 허락되면, 노란색이 된다.
Then it turns brown, and if allowed to ripen fully, becomes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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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빵나무 열매는 그것이 익기 전에 수확되어 뜨거운 돌 위에서 요리된다.
Usually, breadfruit is gathered before it ripens and is cooked on hot stones.

pulp

과육

빵나무 열매의 과육은 거의 신선한 빵처럼 보이고 촉감도 그러하다.
The pulp of breadfruit looks and feels much like new bread.

nourishing

영양가 있는

코코넛 밀크와 섞이면, 이것은 맛있고 영양가 있는 푸딩이 된다.
When mixed with coconut milk, it makes a delicious and nourishing pudding.

The breadfruit is a round or oval fruit that grows on the tropical islands in the
Pacific Ocean. It grows on a tree that reaches a height of about 12 meters and
bears shiny dark green leaves, which are over 31 centimeters long. The fruit is
first green in color. Then it turns brown, and if allowed to ripen fully, becomes
yellow. Usually, breadfruit is gathered before it ripens and is cooked on hot
stones. The pulp of breadfruit looks and feels much like new bread. When
mixed with coconut milk, it makes a delicious and nourishing pu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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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유럽. 동남아
우리 절반이 안 되는 교육을 받고도
문제없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단지, 한국어와 영어의
구조적 차이 문제인가.

아니다.
외국에서 한국에 온 연예인들도
1년이 채 안 되어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심지어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분 들도
반년이면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2011 학년도 9 월 27 번

frustration

좌절

시간의 압박은 좌절감으로 이어지며,
Time pressure leads to frustration,

우리가 좌절하거나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사고는 편협해지고 덜 창의적
이 된다.
and when we are frustrated or experience other negative emotions, our
thinking becomes narrower and less creative.

richness

풍요로움, 부유함

삶이 제공해야 하는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
To enjoy the richness that life has to offer, we need to take our time.

Time pressure leads to frustration, and when we are frustrated or experience
other negative emotions, our thinking becomes narrower and less creative. To
enjoy the richness that life has to offer, we need to take ou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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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안될까.

2008 학년도 수능 19 번

equipment

장비, 기구

인간이 발명한 최초의 진정한 운동 장비 품목은 공이었다.
The first true piece of sports equipment that man invented was the ball.

pitching

던지기

고대 이집트에서는 돌들을 던지는 것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였지만, 잘못 던진
돌이 아이를 다치게 할 수 있었다.
In ancient Egypt, pitching stones was children’s favorite game, but a badly
thrown rock could hurt a child.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던지기에 보다 덜 위험한 것을 찾고 있었다.
Egyptians were therefore looking for something less dangerous to throw.

그리고 그들은 어쩌면 최초의 공들일 수도 있는 것을 개발했다.
And they developed what were probably the first balls.

그것들은 처음에는 끈으로 묶인 풀이나 잎들로,
They were first made of grass or leaves held together by st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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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wn

쏘운

꿰매어진

stuffed

(속이) 채워진

hay

건초

*절대영어는 문장 사용된 시제 및 형태 그대로의 단어 표기를 준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함께 꿰매어진 동물 가죽 조각들로 만들어졌다. 깃털이나 건초로 채워져
and later of pieces of animal skin sewn together and stuffed with feathers or hay.

warlike

전투를 좋아하는, 호전적인

이집트인들이 호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화로운 경기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
Even though the Egyptians were warlike, they found time for peaceful games.

before long

머지않아

devised

고안하다.

a number of

꽤 있는

머지않아 그들은 공으로 하는 많은 경기들을 고안했다.
Before long they devised a number of ball games.

아마 그들은 재미보다는 교육을 위해서 공놀이를 했을 것이다.
Perhaps they played ball more for instruction than for fun.

was thought of

~으로 생각되다.

공놀이는 주로 젊은 남자들에게 속도와 기술을 가르치는 수단으로 생각되었다. 그들이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Ball playing was thought of mainly as a way to teach young men the speed
and skill they would need for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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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true piece of sports equipment that man invented was the ball.
In ancient Egypt, pitching stones was children’s favorite game, but a
badly thrown rock could hurt a child. Egyptians were therefore looking for
something less dangerous to throw. And they developed what were probably
the first balls. They were first made of grass or leaves held together by strings,
and later of pieces of animal skin sewn together and stuffed with feathers or
hay. Even though the Egyptians were warlike, they found time for peaceful
games. Before long they devised a number of ball games. Perhaps they played
ball more for instruction than for fun. Ball playing was thought of mainly as a
way to teach young men the speed and skill they would need for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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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영어

수능 및 평가원 기출 명작 총정리

가시고기 백귀야행
검은 대장간
극악 모의고사
최석호
수능 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