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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의 성격

영어 영역의 시험은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달성 정도와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을 평가

한다.

나. 평가 목표

영어 영역의 평가 목표는 간접 말하기를 포함한 듣기 이해 능력과 간접 쓰기를 포함한 읽기 이해능력 측정을 기본으로 하며, 

구체적인 하위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다.

중심 내용 파악 중심 내용 파악 능력이란 대화·담화를 듣거나 글을 읽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추론할 수 있는 능

력으로서, 대화·담화 또는 글의 주제, 요지, 제목 등을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세부 내용 파악 세부 내용 파악 능력이란 대화·담화나 글에 제시된 특정 정보를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으로서, 대화·담화나 글의 내용 일치/불일치, 그림·도표 등의 시각 자료와의 일치/ 불일치, 

화자의 할/한 일, 부탁할/한 일, 숫자 정보나 기타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논리적 관계 파악

<빈칸 유형>

논리적 관계 파악 능력이란 대화·담화를 듣거나 글을 읽고 내용의 논리적인 관계(예를 들어, 원인

과 결과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으로서, 대화·담화의 5W1H(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

게), 대화자의 관계, 장소 등을 파악하는 능력, 글에서 빠진 정보(단어, 구, 절, 문장, 연결어)를 글의 

내용에 의거하여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맥락 파악 맥락 파악 능력이란 대화·담화를 듣거나 글을 읽고 말하는 이나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 등을 파악

하는 능력으로서 말하는 이나 글쓴이의 목적, 의견, 주장 그리고 글의 분위기나 등장인 물의 심경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간접 말하기 간접 말하기 능력이란 가상의 의사소통 상황에 대한 대화나 담화를 듣고 전체적인 맥락과 의사소

통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응답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간접 쓰기 간접 쓰기 능력이란 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문장 간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여 가상의 글쓰기에 적

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읽기 자료를 통해 흐름에 무관한 문장이나 주어진 문장의 적합한 위치 

파악, 글의 순서 파악, 그리고 문단을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문법·어휘 문법·어휘 능력이란 글의 전체적인 의미나 문장 간의 의미적 관련성을 통하여 어법의 적합성이나 

어휘의 적합성을 파악하는 능력으로서, 문맥에 따른 어법, 어휘의 정확성 파악 및 지칭 추론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빈칸유형 - 논리적 관계 파악 유형 

논리적 관계 파악 능력은 말이나 글 내용의 논리적인 관계(예를 들어, 원인과 결과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이다. 듣기의 논리

적 관계 파악 유형에는 5W1H(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를 묻거나, 대화자의 관계, 장소 등을 묻는 문항 등이 

있다. 읽기의 논리적 관계 파악 유형에는 글에서 빈칸(단어, 구, 절, 문장, 연결어)을 추론하는 문항이 있다. 논리적 관계를 파

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재의 대화·담화를 듣거나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과 전체적인 맥락, 글의 흐름을 이해하고 내용

의 논리적 관계를 유추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이드



예시문항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One unspoken truth about creativity ― it isn’t about wild talent so much as it is about 

    . To find a few ideas that work, you need to try a lot that don’t. It’s a pure 

numbers game. Geniuses don’t necessarily have a higher success rate than other creators; 

they simply do more ― and they do a range of different things. They have more successes 

and more failures. That goes for teams and companies too. It’s impossible to generate a lot 

of good ideas without also generating a lot of bad ideas. The thing about creativity is that 

at the outset, you can’t tell which ideas will succeed and which will fail. So the only thing 

you can do is try to fail faster so that you can move onto the next idea.

 * at the outset : 처음에 

① sensitivity ② superiority ③ imagination ④ productivity ⑤ achievement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영어 31번

이 문항은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추론해야 하는 문항이다. 글의 핵심적인 내용(주제문 이나 주요 세부 내용)과 글

의 논리적 흐름을 고려하여 문맥상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를 선택한다. 다양한 소재의 글을 대상으로 전체 글을 빠

르게 읽어 가면서 글의 중심 내용과 전체적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빈칸에 적절한 단어를 대입하여 앞뒤 

문맥이 자연스러운지 검토해 보는 연습도 효과적이다.





PART 1

필자는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풀어서 말한다.

Chapter 01  빈칸이 첫-끝문장에 있다면 반대편을 살펴라.

Chapter 02  필자는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풀어서 말한다.

Chapter 03  구체적 예시는 강력한 힌트이다.

Chapter 04  비유만큼 친절한 설명도 없다.

       셀프트레이닝



PART 1　필자는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풀어서 말한다.

개념및전략 기출적용 셀프트레이닝

1 필자는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풀어서 말한다.

➊ 빈칸이 첫-끝문장에 있다면 반대편을 살펴라.

수능 영어 시험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양괄식 구조를 주목해야 한

다. 양괄식이란 글의 중심이 되는 내용을 앞부분과 끝부분에서 반복

하여 사용하는 구성방식으로, 중심 내용을 거듭하여 상기시키기 위한 

구조이다. 이 구조는 빈칸 문제를 풀 때 매우 유용한데, 이는 빈칸이 

첫 문장에 있다면 후반부를 살피고 마지막 문장에 있다면 전반부를 

살피면 빈칸과 연관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연설명

중심문장

중심문장

불편함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우리의 능력은 몸에 대한 신체적 손상을 예방하는데 중요하다. 당신이 공부

하거나 강의실에 앉아 있을 때 의자에 앉아서 얼마나 자주 자세를 바꾸는가를 생각해 보아라. 만약에 당

신이 당신의 몸으로부터 오는 불편함의 신호를 알아차릴 수 없다면, 당신의 피부에 주어지는 압력을 덜어

내기 위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계속적인 압력을 받는 피부부위에는 종기나 멍이 생길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 많은 일상적인 경험들이 우리의 몸에 해를 입힐 것이다. 

① 불편함을 감지할 수 없다면

② 신체적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③ 타인과 비교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④ 위험한 일에 끊임없이 노출된다면

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할 수 없다면

EXAMPLE 1

불편함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우리의 능력은 　　　　　　　　　　　　　　　　　　 중요하다. 당신이 공부하거나 

강의실에 앉아 있을 때 의자에 앉아서 얼마나 자주 자세를 바꾸는가를 생각해 보아라. 만약에 당신이 당

신의 몸으로부터 오는 불편함의 신호를 알아차릴 수 없다면, 당신의 피부에 주어지는 압력을 덜어내기 위

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계속적인 압력을 받는 피부부위에는 종기나 멍이 생길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불편함을 감지할 수 없다면, 많은 일상적인 경험들이 우리의 몸에 해를 입힐 것이다. 

① 아름다운 신체를 유지하는데

② 학습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데

③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④ 불편하고 괴로운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⑤ 몸에 대한 신체적 손상을 예방하는데

EXAMPLE 2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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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및전략 기출적용 셀프트레이닝

➋ 필자는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풀어서 말한다. 

필자는 글의 중심내용을 강조하고자 할 때 그 내용을 거듭 반복한다. 이는 재진술(환언)이라고 하는데 완전

히 같은 말로 되풀이 하지 않고 다른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 반복하니 주의 깊게 봐야한다. 더욱 친절한 

경우는 중심 내용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개

념·내용을 알기 쉬운 개념·내용으로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한다. 이는 중심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실마리

가 된다. 

in other words put simply in brief
in sum that is (to say) namely
again so to speak put other(another) way

일단 경영진이 어떤 팀을 위해 과업을 수립하고, 그 팀이 달성해야 할 도전 과제를 설정하면, 경영진은 대

개 　　　　　　　　　　　　　　　　. 다시 말해서, 그 팀은 대개 경영진의 개입 없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스스

로 목표와 시기, 택하고 싶은 접근 방식을 정한다.

① 더욱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목표를 설정하려 애쓴다

② 팀 내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팀의 사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④ 경영상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경영진 스스로 떠 안는다

⑤ 어떠한 간섭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그 팀에게 충분한 융통성을 준다

EXAMPLE 1

　　　　　　　　　　　　　　　　　　　　. 좋은 이미지를 나쁜 이미지로 바꾸는 것보다 나쁜 이미지를 좋은 이

미지로 바꾸는 데 훨씬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한다. 애초부터 나쁜 평판을 확립하는 데에는 더 적은 수의 

악행이 필요하다.

① 좋은 평판은 나쁜 평판보다 얻기 쉽다

② 사람에 대한 평판은 고정되어 쉽게 바뀌지 않는다

③ 좋은 평판은 나쁜 평판보다 오래 가지 못한다

④ 선행과 악행을 구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⑤ 이미지를 바꾸려면 자신의 지난 행동을 돌아봐야 한다

EXAMPLE 2

실마리가 되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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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필자는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풀어서 말한다.

개념및전략 기출적용 셀프트레이닝

➌ 구체적 예시는 강력한 힌트이다.

필자가 중심 내용을 뒷받침 할 때 가장 빈번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장치이다. 중심 내용은 포괄적·일반

적·추상적인 상위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 그것을 뒷받침 하는 내용은 부분적·특수적·구체적인 하위의 

성격을 갖는다. for example(for instance)과 같은 연결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시인 부분을 쉽

게 인식할 수 있지만, 연결사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위 개념을 떠올려 어떤 것이 중심내용

이고 뒷받침 내용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원 가이드에 따르면 빈칸이 중심내용에는 물론이고 

세부 사항에도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시 문장을 통해 중심내용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중

심 문장을 통해서 예시의 세부사항 성격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for example for instance consider
suppose  imagine take
such as  there is an example of ~ if(when) S+V[구체적인 내용]

특정 대상·사건·장소·시간

동물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사회적 집단을 이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수 집단이 　　　　는 점이다. 예를 

들어, 무리를 이룬 영양 떼는 사자의 공격을 덜 받게 된다. 

① 편하다 ② 안전하다 ③ 친숙하다 ④ 독특하다 ⑤ 불안하다

EXAMPLE 1

동물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사회적 집단을 이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수 집단이 안전하다는 점이다. 예

를 들어, 무리를 이룬 영양 떼는 　　　　　　　　　　　　. 

① 다양한 먹이를 얻는다   ②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다

③ 다른 동물과 많이 소통한다   ④ 외부의 영향에 취약하다

⑤ 사자의 공격을 덜 받게 된다

EXAMPLE 2

동물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사회적 집단을 이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수 집단이 안전하다는 점이다. 예

를 들어, 　　　　　　　　　　는(은) 사자의 공격을 덜 받게 된다. 

① 길들여진 얼룩말  ② 몸집이 작은 토끼

③ 무리를 이룬 영양 떼 ④ 공격적인 하이에나

⑤ 홀로 떨어진 사슴

EXAMPLE 3

실마리가 되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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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공략 SOS [빈칸편]

개념및전략 기출적용 셀프트레이닝

➍ 비유만큼 친절한 설명도 없다.

‘비유’는 중심 내용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는 예시와

는 다르게 중심 내용과 상-하위의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며, 단지 ‘~처럼’, ‘~같이’, ‘마찬가지로’ 등의 표

현을 통해 비유 대상이 중심 내용과 동등한 성격을 갖고 있음을 표현한다. 따라서 우리는 비유에서 나타나

는 속성 및 특성을 파악하여 중심 문장 혹은 빈칸에 대입하면 된다.

similarly likewise equally
in the same way such as like
also as well  too
not only A but also B B as well as A

농부들은 작물의 충분한 번식을 위해 많은 씨앗을 뿌리는데, 만약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싹이 난다면, 그 여

분의 싹은 그것들이 가장 잘 자라날 가능성을 가진 싹의 성장을 방해하기 전에 뽑아 주어야 한다. 작가들

의 상황도 이와 같다. 작가들은 때때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데, 자신이 사랑하고 열심히 작업한 몇몇 

장면들이 이야기에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 직면할 때 　　　　　　　　　　　　　　　　　　　　.

① 그것들이 이야기 전체를 해칠 수 있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② 기존 작업을 새로운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③ 그 상황을 애써 무시하고 기존 작업을 고수 해야 한다

④ 독자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작업해야 한다

⑤ 그 장면을 그림으로 대체하여 이미지로 삽입해야 한다

EXAMPLE

실마리가 되는 표현

011



01

PART 1　필자는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풀어서 말한다.

빈칸이 첫-끝문장에 있다면 반대편을 살펴라. 개념및전략 기출적용 셀프트레이닝

2020학년도 3월 학력평가 오답률 3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distinct emotional trait of human nature is to watch fellow humans closely, to learn 

their stories, and thereby to judge their character and dependability. And so it has ever 

been since the Pleistocene. The first bands classifiable to the genus Homo and their 

descendants were hunter-gatherers. Like the Kalahari Ju/’hoansi of today, they almost 

certainly depended on sophisticated cooperative behavior just to survive from one 

day to the next. That, in turn, required exact knowledge of the personal history and 

accomplishments of each of their groupmates, and equally they needed an empathetic 

sense of the feelings and propensities of others. It gives deep satisfaction—call it, if you 

will, a human instinct—not just to learn but also to share emotions stirred by the stories 

told by our companions. The whole of these performances pays off in survival and 

reproduction. 　　　　　　　　　　　　　　　　　　　　　 are Darwinian phenomena. 
 *the Pleistocene : 홍적세(洪積世) **propensity : (행동의) 성향

① Gossip and storytelling

② Planning and practicing

③ Executing and revising

④ Exhibition and jealousy

⑤ Competitions and rewards

01 PART 1　필자는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풀어서 말한다.

빈칸이 첫-끝문장에 있다면 반대편을 살펴라. 개념및전략 기출적용 셀프트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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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공략 SOS [빈칸편]

개념및전략 기출적용 셀프트레이닝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오답률 6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One remarkable aspect of aboriginal culture is the concept of “totemism,” where the 

tribal member at birth assumes the soul and identity of a part of nature. This view of 

the earth and its riches as an intrinsic part of oneself clearly rules out mistreatment of 

the environment because this would only constitute a destruction of self. Totems are 

more than objects. They include spiritual rituals, oral histories, and the organization of 

ceremonial lodges where records of the past travel routes of the soul can be exchanged 

with others and converted to mythology. The primary motivation is the preservation of 

tribal myths and a consolidation and sharing of every individual’s origins in nature. The 

aborigines see 　　　　　　　　　　　　　　　　　　　　　　　　　　　　　　　　, through a hierarchy 

of totems that connect to their ancestral origins, a cosmology that places them at one with 

the earth, and behavior patterns that respect ecological balance.   
 * aboriginal : 원주민의 ** consolidation : 병합, 강화 

① themselves as incompatible with nature and her riches 

② their mythology as a primary motive toward individualism 

③ their identity as being self-contained from surrounding nature 

④ their relationship to the environment as a single harmonious continuum 

⑤ their communal rituals as a gateway to distancing themselves from their ori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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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PART 1　필자는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풀어서 말한다.

빈칸이 첫-끝문장에 있다면 반대편을 살펴라. 개념및전략 기출적용 셀프트레이닝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오답률 60%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heorists of the novel commonly define the genre as a biographical form that came 

to prominence in the lat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as a replacement for traditional sources of cultural authority. The novel, Georg Lukács 

argues, “seeks, by giving form, to uncover and construct the concealed totality of life” in 

the interiorized life story of its heroes. The typical plot of the novel is the protagonist’s 

quest for authority within, therefore, when that authority can no longer be discovered 

outside. By this accounting, there are no objective goals in novels, only the subjective 

goal of seeking the law that is necessarily created by the individual. The distinctions 

between crime and heroism, therefore, or between madness and wisdom, become purely 

subjective ones in a novel, judged by the quality or complexity of the individual’s 

consciousness. 

① to establish the individual character

② to cast doubt on the identity of a criminal

③ to highlight the complex structure of social consciousness

④ to make the objective distinction between crime and heroism

⑤ to develop the inner self of a hero into a collective wis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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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공략 SOS [빈칸편]

개념및전략 기출적용 셀프트레이닝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오답률 4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It is not hard to see that a strong economy, where opportunities are plentiful and 

jobs go begging, 　　　　　　　　　　　　　　　　. Biased employers may still dislike hiring 

members of one group or another, but when nobody else is available, discrimination most 

often gives way to the basic need to get the work done. The same goes for employees 

with prejudices about whom they do and do not like working alongside. In the American 

construction boom of the late 1990s, for example, even the carpenters’ union ― long 

known as a “traditional bastion of white men, a world where a coveted union card was 

handed down from father to son” ― began openly encouraging women, blacks, and 

Hispanics to join its internship program. At least in the workplace, jobs chasing people 

obviously does more to promote a fluid society than people chasing jobs.   

 * bastion : 요새 ** coveted : 부러움을 사는

① allows employees to earn more income 

② helps break down social barriers 

③ simplifies the hiring process 

④ increases wage discrimination 

⑤ improves the productivity of a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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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필자는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풀어서 말한다.

빈칸이 첫-끝문장에 있다면 반대편을 살펴라. 개념및전략 기출적용 셀프트레이닝

2021학년도 4월 학력평가 오답률 66%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Science shows that 　　　　　　　　　　　　　　　　　　　　　　　　　　　　　　　　　 like 

gear teeth in a bicycle chain. Rich and novel experiences, like the recollections of the 

summers of our youth, have lots of new information associated with them. During those 

hot days, we learned how to swim or traveled to new places or mastered riding a bike 

without training wheels. The days went by slowly with those adventures. Yet, our adult 

lives have less novelty and newness, and are full of repeated tasks such as commuting or 

sending email or doing paperwork. The associated information filed for those chores is 

smaller, and there is less new footage for the recall part of the brain to draw upon. Our 

brain interprets these days filled with boring events as shorter, so summers swiftly speed 

by. Despite our desire for better clocks, our measuring stick of time isn’t fixed. We don’t 

measure time with seconds, like our clocks, but by our experiences. For us, time can 

slow down or time can fly. 
 * footage : 장면

① the memory functions of our brain wear out with age

② the richness of experiences relies on intellectual capacity

③ the information storage system in our mind runs restlessly

④ the temporal context of an event pulls our emotions awake

⑤ the size of a memory and our perception of time are coup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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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공략 SOS [빈칸편]

개념및전략 기출적용 셀프트레이닝

2017학년도 수능 오답률 48%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Over a period of time the buildings which housed social, legal, religious, and other 

rituals evolved into forms that we subsequently have come 　　　　　　　　　　　　　　　

　　　　　　　　　　　　　　　　　　　　. This is a two-way process; the building provides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setting for a particular social ritual such as traveling by 

train or going to the theater, as well as the symbolic setting. The meaning of buildings 

evolves and becomes established by experience and we in turn read our experience 

into buildings. Buildings arouse an empathetic reaction in us through these projected 

experiences, and the strength of these reactions is determined by our culture, our beliefs, 

and our expectations. They tell stories, for their form and spatial organization give us 

hints about how they should be used. Their physical layout encourages some uses and 

inhibits others; we do not go backstage in a theater unless especially invited. Inside a law 

court the precise location of those involved in the legal process is an integral part of the 

design and an essential part of ensuring that the law is upheld.   

 * empathetic : 공감할 수 있는

① to identify and relate to a new architectural trend

② to recognize and associate with those buildings’ function

③ to define and refine by reflecting cross-cultural interactions

④ to use and change into an integral part of our environment

⑤ to alter and develop for the elimination of their mea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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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PART 1　필자는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풀어서 말한다.

빈칸이 첫-끝문장에 있다면 반대편을 살펴라. 개념및전략 기출적용 셀프트레이닝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오답률 65%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lthough prices in most retail outlets are set by the retailer, this does not mean that 

these prices 　　　　　　　　　　　　　　　　　　　　　　　. On any particular day we find that all 

products have a specific price ticket on them. However, this price may be different from 

day to day or week to week. The price that the farmer gets from the wholesaler is much 

more flexible from day to day than the price that the retailer charges consumers. If, for 

example, bad weather leads to a poor potato crop, then the price that supermarkets have 

to pay to their wholesalers for potatoes will go up and this will be reflected in the prices 

they mark on potatoes in their stores. Thus, these prices do reflect the interaction of 

demand and supply in the wider marketplace for potatoes. Although they do not change 

in the supermarket from hour to hour to reflect local variations in demand and supply, 

they do change over time to reflect the underlying conditions of the overall production of 

and demand for the goods in question. 

① reflect the principle of demand and supply

② may not change from hour to hour

③ go up due to bad weather

④ do not adjust to market forces over time

⑤ can be changed by the farmer’s active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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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공략 SOS [빈칸편]

개념및전략 기출적용 셀프트레이닝

2018학년도 수능 오답률 47%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Over the past 60 years, as mechanical processes have replicated behaviors and talents 

we thought were unique to humans, we’ve had to change our minds about what sets us 

apart. As we invent more species of AI, we will be forced to surrender more of what is 

supposedly unique about humans. Each step of surrender ─ we are not the only mind that 

can play chess, fly a plane, make music, or invent a mathematical law ─ will be painful 

and sad. We’ll spend the next three decades ─ indeed, perhaps the next century ─ in a 

permanent identity crisis, continually asking ourselves what humans are good for. If we 

aren’t unique toolmakers, or artists, or moral ethicists, then what, if anything, makes us 

special? In the grandest irony of all, the greatest benefit of an everyday, utilitarian AI 

will not be increased productivity or an economics of abundance or a new way of doing 

science ─ although all those will happen. The greatest benefit of the arriv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at 　　　　　　　　　　　　　　　　　　　　　　　　　　　　　.   

 * replicate : 복제하다

① AIs will help define humanity

② humans could also be like AIs

③ humans will be liberated from hard labor

④ AIs could lead us in resolving moral dilemmas

⑤ AIs could compensate for a decline in human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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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PART 1　필자는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풀어서 말한다.

필자는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풀어서 말한다. 개념및전략 기출적용 셀프트레이닝

2021학년도 3월 학력평가 오답률 60%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People unknowingly sabotage their own work when they withhold help or information 

from others or try to undermine them lest they become more successful or get more 

credit than “me.” 　　　　　　　　　　 is alien to the ego, except when there is a secondary 

motive. The ego doesn’t know that the more you include others, the more smoothly 

things flow and the more easily things come to you. When you give little or no help 

to others or put obstacles in their path, the universe―in the form of people and 

circumstances―gives little or no help to you because you have cut yourself off from the 

whole. The ego’s unconscious core feeling of “not enough” causes it to react to someone 

else’s success as if that success had taken something away from “me.” It doesn’t know 

that your resentment of another person’s success curtails your own chances of success. In 

order to attract success, you need to welcome it wherever you see it. 
 * sabotage : 방해하다 ** curtail : 줄이다

① Patience

② Rationality

③ Independence

④ Competition

⑤ Cooperation

02 PART 1　필자는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풀어서 말한다.

필자는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풀어서 말한다. 개념및전략 기출적용 셀프트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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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공략 SOS [빈칸편]

개념및전략 기출적용 셀프트레이닝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오답률 47%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lthough most people, including Europe’s Muslims, have numerous identities, few of 

these are politically salient at any moment. It is only when a political issue affects the 

welfare of those in a particular group that 　　　　　　　　　　　　　　　　　　　　　　. For 

instance, when issues arise that touch on women’s rights, women start to think of gender 

as their principal identity. Whether such women are American or Iranian or whether they 

are Catholic or Protestant matters less than the fact that they are women. Similarly, when 

famine and civil war threaten people in sub-Saharan Africa, many African-Americans are 

reminded of their kinship with the continent in which their ancestors originated centuries 

earlier, and they lobby their leaders to provide humanitarian relief. In other words, each 

issue calls forth somewhat different identities that help explain the political preferences 

people have regarding those issues. 
 * salient : 두드러진

① identity assumes importance

② religion precedes identity

③ society loses stability

④ society supports diversity

⑤ nationality bears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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