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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매일 어휘
VOCAB

MEANING

VOCAB

MEANING

irrelevant

부적절한, 무관계한

competent

유능한, 능력 있는

manipulation

조작, 속임

compensate

보상하다

reconciliation

조정, 화해

withdraw

물러나다, 철수하다

distinguish

구별하다

empirical

경험상의, 경험적인

arbitrary

임의의, 멋대로의

resent

분개하다

conducive

도움이 되는

despair

절망, 자포자기

integrated

통합된

alienation

소외, 멀리함

≈≈ 매일 어법
1) Research on primate behavior indicates that even our closest cousins, the chimpanzees, [lack / lacking]
this ability (although they possess some self-reflective abilities, like being able to identify themselves
2020년 고3 7월 모의고사 29번
in a mirror instead of thinking the reflection is another chimp).

2) Thus, we agree that explicit instruction benefits students but propose that incorporating culturally
relevant pedagogy and consideration of nonacademic factors that [promote / promoting] learning
2020년 고3 10월 모의고사 29번
and mastery must enhance explicit instruction in mathematics instruction.

3) Scientists who experiment on themselves can, functionally if not legally, avoid the restrictions
2021학년도 대수능 29번
[associate / associated] with experimenting on othe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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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1: [대의파악(요지, 주장, 주제, 제목)]
필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논점에 대한 이야기인지 파악 해야한다.
요지, 주장
글에서 필자가 주장/제안/당부하거나 당위성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들어간 문장은 중심문장일 가능성이 높
다. must, should, have to, must / think, believe, insist, claim, suggest, propose / would be better, had

better, would rather / necessary, important, critical 등의 어구가 포함된 문장을 주의 깊게 읽는다.

유형 풀이

1

글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주목한다. 글의 전반부에서 무엇에 관한 글인지, 즉 글의 주인공이 무엇인지와 그 주인공에 대
한 속성/특성이 어떠한지를 파악한다. 마지막 문장에서 글의 중심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 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본다.

2

이야기나 수필과 같은 글에서는 글의 교훈, 시사점을 잘 파악해야 한다. 보통 속담이나 격언으로 나온다.

3 For example과 같은, 예시 연결사는 앞에서 언급된 상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며 뒷받침하는 장치이다. 이때
앞 문장은 중심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아래 연결사들은 뒤에 중심내용이 나온다.

⑴ 결과: thus, therefore, accordingly, consequently, in the long run...
⑵ 대조: however, but, yet, in fact, in contrast to[with], on the contrary, on the other hand, to

tell the truth...
⑶ 요약: In a word, In short, In brief, that is (to say), to sum up, in other words...

주제, 제목
위에서 공부한 방법으로 중심내용을 찾은 후, 보기에서 그 중심내용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또는 비유적으로 표현된 문장을
찾아야 한다.

유형 풀이

1

글의 도입부를 읽고, 글의 소재와 주제문을 찾는다. 보통 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글의 구조
내용
주제문

2

글쓴이가 말하고자 함을 포괄적, 또는 추상적으로 표현한 문장
(→ 주제문이 없다면 각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소재를 파악한다.)

보충문

주제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시, 이유 또는 주제문의 세부 사항 나열

결론

글을 마무리하며 주제를 다시 한 번 언급

선택지 중에서 글의 소재를 다루고 있는 선택지를 먼저 찾아내고, 주제문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한 주제, 또는 제목을 고른다.

3 마지막으로 선택지 중에서 고른 주제, 제목을 문단 앞으로 올려보고 문장이 전개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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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년 4월 고3 모의고사 20번

2021년 EBS 수능특강 영어 3강 7번

Does the following situation sound familiar? You’ve

That so many species now live alongside us in

had some bad news. You tell someone else about

human-modified environments, whether on intensive

it. They say, “Just call me if you need help,” or “If

farmland in Britain or in regenerating forest in Costa

I can do anything, let me know.” These offers are

Rica, is not to say that any human society, past or

well-meaning, but they are vague. It’s hard to know

present, has ever lived in ‘harmony’ with nature.

whether they have been made just for the sake of

This is absolutely not the case. The harmonious

politeness. What’s the lesson here? If you are offering

coexistence of humans and the rest of nature in the

help, make your offer specific. For example, if your

distant past is a romanticized and largely fictional

friend’s child is in hospital, you might realize that

notion. Present-day conservation often attempts to re-

shopping for groceries may seem overwhelming under

create these idealized ecosystems, for example by

the circumstances. You could ask, “Can I help by

the reintroduction of hunter-gatherer-style burning

doing a grocery run?” The same principle applies in

of vegetation in America, Africa and Australia, and

the case of minor problems. If your colleague appears

by reinstating now uneconomic medieval farming

overworked and stressed one morning, don’t just stand

and forestry practices in Europe and Asia. In truth,

there and say, “You look busy, so let me know if you

our relationship with nature is, and always was,

need help.” It would be better to say, “Can I help by

less romantic. We eat nature. We take up space that

doing that filing for you?”

wild nature would otherwise occupy. We have used
whatever technologies have been available to us at

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할 때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a particular time to consume or oust wild creatures,

②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해야 한다.

often with great success. As a consequence, we are

③ 조언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living through a time of extinction.

④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사고의 유연성을 길러야 한다.



* reinstate 복원하다 ** oust 내쫓다

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공감해야 한다.
① How to Live in Harmony with Nature
② Technologies Helping Us Tap into Nature Effectively
③ Imaginary Conception of Human-Nature Relationship
④ The Key to the Success of Ideal Ecosystem Restoration
⑤ The Resilience of Nature in the Face of Human
Destruction

008

1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22번

2021년 EBS 수능특강 영어 11강 3번

Official definitions of sport have important

It is time that often plays a crucial and defining role

implications. When a definition emphasizes rules,

in environmental economics. Traditional economics

competition, and high performance, many people

can determine efficient ways to allocate resources

will be excluded from participation or avoid other

for producing goods and services. The allocation is,

physical activities that are defined as “second class.”

however, simplified and confined to a single period

For example, when a 12-year-old is cut from an

of time with the underlying presumption that the

exclusive club soccer team, she may not want to play

production of an additional unit of a commodity today

in the local league because she sees it as “recreational

does not prevent producing one tomorrow. In the case

activity” rather than a real sport. This can create a

of many environmental goods, allocation of resources

situation in which most people are physically inactive

over a long period is critical. For example, while

at the same time that a small number of people

burning fossil fuels and polluting the environment

perform at relatively high levels for large numbers of

today, we may be creating problems for future

fans―a situation that negatively impacts health and

generations for years or forever. Similarly, if we harvest

increases health-care costs in a society or community.

all prawns today, the supply will be gone forever. Our

When sport is defined to include a wide range of

consumption decisions of some environmental goods

physical activities that are played for pleasure and

may be ‘irreversible’ and may have a profound impact

integrated into local expressions of social life, physical

on the well-being of future generations.

activity rates will be high and overall health benefits



are likely.

* prawn 새우

① The Significance of Long-term Resource Allocation

① 운동선수의 기량은 경기 자체를 즐길 때 향상된다.

② Finding Ways to Reduce the Use of Fossil Fuels

② 공정한 승부를 위해 합리적인 경기 규칙이 필요하다.

③ Effective Ways to Improve the Well-Being of Future

③ 스포츠의 대중화는 스포츠 산업의 정의를 바꾸고 있다.
④ 스포츠의 정의는 신체 활동 참여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⑤ 활발한 여가 활동은 원만한 대인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된다.

주차

Generations
④ Allocation of Resources that Must Be Limited to
One Time Period
⑤ Time: Not Important but Trivial Factor in Environmental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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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6.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년 4월 고3 모의고사 23번

2021년 EBS 수능특강 영어 11강 8번

Good architecture and good engineering are both

Social infrastructures that promote efficiency tend

arts requiring science―but they are aimed at different

to discourage interaction and the formation of strong

purposes. Art is difficult to define but is an ability to

ties. One recent study, for instance, shows that a day

make something of more than ordinary significance.

care center that encourages caregivers and parents to

Science is a branch of knowledge which is systematic,

walk in and wait for their children, often inside the

testable, and objective―science is what we know.

classroom and generally at the same time, fosters

When architecture and engineering get artificially

more social connections and supportive relationships

separated, the outcomes may not be as they should be.

than one where managers allow parents to come in

For example, a developer investing in a new building

on their own schedules and hurry through drop-off

might appoint an architect to develop a scheme

and pickup so they can quickly return to their private

proposal to meet the needs of the client. If that is

lives. Because much of our hard infrastructure—

done without the involvement of properly qualified

highways, airports, food supply chains, and the like—

engineers then, later, when the project gets underway,

is designed to promote better circulation of people or

there will inevitably be practical problems. In the

vital resources, it can accelerate the trend of social

worst building projects architects specify structural

atomization. Think, for example, about the contrast

forms that may simply be unbuildable or unnecessarily

between a village where everyone gets their water

expensive to build. It follows that in the best building

from the same well and a city where everyone gets

projects architects and engineers work together right

their water from faucets in their private homes.

from the start. Good structural design can provide a
huge amount of savings in the cost of construction.

① 효율성을 증진하는 사회 기반 시설은 우리의 삶을 속도감
있게 만들어 주었다.

① necessity of the combination of architecture and
engineering
② roles of engineering in understanding architectural history
③ superiority of art to science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④ conflicts in applying engineering to structural design
⑤ relationship between capital and art in construction

② 물리적 기반 시설들이 고안되는 방식은 일반 사람들이 이
해하기에 힘들다.

③ 사람들간의 교류를 위해 수도가 아닌 우물에서 물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④ 어린이집은 아이와 함께 보낼 부모들의 시간을 확보해 주
어야 한다.

⑤ 효율성을 위한 기반 시설들이 사회적 관계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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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어휘 - 의미 작성하기
VOCAB

MEANING

VOCAB

irrelevant

competence

manipulation

compensate

reconciliation

withdraw

distinguish

empirical

arbitrary

resent

conducive

despair

integrated

alienation

MEANING

≈≈ 매일 어법
1)
해설

정답

lack

명사절 접속사인 that절 속 동사가 위치해야 하는 자리이기에 동사인 lack이 정답이다.

해석 영장류의 행동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촌인 침팬지조차도 (거울에 비친 모습을 다른 침팬지라고 생각하는 대신 거울 속의
자기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이 약간의 자기 성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끊어읽기

Research on primate behavior /// indicates / [that even our closest cousins, the chimpanzees, // lack
영장류의 행동에 대한 연구는

/// 보여 준다 /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촌인 침팬지조차도

// 결여되어 있음을

this ability / <although they // possess some self-reflective abilities, / like being able to identify
이러한 능력이 /

<비록 그들이

// 약간의 자기 성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

알아볼 수 있는 것과 같이

themselves in a mirror / instead of thinking / [the reflection // is another chimp]>].
ㅤㅤ거울 속의 자기 자신을ㅤㅤ/

2)
해설

정답

생각하는 대신에

/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 다른 침팬지라고]>].

promote

nonacademic factors를 후치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속 동사가 위치해야 하는 자리이기에 동사인 promote가 정답이다.

따라서 우리는 명시적 교수가 학생들에게 유익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수법과 학습 및 숙달을 촉진하는 비학습
영역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 것이 수학 교수에서 명시적 교수를 필연적으로 강화한다고 제안한다.
해석

끊어읽기

Thus, we /// agree / [that explicit instruction // benefits students] {but} /// propose / [that
따라서, 우리는 /// 동의한다 /

[명시적 교수가

// 학생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하지만} /// 제안한다 / [

incorporating culturally relevant pedagogy and consideration of nonacademic factors / (that // promote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수법과 비학습 영역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 것이

/

(

// 촉진하는

learning and mastery) // must enhance explicit instruction in mathematics instruction].
학습 및 숙달을)

3)

정답

//

수학 교수에서 명시적 교수를 필연적으로 강화한다고].

associated

the restriction을 수식하는 과거분사가 나와야 하는 자리이기에 과거분사인 associated가 정답이다. can avoid라는 이 문장의 본동
사가 존재하기에 associate는 정답이 될 수 없다.
해설

해석

자신을 실험하는 과학자들은, 법률적으로는 아니지만, 기능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실험하는 것과 관련된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끊어읽기

Scientists / (who // experiment on themselves) /// can, functionally <if not // legally>, avoid the
과학자들은 /

(

//

자신을 실험하는)

///

, 직무상으로는 <

restrictions / associated with experimenting on other people.
규제를

014

/

다른 사람들을 실험하는 것과 관련된

// 법률적으로는 아니지만> 피할수 있다

1

주차

≈≈ 매일 독해
1.
지문의 논리구조

부연과 예시 & 문제점과 해결책 제시

Clue
Topic
Does the following situation sound familiar? You’ve had some bad news. You tell someone else about it. They say,
“Just call me if you need help,” or “If I can do anything, let me know.” These offers are well-meaning, but they are
vague. It’s hard to know whether they have been made just for the sake of politeness. What’s the lesson here? If you
are offering help, make your offer specific. For example, if your friend’s child is in hospital, you might realize that
shopping for groceries may seem overwhelming under the circumstances. You could ask, “Can I help by doing a
grocery run?” The same principle applies in the case of minor problems. If your colleague appears overworked and
stressed one morning, don’t just stand there and say, “You look busy, so let me know if you need help.” It would be
better to say, “Can I help by doing that filing for you?”
정답

①

소재

구체적인 도움 제안하기

다음 상황이 익숙하게 들리는가?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에 대해 말한다. 그들은 ‘네가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줘.’ 또는 ‘내가 뭐든 할 수 있으면 알려줘.’라고 말한다. 이런 제안은 선의를 담은 것이지만 그것들은 모호하다. 그것들이 단지
예의를 위해 제안된 것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렵다. 여기서 교훈은 무엇일까? 만약 여러분이 도움을 제안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제안을 구체
적으로해라. 예를 들어, 여러분 친구의 자녀가 병원에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 장보기가 버거울 수 있음을 여러분은 깨달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은 ‘내가 장을 봐서 도와줄까?’라고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은 법칙이 작은 문제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만약 어느 날 아침, 여러분의 동료
가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은 것처럼 보인다면 그저 거기 서서 ‘당신 바빠 보이네요. 그러니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면 내게 알려줘요.’라고 말
하지 말아라. ‘제가 당신을 위해 문서 정리를 해서 도와줄까요?’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해석

요약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할 때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어떠한 제안이 선의를 담았지만 모호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움을 제안할 때는 여러분의 제안을 구
체적으로 하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예시로 과로한 것처럼 보이는 동료에게 그저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문서 정리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라는 예시를 보았을 때 정답은 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할 때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한다’이다.
해설

매력적인 오답 소거

② 해결책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라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제안을 하라는 것이 지문의 내용이다.
③ 조언이 아닌 제안에 관한 내용이며 감정을 고려한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④ 스트레스가 문제점으로 제시된 글이 아니다.
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감하라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situation 상황ㅤwell-meaning 선의[호의]의ㅤvague 모호한ㅤfor the sake of ~을 위해ㅤpoliteness 예의ㅤoffer 제안하다
specific 구체적인ㅤoverwhelming 압도적인ㅤcircumstance 상황ㅤgrocery 식료품ㅤprinciple 원칙ㅤin the case of ~의 경우에
colleague 동료ㅤoverworked 과로한ㅤstressed 스트레스를 받는ㅤdo filing 서류를 정리하다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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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2.
지문의 논리구조

부연과 예시

Clue
Topic
That so many species now live alongside us in human-modified environments, whether on intensive farmland in
Britain or in regenerating forest in Costa Rica, is not to say that any human society, past or present, has ever lived in
‘harmony’ with nature. This is absolutely not the case. The harmonious coexistence of humans and the rest of nature
in the distant past is a romanticized and largely fictional notion. Present-day conservation often attempts to recreate these idealized ecosystems, for example by the reintroduction of hunter-gatherer-style burning of vegetation
in America, Africa and Australia, and by reinstating now uneconomic medieval farming and forestry practices in
Europe and Asia. In truth, our relationship with nature is, and always was, less romantic. We eat nature. We take
up space that wild nature would otherwise occupy. We have used whatever technologies have been available to us
at a particular time to consume or oust wild creatures, often with great success. As a consequence, we are living
* reinstate 복원하다 ** oust 내쫓다
through a time of extinction.
정답

③

소재

인간과 자연의 관계

해석 수많은 종(種)이 영국의 집약 농지에서든 코스타리카의 재생하는 산림에서든 인간이 변형한 환경에서 우리와 함께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이 과거든 현재든 어떤 인간 사회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산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인간과 (인
간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의 먼 옛날 조화로운 공존은 낭만적으로 묘사된, 대체로 허구적인 개념이다. 오늘날의 자연 보호는 예를 들어 아메리
카, 아프리카, 호주에서 수렵 채집인 방식으로 초목을 태우는 것을 재도입하거나 유럽과 아시아에서 현재는 비경제적인 중세 시대 농림업 관
행을 복원함으로써 이런 이상화된 생태계를 재창조하기를 자주 시도한다. 사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덜 낭만적이고 또 항상 그랬다. 우리는
자연을 먹는다.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야생의 자연이 점유할 공간을 차지한다. 우리는 야생 생물을 소비하거나 내쫓기 위해 특정
한 시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흔히 대단히 성공적으로 사용해 왔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멸종의 시기를 겪으며 살고 있다.

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
② 자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기술들
③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허구적 관념
④ 이상적인 생태계 복원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비결
⑤ 인간의 파괴에 직면한 자연의 회복력
요약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은 낭만적 상상에 불과한 것이다.

해설 인간이 변형을 가한 환경 속에서 수많은 종이 살아가는 것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
화로운 공존은 허구적인 개념이라는 것이 이 글의 주제이다. 이에 대한 예시로 과거의 농업, 축산 방식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
했고 자연에게서 먹을 것을 얻고 야생 생물들의 자원과 서식지를 빼앗아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었으므로 정답은 ③ ‘Imaginary
Conception of Human-Nature Relationship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허구적 관념)’이다.
매력적인 오답 소거

①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라는 개념이 허구적인 것이라고 하였지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② 우리가 야생 생물을 소비하거나 내쫓기 위해 모든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용했다고 했지만, 이는 우리와 자연 사이의 관계가 허구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기에 정답이 될 수 없다.
④ 이상적 생태계 복원이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하였으므로 정반대의 내용이다. 또한, 그 비결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⑤ 자연의 회복력은 이 글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species 종(種: 생물 분류의 기초 단위)ㅤhuman-modified 인간에 의해 변형된ㅤintensive 집중적인, 집약의ㅤ
regenerate 재생하다ㅤin harmony with ~와의 조화 속에서, ~와 조화를 이루며ㅤabsolutely 절대ㅤthe case 사실ㅤcoexistence 공존
romanticized 낭만화된, 낭만적인ㅤfictional 허구적인ㅤconservation (자연) 보호ㅤreintroduction 재도입ㅤ
vegetation 초목, 한 지방 특유의 식물ㅤuneconomic 비경제적인, 수익이 안 나는ㅤforestry 임업, 삼림지ㅤ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occupy 점유하다ㅤlive through (살면서) ~을 겪다ㅤextinction 멸종ㅤinseparable 분리할 수 없는ㅤeither-or 양자택일의ㅤ
proposition 문제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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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문의 논리구조

부연과 예시 & 문제점과 해결책 제시

Clue
Topic
Official definitions of sport have important implications. When a definition emphasizes rules, competition, and
high performance, many people will be excluded from participation or avoid other physical activities that are defined
as “second class.” For example, when a 12-year-old is cut from an exclusive club soccer team, she may not want
to play in the local league because she sees it as “recreational activity” rather than a real sport. This can create a
situation in which most people are physically inactive at the same time that a small number of people perform at
relatively high levels for large numbers of fans—a situation that negatively impacts health and increases health-care
costs in a society or community. When sport is defined to include a wide range of physical activities that are played
for pleasure and integrated into local expressions of social life, physical activity rates will be high and overall health
benefits are likely.
정답

④

소재

바람직한 스포츠의 정의

스포츠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정의가 규칙, 경쟁, 높은 기량을 강조할 때 많은 사람이 참여에서 배제되거나 ‘이
류’로 정의되는 다른 신체 활동을 피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12세의 선수가 상위 클럽 축구팀에서 잘리면 그 선수는 지역 리그에서 뛰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선수가 그것을 진정한 스포츠가 아닌,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것은 소수의 사람이 많
은 수의 팬을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시합을 하는 것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이 신체적으로 활동적이지 않은 상황, 즉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사회나 지역사회에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스포츠가 즐거움을 위해 행해지는 광범위한 신체 활동을 포함하도
록 정의되고 사회생활의 현지 표현들로 융합될 때 신체 활동 비율이 높을 것이고 전반적인 건강상의 이점이 있을 수 있다.
해석

요약

스포츠의 정의는 신체 활동 참여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해설 스포츠에 대한 정의가 규칙, 경쟁, 높은 기량을 강조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대한 참여에서 배제되거나 이류로 정의되는 신체
활동을 피하게 되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스포츠가 즐거움을 위한 신체 활동을 포함하도록 정의된다면 신체 활동 비율이 높고 건강에 이롭다는 것이 글 마지막에 해결책으
로 제시되었으므로 이 글의 요지는 ④ ‘스포츠의 정의는 신체 활동 참여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이다.
매력적인 오답 소거

① 운동선수의 기량에 대한 글이 아니다.
② 합리적인 경기 규칙의 필요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③ 스포츠의 대중화와 스포츠 산업은 이 글의 중심 소재가 아니다. 이 글은 스포츠의 정의가 미치는 영향과 올바른 스포츠의 정의에 관한 글
이다.
⑤ 여가 활동이 대인 관계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언급하지 않았다.
단어 definition 정의ㅤimplication 함의, 내포된 뜻ㅤexclude 배제하다ㅤexclusive 상위의, 상류의, 고급의ㅤinactive 활동적이지 않은
relatively 상대적으로ㅤnegatively 부정적으로ㅤintegrate 융합하다, 통합하다ㅤoverall 전반적인ㅤbenefit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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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4.
지문의 논리구조

부연과 예시 & 문제점과 해결책 제시

Clue
Topic
It is time that often plays a crucial and defining role in environmental economics. Traditional economics can
determine efficient ways to allocate resources for producing goods and services. The allocation is, however, simplified
and confined to a single period of time with the underlying presumption that the production of an additional unit of a
commodity today does not prevent producing one tomorrow. In the case of many environmental goods, allocation of
resources over a long period is critical. For example, while burning fossil fuels and polluting the environment today,
we may be creating problems for future generations for years or forever. Similarly, if we harvest all prawns today,
the supply will be gone forever. Our consumption decisions of some environmental goods may be ‘irreversible’ and
may have a profound impact on the well-being of future generations.
정답

①

소재

환경 경제학에서 시간의 중요성

해석

환경 경제학에서 흔히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규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시간이다. 전통 경제학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

기 위해 자원을 배분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배분은 오늘 상품을 추가로 한 개 더 생산하는 것이 내일 한 개 생산할
것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가정과 함께 단순화되고 하나의 시기로 한정된다. 많은 환경 재화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자원의 배분이 매
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오늘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우리는 미래 세대들에게 몇 년간 또는 영원히 지속될 문제를 만들
어 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와 유사하게, 만약 우리가 오늘 모든 새우를 잡아들인다면 공급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일부 환경 재
화에 대한 우리의 소비 결정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며 미래 세대의 복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① 장기간에 걸친 자원의 배분의 중요성
②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③ 미래 세대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
④ 하나의 시기로 한정되어야만 하는 자원의 배분
⑤ 시간 : 환경 경제학에서 중요한 것이 아닌 사소한 요소
특정 시기의 재화의 분배를 다루는 전통 경제학과 달리 환경 경제학에서는 현재와 미래, 장기간에 걸친 자원의 분배를 고려하며, 오늘날
소비 및 경제 활동이 미래에 대한 고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요약

해설 첫 문장에서 환경 경제학에서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규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간이라고 하였으므로 우리는 이 글에서 시간
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화되고 하나의 시기로 한정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장기간에 걸친 자원
의 배분을 언급하였으므로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The Significance of Long-term Resource Allocation (장기간에 걸
친 자원의 배분의 중요성)’이다.
매력적인 오답 소거

② 화석 연료는 이 글에서 예시로 언급된 것이기에 정답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역시 언급되지 않았다.
③ 이 글의 소재는 ‘미래 세대 복지’가 아닌 ‘장기간에 걸친 자원의 배분’이다. 마지막 문장을 이용하여 만든 오답이다.
④ 하나의 시기로 한정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었으므로 이 글의 중심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이므로 오답이다.
⑤ 환경 경제학에서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첫 문장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이 글의 중심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으로 오답이다.

crucial 결정적인, 중대한ㅤdefining 본질적인 의미를 규정하는ㅤallocate 배분하다, 배치하다ㅤconfine 한정하다, 제한하다
underlying 근본적인, 잠재적인ㅤpresumption 가정, 추정ㅤunit (상품의) 한 개[단위]ㅤcommodity 상품, 물품, 원자재ㅤ
irreversible 되돌릴 수 없는, 취소할 수 없는ㅤprofound 엄청난, 깊은ㅤwell-being 복지, 행복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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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문의 논리구조

부연과 예시 & 문제점과 해결책 제시

Clue
Topic
Good architecture and good engineering are both arts requiring science—but they are aimed at different
purposes. Art is difficult to define but is an ability to make something of more than ordinary significance. Science
is a branch of knowledge which is systematic, testable, and objective—science is what we know. When architecture
and engineering get artificially separated, the outcomes may not be as they should be. For example, a developer
investing in a new building might appoint an architect to develop a scheme proposal to meet the needs of the client.
If that is done without the involvement of properly qualified engineers then, later, when the project gets underway,
there will inevitably be practical problems. In the worst building projects architects specify structural forms that may
simply be unbuildable or unnecessarily expensive to build. It follows that in the best building projects architects and
engineers work together right from the start. Good structural design can provide a huge amount of savings in the
cost of construction.
정답

①

소재

건축가와 공학자의 협업

해석 좋은 건축과 좋은 공학은 둘 다 과학을 필요로 하는 예술이지만 그것들은 다른 목적을 대상으로 한다. 예술은 정의하기 어렵지만 평범한
중요성 이상의 무언가를 만드는 능력이다. 과학은 체계적이며 검증 가능하고 객관적인 지식의 분야로, 과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다. 건축
과 공학이 인위적으로 분리될 때, 그 결과물은 그것이 되어야 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새 건물에 투자하는 개발업자는 고객
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 제안을 만들어 내도록 건축가를 지명할지도 모른다. 만약 그때 그것이 적절하게 자격을 갖춘 공학자의 관여
없이 행해진다면, 나중에 그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실질적인 문제들이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다. 최악의 건축 프로젝트의 경우 건축가들은 단
순히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하기에 불필요하게 돈이 들 수 있는 구조적 형태들을 명시한다. 최고의 건축 프로젝트의 경우 건축가들과 공학자
들은 시작부터 바로 함께 일한다. 좋은 구조의 디자인은 건축 비용에서 엄청난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① 건축과 공학의 조합의 필요성
② 건축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공학의 역할
③ 건축 공학에 있어서 과학보다 예술의 우월함
④ 공학을 구조 설계에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갈등들
⑤ 건축에 있어서 자본과 예술 사이의 관계
요약

새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과 공학을 인위적으로 분리시키면 문제가 발생한다.

해설 건축과 공학이 인위적으로 분리되면 그 결과물은 되어야 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시로 자격
을 갖춘 공학자의 관여 없이 건축 프로젝트가 행해진다면 필연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최고의 프로젝트에서는 건축가와 공학
자들이 처음부터 바로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이 일종의 해결책으로서 제시된 것이므로 이 글의 주제는 ① ‘necessity of the combination of
architecture and engineering (건축과 공학의 조합의 필요성)’이다.
매력적인 오답 소거

② 건축사에 대한 설명글이 아니다.
③ 건축가와 공학자가 협력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예술이 과학보다 우월하다는 내용이 아니다.
④ 건축가와 공학자가 협력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공학과 구조 설계에 적응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는 내용이 아니다.
⑤ 자본과 예술 사이의 관계는 언급하지 않았다. 건축가와 공학자가 협력을 하게 되면 건축 비용에 있어서 엄청난 절감을 가져온다는 내용으
로 만든 오답이다.

architecture 건축ㅤrequire 필요로 하다ㅤpurpose 목적ㅤordinary 평범한ㅤsignificance 중요성ㅤobjective 객관적인ㅤ
artificially 인위적으로ㅤappoint 지명하다ㅤarchitect 건축가ㅤscheme 계획ㅤinvolvement 관여ㅤproperly 적절하게ㅤ
inevitably 필연적으로ㅤspecify (구체적으로) 명시하다ㅤconstruction 건축, 건설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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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6.
지문의 논리구조

부연과 예시 & 문제점과 해결책 제시

Clue
Topic
Social infrastructures that promote efficiency tend to discourage interaction and the formation of strong ties.
One recent study, for instance, shows that a day care center that encourages caregivers and parents to walk in and
wait for their children, often inside the classroom and generally at the same time, fosters more social connections
and supportive relationships than one where managers allow parents to come in on their own schedules and
hurry through drop-off and pickup so they can quickly return to their private lives. Because much of our hard
infrastructure—highways, airports, food supply chains, and the like—is designed to promote better circulation of
people or vital resources, it can accelerate the trend of social atomization. Think, for example, about the contrast
between a village where everyone gets their water from the same well and a city where everyone gets their water
from faucets in their private homes.
정답

⑤

소재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회 기반 시설

효율성을 증진하는 사회 기반 시설은 상호 작용과 강한 유대 형성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최근의 한 연구는, 보호자와 부모
가 걸어 들어와서, 흔히 교실 안에서 그리고 대개(모두) 같은 시간에 자녀를 기다리도록 권하는 어린이집이, 부모들이 빨리 자신들의 사적인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자들이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일정에 따라 들어와서 서둘러 자녀를 데려다주고 데려가게 해 주는 어린이집보
다 더 많은 사회적 관계와 협력적인 관계를 조성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고속도로, 공항, 식품 공급망 등 우리의 물리적 기반 시설 대다수는 인
적 자원이나 필수 자원의 더 나은 순환을 촉진하도록 고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 원자화의 경향을 가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같은 우물에서 자신의 물을 긷는 마을과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개인집 안의 수도꼭지에서 자신의 물을 받는 도시의 현저한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라.
해석

해설 첫 문장에서 사회 기반 시설이 상호 작용과 강한 유대 형성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 했으며 바로 다음 문장에서 이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으므로 첫 문장이 상위개념, 즉 주제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시에서는 부모들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어린이집보다 부모들이 같은 시
간 대기하는 어린이집이 더 많은 사회관계와 협력을 조성한다고 하였으며 다음 문장에서 역시 물리적 기반 시설이 사회적 원자화, 즉 상호작
용과 강한 유대 형성의 저해가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주제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필수 자원인 물에 관하여 사용하기
에 불편한 우물은 사람들의 교류를 더 촉진할 것이고, 편리한 수도는 사람들의 교류를 막는다고 하였으므로 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효율성을 위한 기반 시설들이 사회적 관계를 막을 수 있다.’이다.
매력적인 오답 소거

① 사회 기반 시설이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맞지만, 이것이 사회적 관계를 막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이 글의 중심 내용이므로 속도감 있
게 만들어 준다는 긍정적인 내용은 이 글의 요지가 될 수 없다.
② 물리적 기반 시설들이 고안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글이 아니다.
③ 수도와 우물은 물리적 기반 시설이 상호작용과 강한 유대 형성을 저해한다는 것에 대한 예시, 즉 하위개념으로 등장한 것이기에 이 글의
요지가 될 수 없다.
④ 어린이집에 관한 내용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회 기반 시설이 상호작용을 막는다는 것에 대한 예시, 즉 하위개념으로 등장한 것이기 때문
에 중심문장이 아니다.

infrastructure 기반 시설ㅤtie 유대, 인연ㅤday care center 어린이집, 보육소ㅤfoster 조성하다, 촉진하다ㅤ
drop-off (아이 등을) 데려다주기ㅤpickup (아이 등을) 데리고 가기ㅤcirculation 순환ㅤvital 필수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accelerate 가속하다ㅤatomization 원자화ㅤcontrast 현저한 차이, 대비, 대조ㅤfaucet 수도꼭지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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