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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편
PART 1  유

형
편

 &
 변

형
문

제

목적·심경·분위기01 강

마이애미 마라톤 경기 개최로 인한 일부 도로 폐쇄

졸업생 명부 발행

신체검사

전자 저널 홍보

중심
소재

중심
소재

중심
소재

중심
소재

마라톤 경기가 개최됨에 따라, 주자들이 경로를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일부 도로를 폐쇄할 

( close some roads ) 예정입니다. 주자들이 통과하면 도로가 점차적으로 재개방될 

것이며, 오후 2시까지는 모든 주자가 완전히 코스에서 벗어날( be completely off the 
course )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는 저희가 졸업생 명부를 발행하는( publish an alumni directory ) 데 도움을 

요청하는 이메일과 전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정보는 어떠한 제삼자와도 공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신의 졸업생 정보는 대학 순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므로( critical in 
determining university ranking ), 귀하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내 무릎에 있는 매우 작은 이 자국 때문에 나의 새로운 삶이 위험에 빠졌다( my whole 
new life were in jeopardy ). 한 의사가 나를 검사하기 위해 호출되었고 나를 면밀히 

조사했다. 마침내 그는 “당신을 통과시키겠습니다( I will pass you ).”라고 말했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I sighed ).

우리는 출판 비용 문제( issue of publication costs )에 대해 고심해야 합니다. 비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으므로, 우리의 기고가들에게 전자 저널( electronic journal )을 

가능한 한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이것은 돈, 시간, 노력, 종이를 줄여 줄 것이며 여러분의 

협조는 지속 가능한 성장( sustainable growth )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요약

요약

요약

요약

출제 포인트

간접 연계 및 한줄 요약 어법  어휘  빈칸 흐름 무관  순서 문장 삽입  밑줄의 의미 기타 

출제 포인트

간접 연계 및 한줄 요약 어법  어휘  빈칸 흐름 무관  순서 문장 삽입  밑줄의 의미 기타 

출제 포인트

간접 연계 및 한줄 요약 어법  어휘  빈칸 흐름 무관  순서 문장 삽입  밑줄의 의미 기타 

출제 포인트

간접 연계 및 한줄 요약 어법  어휘  빈칸 흐름 무관  순서 문장 삽입  밑줄의 의미 기타 

지문 난이도    상   중   하 복습횟수 -Let’s Check It Out.  /  8page

지문 난이도    상   중   하 복습횟수 -EXERCISE 1  /  10page

지문 난이도    상   중   하 복습횟수 -EXERCISE 2  /  10page

지문 난이도    상   중   하 복습횟수 -EXERCISE 3  /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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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편
PART 1  유

형
편

 &
 변

형
문

제

01 강
목적·심경·분위기

묘지 안에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집
중심
소재

나는 묘지( graveyard )의 경계를 침입하여 그 안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공기 중의 냉기 

( chill in the air )는 앞으로 일어날 끔찍한 일들의 전조 같았다. 내가 방으로 들어갔을 때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밀쳐진 것처럼 문이 닫혔다( the door closed, as if pushed 
to by an invisible hand ).

요약

출제 포인트

간접 연계 및 한줄 요약 어법  어휘  빈칸 흐름 무관  순서 문장 삽입  밑줄의 의미 기타 

지문 난이도    상   중   하 복습횟수 -EXERCISE 4  /  11page

MEMO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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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편
PART 1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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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문

제

필자의 주장·글의 요지02 강

회의 열기 특정 부분 사용 반복에 의한 뇌의 변화
중심
소재

중심
소재

진정으로 회의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회의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 Unless there 
is a genuine need to meet, meetings should not be held ). 회의를 열기 전에 

회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결과를 찾는 것인지 물어야 한다. 그러면 회의를 여는 것이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좋은 전략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각 개인의 뇌는 독특하고 살아 있다.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서로 다른 임무에 반응하여 뇌는 그 

구조를 수정한다( brian modifies its structure ). 따라서 우리가 뇌의 특정 부분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뇌의 그 부분은 더욱더 발달하고 더 효율적이게( the more developed 
and efficient ) 된다.

요약 요약

출제 포인트

간접 연계 및 한줄 요약 어법  어휘  빈칸 흐름 무관  순서 문장 삽입  밑줄의 의미 기타 

출제 포인트

간접 연계 및 한줄 요약 어법  어휘  빈칸 흐름 무관  순서 문장 삽입  밑줄의 의미 기타 

지문 난이도    상   중   하 복습횟수 -Let’s Check It Out.  /  12page 지문 난이도    상   중   하 복습횟수 -EXERCISE 1  /  14page

한 줄 어휘

◆◆  Sometimes we meet simply because we’re in the habit of meeting or because we think 
that we should meet. Having a meeting, after all, implies [ progress / regression ]1); at 
least we’d like to think this is the case.

◆◆  Then we can decide if holding a meeting is the best strategy to [ accomplish / abandon ]2) 
the goals.

한 줄 어휘

◆◆  The brain is not a computer; it’s a living thing. It becomes suited to our purpose. 
Biologically speaking, its purpose is to [ ensure / threaten ]3) our survival. 

◆◆  So the brain [ modifies / disarrange ]4) its structure in response to the different tasks it 
is required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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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강
필자의 주장·글의 요지

과학자와 대중의 정보 소통 이익 창출을 위해 일부 고객을 포기하기
중심
소재

중심
소재

과학자와 시민, 두 집단 간의 원활한 소통과 투명성( good communication and 
transparency )을 고취하는 것은 도덕적 문제( moral issue )이며 동시에 과학자의 

자기 본위의 문제( selfish issue )이다. 시민은 과학자의 비윤리적인 관행에 대해 통제할 수 

있으며, 과학자는 연구 자금을 받고 경력상 승진을 할 가능성이 더 많다.

일반적인 회사 총수입의 일부는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고객에 의해 발생하므로, 포기해도 될 

잠재적 후보를 식별하기 위해( to identify potential candidates for dismissal )  
고객층을 정기적으로 검토( regular reviews of the customer base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약 요약

출제 포인트

간접 연계 및 한줄 요약 어법  어휘  빈칸 흐름 무관  순서 문장 삽입  밑줄의 의미 기타 

출제 포인트

간접 연계 및 한줄 요약 어법  어휘  빈칸 흐름 무관  순서 문장 삽입  밑줄의 의미 기타 

한 줄 어휘

◆◆  As true professionals, scientists should feel [ accountable / innocent ]5) to their clients, 
the public. 

◆◆  In turn, the public as responsible citizens should pressure the scientists to keep them 
informed as this acts as an important control against any unethical practice that might  
[ credit / discredit ]6) the profession. 

◆◆  Keeping the public well informed is not only a moral issue; it is also a [ selfish / selfless ]7) 
issue. 

한 줄 어휘

◆◆  McKinsey reports that between 30 per cent and 40 per cent of the typical company’s 
revenues are generated by customers who would be [ profitable / unprofitable ]8) if 
their true cost-to-serve were applied. 

◆◆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conduct regular reviews of the customer base to identify 
potential candidates for [ selection / dismissal ]9). 

지문 난이도    상   중   하 복습횟수 -EXERCISE 2  /  14page 지문 난이도    상   중   하 복습횟수 -EXERCISE 3  /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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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강
필자의 주장·글의 요지

학생의 준비도와 능력에 맞춘 교사의 지도와 평가
중심
소재

교사는 지도와 평가를 학생의 준비도와 능력에 가능한 한 가깝게 일치시켜야 한다( Teachers 
should match instruction and assessment as closely as possible to 
students’ readiness and abilities ). 교사는 학생들을 똑같이 지도한 후 결과물을 

차별화하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개념과 기술을 재교육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요약

출제 포인트

간접 연계 및 한줄 요약 어법  어휘  빈칸 흐름 무관  순서 문장 삽입  밑줄의 의미 기타 

한 줄 어휘

◆◆  Dfferentiating products after you have delivered the same instruction to the whole class 
may be the only way to differentiate for [ readiness / unpreparedness ]10) in some 
cases.

◆◆  Teachers should be prepared to [ reteach / unlearn ]11) concepts and skills to students 
who simply did not “get it” through the whole class instruction or the practice. 

지문 난이도    상   중   하 복습횟수 -EXERCISE 4  /  15page 변형문제

어휘

unique-독특한- suited-to-~에-적합한- purpose-목적
biologically-생물학적으로-(말하면)- ensure-보장하다- survival-생존
modify-수정하다- structure-구조- establish-설정하다,-설립하다
neural-신경(계통)의- connection-연결,-연관성- meet-충족시키다
challenge-문제,-난제- efficient-효율적인- well-trodden-많이-사용되는,-통행이-잦은
pathway-경로,-좁은-길- responsible-for-~에-원인이-있는-deal-with-~을-다루다
spatial-공간의-

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19년 EBS 수능완성 2강 1번 응용 ]

Each person’s brain is unique, because each person’s life is also unique. The 
brain is not a computer; it’s a living thing. It becomes ① suited to our purpose. 
Biologically speaking, its purpose is to ensure our survival. So the brain ② 
modifies its structure in response to the different tasks it is required to do. It 
establishes the neural connections needed to meet ③ general challenges. The 
more we use certain parts of our brain, the more developed and efficient those 
parts of the brain become. The well-trodden pathways are the ones that become 
④ strongest. In an actor, the parts of the brain responsible for language and 
speech may be larger than average. In a taxi driver, it’s the area dealing with 
directions and spatial memory that is likely to be more highly ⑤ developed. And 
so it goes on. Practice makes perfect ― because practice changes the 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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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주제03 강

예술 교육의 중요성 고가공식품에 대한 연구 부족
중심
소재

중심
소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을 실현하려면 예술 교육( Arts education )을 교육 체계에 

통합시키는( integrated into educational system )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젊은 사람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능력을 증대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어서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0세기 이후 고가공식품의 소비( consumption of heavily processed foods ) 

가 증가했지만, 최근까지도 가공된 재료와 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했다. 특정 

고가공식품을 조사하는 연구 역시 거의 없으며( There are also few studies ), 가공 

처리 기술이 식품 성분의 고유한 조합을 상당히 변형시키고 손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 역시 

간과되어 왔다.

요약 요약

출제 포인트

간접 연계 및 한줄 요약 어법  어휘  빈칸 흐름 무관  순서 문장 삽입  밑줄의 의미 기타 

출제 포인트

간접 연계 및 한줄 요약 어법  어휘  빈칸 흐름 무관  순서 문장 삽입  밑줄의 의미 기타 

지문 난이도    상   중   하 복습횟수 -Let’s Check It Out.  /  16page 지문 난이도    상   중   하 복습횟수 -EXERCISE 1  /  18page

한 줄 어휘

◆◆  A goal is to [ harness / block ]12) young people’s creative capacities for innovative 
problem solving and actions that will help resolve the social and cultural challenges 
facing today’s world. 

◆◆  Arts education, which should involve teaching and learning of different forms of cultural 
and artistic expressions, can be [ integrated / separated ]13) into educational systems 
for appropriating the potential of the arts to enhance children’s intellectual and social 
development. 

한 줄 어휘

◆◆  It is only during the past decade that some of these [ law / processed ]14) ingredients 
and foods have begun to be studied in a more systematic manner.

◆◆  Until recently, the study of the precise metabolic consequences of high sugar consumption 
— beyond its caloric value — has similarly been [ admired / neglected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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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주제03 강

어휘력 발달을 위해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 주는 것의 그릇된 통념 인류 초기 문학에서 널리 사용된 구술 기법
중심
소재

중심
소재

어린이들에게 소리 내어 책을 읽어 주는 것( Reading books aloud )은 어휘 발달 

( vocabulary development )의 원천이 된다고 알려졌지만, 최근에 그 영향은 미미한 

( only small ) 수준에 그친다고 보고되었다. 대화식 읽기 전략이 어린이의 어휘력 신장에 

미치는 이점은 그다지 많지 않거나 무시할 만한 수준이었다.

인류 역사에서 글은 꽤 최근의 발명품이다. 글을 쓰기 전까지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말해( singing songs and telling tales ) 왔다. 인류의 초기 문학 작품은 구술로 

구성되어 전해진( orally composed and transmitted ) 노래나 이야기의 형태였으며, 

시인들은 글로 시를 쓰기 시작한 이후에도 오랜 구술 기법을 새로운 용도에 맞추었다.

요약 요약

출제 포인트

간접 연계 및 한줄 요약 어법  어휘  빈칸 흐름 무관  순서 문장 삽입  밑줄의 의미 기타 

출제 포인트

간접 연계 및 한줄 요약 어법  어휘  빈칸 흐름 무관  순서 문장 삽입  밑줄의 의미 기타 

한 줄 어휘

◆◆  Nevertheless, recent studies have begun to question whether incidental instruction 
through book reading may be substantial enough to significantly [ boost / hamper ]16) 
children’s oral vocabulary development. 

◆◆  Further, these effects were [ increased / reduced ]17) to negligible levels when children 
were 4 to 5 years old or when they were at risk for language and literacy impairments. 

한 줄 어휘

◆◆ [ Written / Oral ]18) compositions often work differently than purely literary works.

◆◆  Epic poems show particularly elaborate uses of oral devices, many of which were 
developed to aid poets in rapidly composing lines of an ongoing story, and to help  
[ literate / illiterate ]19) performers remember a long narrative.

지문 난이도    상   중   하 복습횟수 -EXERCISE 2  /  18page 지문 난이도    상   중   하 복습횟수 -EXERCISE 3  /  19page



전홍철 선생님의 2020 압축 EBS 수능완성 영어

2524  cafe.naver.com/whyjay2020 압축 EBS 수능완성 영어    유형편

유형편
PART 1  유

형
편

 &
 변

형
문

제

글의 주제03 강

식물이 열매를 맺는 이유
중심
소재

나무와 같은 식물이 열매를 생산하지 않고 근처에 씨앗을 떨어뜨리기만 한다면, 어린 나무는 

모체 나무나 형제자매 나무와 심한 경쟁( severe competition )을 해야 하고, 모체 나무를 

따라다닐지 모르는 포식과 질병의 높은 위험( high risks of predation and disease ) 

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모체 나무는 열매를 맺어 씨앗을 멀리 흩어지게 

( dispersing ) 한다.

요약

출제 포인트

간접 연계 및 한줄 요약 어법  어휘  빈칸 흐름 무관  순서 문장 삽입  밑줄의 의미 기타 

한 줄 어휘

◆◆  It would clearly be much simpler and cheaper for the tree to [ drop / gather ]20) its 
seeds rather than making a nutritious, fleshy envelope for them. 

◆◆  However, an infant tree attempting to grow near its parent is subject to severe 
competition for light and soil, both from its parent and from its siblings, and the parent 
tree must [ maximize / minimize ]21) this wasteful competition. 

지문 난이도    상   중   하 복습횟수 -EXERCISE 4  /  19page 변형문제

어휘

nutrition-영양- evaluate-평가하다- processed-food-가공식품
relative-상대적인- quantity-양,-분량- major-주된
consumption-소비- contain-함유하다,-포함하다- refine-정제하다
extract-추출하다- transform-변형하다- reconstitute-개조하다,-재구성하다
ingredient-성분,-재료,-원료- systematic-체계적인- precise-정확한
consequence-결과,-중요성- caloric-value-칼로리양- neglect-무시하다,-간과하다
substantially-상당히,-충분히- component-성분
whole-food-자연-식품(식품-첨가물을-사용하지-않은-자연-그대로의-식품)

6.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 2019년 EBS 수능완성 3강 1번 응용 ]

Instead, nutrition scientists have primarily evaluated highly processed foods on 
the basis of the relative quantities of the so-called good or bad nutrients they 
contain, such as their vitamin content or lack of fiber.

The major changes in eating patterns since the early twentieth century 
have been toward an increase in the consumption of heavily processed foods 
containing highly refined, extracted, chemically transformed, and reconstituted 
ingredients. ( ① ) It is only during the past decade that some of these processed 
ingredients and foods have begun to be studied in a more systematic manner. 
( ② ) It was not until the early 1990s, for example, that researchers began to 
pay serious attention to chemically reconstituted trans-fats. ( ③ ) Until recently, 
the study of the precise metabolic consequences of high sugar consumption 
― beyond its caloric value ― has similarly been neglected. ( ④ ) There are also 
few studies that examine specific highly processed food products. ( ⑤ ) But this 
ignores the way processing techniques may also substantially transform and 
damage the original “food matrix” ― that is, the unique combination of food 
components and the way they are all held together in a whole food.

*-metabolic-신진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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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편
PART 1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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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제목04 강

미술 작품에 접근하는 방법 믿음에 매여 있는 상상력
중심
소재

중심
소재

미술 작품에 접근할 때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아야( face it as a whole ) 한다. 전체 

구도( total composition )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 즉 주제와 핵심( a theme, 
a key )을 전달한다. 그런 다음에 주요 특징을 인식하고, 그 특징이 세부 사항을 지배하는 

상태를 탐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제한하는 믿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한계라고 인식하는 것 너머를 상상하지 않을 

것이다( will not imagine beyond ). 여러분이 상상력이 풍부한 존재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상상력은 어느 정도 여러분의 믿음에 매여 있다( your imagination is bound 
to some degree by your beliefs ).

요약 요약

출제 포인트

간접 연계 및 한줄 요약 어법  어휘  빈칸 흐름 무관  순서 문장 삽입  밑줄의 의미 기타 

출제 포인트

간접 연계 및 한줄 요약 어법  어휘  빈칸 흐름 무관  순서 문장 삽입  밑줄의 의미 기타 

지문 난이도    상   중   하 복습횟수 -Let’s Check It Out.  /  20page 지문 난이도    상   중   하 복습횟수 -EXERCISE 1  /  22page

한 줄 어휘

◆◆  Before we identify any one element, the [ partial / total ]22) composition makes a 
statement that we must not lose.

◆◆  Safely guided by the structure of the whole, we then try to recognize the principal 
features and explore their dominion over dependent [ generality / details ]23). 

한 줄 어휘

◆◆  When we [ accept / refuse ]24) limiting beliefs, they become our boundaries; we will not 
imagine beyond what we perceive is a limit. 

◆◆  Consequently, your imagination is [ unrestricted / bound ]25) to some degree by your 
beliefs, although you occasionally permit preposterous thoughts, such as daydreaming 
of an ideal life or fantasizing about the perfect spouse, for entertainment value.



전홍철 선생님의 2020 압축 EBS 수능완성 영어

3130  cafe.naver.com/whyjay2020 압축 EBS 수능완성 영어    유형편

유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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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제목04 강

후각의 중요성 도시를 여행하는 방식
중심
소재

중심
소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후각이 부차적인 감각( secondary sense )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후각을 자극하는 용품들은 매우 많다. 우리의 후각과 미각이 없다면 

( Without our sense of smell and taste ), 감자와 사과는 먹는 사람에게 같은 

것으로 인식될( are perceived as identical ) 것이다.

여러분은 도시의 물리적인 특징이나 역사뿐만 아니라, 관광객으로서 떨어져서( stand apart )  

사람들의 일상생활, 가치관, 인생관에 반영되는 도시의 성격이나 문화( character or culture 
of the city )를 관찰할 수 있다. 여러분이 새롭고 독특한 장소에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려고 

한다면, 어느 도시든 새롭고, 면밀하고, 잊을 수 없는 방식으로 보게 될 것이다.

요약 요약

출제 포인트

간접 연계 및 한줄 요약 어법  어휘  빈칸 흐름 무관  순서 문장 삽입  밑줄의 의미 기타 

출제 포인트

간접 연계 및 한줄 요약 어법  어휘  빈칸 흐름 무관  순서 문장 삽입  밑줄의 의미 기타 

한 줄 어휘

◆◆  Yet, as much as chemical signals are really a background sense for most of our daily 
lives, a simple trip into any bathroom might tell a different story as a glance around 
the room would [ reveal / conceal ]26) scented soaps, shampoos, perfume, flavored 
toothpaste, mouthwash, and air freshener. 

◆◆  Without our sense of smell and taste, a potato and an apple are perceived as [ identical 
/ disparate ]27) to the consumer.

한 줄 어휘

◆◆  What about the character or culture of the city, reflected in the day-to-day life of the 
people, their values and outlook on life? These aren’t the sort of topics city guides talk 
about. Often they can be subtle and hard to define, especially for someone who is a(n) 
[ part / alien ]28) of that culture. But as a tourist, you stand apart and can [ observe / 
overlook ]29) such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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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제목04 강

소규모 신생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주는 디지털 기술
중심
소재

디지털 기술의 사용( use of digital technology )은 생산과 판매 과정을 관리하기 

쉽게 만들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진입 장벽을 낮춘다. 이와 같은 기업의 균질화 

덕분에 소규모 신생 기업은 이제 대기업의 주요 경쟁자( key competitors to large 
corporates )가 될 수 있다.

요약

출제 포인트

간접 연계 및 한줄 요약 어법  어휘  빈칸 흐름 무관  순서 문장 삽입  밑줄의 의미 기타 

한 줄 어휘

◆◆  Digital technology now means that it is easier than ever to manage off-shoring of 
production, sales processes, customer service, etc. So there are forces for [ increasing / 
decreasing ]30) homogenization of businesses. 

◆◆  At one level, data levels the playing field, lowering the barriers to entry, allowing small 
brands to quickly start competing against [ established / emergent ]31)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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