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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교실의 시작 

거꾸로 교실은 미국 공대 교수인 Baker가 ‘The Classroom Flipped’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자

신이 했던 수업의 성과를 학회에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교사 Bergmann과 Sams가 과

학 수업에 이것을 접목하여 2012년 그 경험담을 책으로 펴내면서1)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

다. 국내에서는 2012년 카이스트에서 이 방식의 강의가 도입되었으나,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2014년 KBS에서 다큐멘터리 ‘21세기 교육혁명―미래 교실을 찾아서’가 소개되면서부터이다. 

이 교수법은 영어로는 기존의 수업을 뒤집는다는 ‘flip learning,’ ‘flipped learning,’ ‘inverted 

learning’ 등으로 사용되며, 우리말로는 영어를 그대로 옮겨 적은 ‘플립 러닝,’ ‘플립드 러닝’으

로 쓰기도 하지만, ‘거꾸로 교실’ 또는 ‘역진행 수업’ 등으로 번역한 용어도 사용된다.

뒤집기 교육: 두 단계(Two-step) 과정

전통적인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면대면 수업은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

되며, 나머지는 과제로 제시되어 학생 스스로 전달된 정보를 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거꾸로 교

실이 지향하는 두 단계 과정은 새로운 정보의 전달이 수업 전(前)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게 함으

로써, 면대면의 교실 상황에서 학생들은 급우 및 교사와 협동하여 활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거

꾸로 교실 수업에서 학생들은 미리 새로운 정보를 소화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

며, 교사는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어 잘못 이해한 정보는 즉시 수정할 수 있다.  

1)　  Bergmann & Sams.(2012) Flip Your Classroom: 

Reach Every Student in Every Class Every 

Day.  New York: 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Education. 

거꾸로 교실과 

영어 수업
글  서울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김혜리

special 
focus 

거꾸로 교실과 영어 수업

Flipped 
Learning

매거진 sample-고등(0817)-final.indd   2 2018. 8. 17.   오후 3:48



거꾸로 교실의 수업 자료,  

또 다른 교사의 부담일까?

거꾸로 교실의 경우, 교실 밖에서 이루어

지는 수업은 해당 수업 내용을 교사가 동

영상으로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미리 학습

하게 하고 온라인 퀴즈로 학습 정도를 확

인하는 등의 정보 통신 공학과 같은 첨단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첨단 기술이 거꾸로 교실 실행을 촉진하긴 

했지만, 기술 사용이 필수적이거나 교사가 

모든 수업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야 한

다는 것은 아니다. 즉, 교사가 제작한 어떤 수업 자료도 정해진 수업 시간이나 교실 이외의 장소

에서 수업 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Baker 교수가 처음 이 교수법을 사용했을 때

는 강의 수업 자료를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학생들에게 미리 학습해 오게 했고, 이로 인해 학생

들은 수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질문을 많이 하게 되었다. 교실 밖 수업 자료로는 교사

가 수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한 자료, 수업에 도움이 되는 보충 읽기 자료, 영화, 유튜브 동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결국 기존의 수업을 뒤집기 위해서 좀 더 중요한 것은 

수업의 중심에 학생이 있어야 하며 미리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숙고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교사가 수업 내용을 동영상으로도 제작하는 부담만 추가된다는 것은 

아니다. 

거꾸로 교실에서의 영어 수업

영어 수업을 거꾸로 하면 훨씬 더 많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할 수 있음에도 동영상 

제작이라는 부담 때문에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영어 수업의 주요 내용을 사전 학습용 

동영상으로 어떻게 제작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거꾸로 교실이 곧 동영상 

제작은 아니다. 영어 수업에 사용하는 교과서의 경우, 듣기 및 읽기 자료를 영상과 함께 오디오 

녹음이 포함된 디지털 교과서나 오디오 자료인 MP3가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즉 디지털 교과서

와 MP3를 활용하여 교실 밖에서 듣기와 읽기를 하고 교실에서는 말하기와 쓰기 중심의 발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수업을 설계하면 상호 의사소통적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다.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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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독서 수업, 거꾸로 교실로 해 보자

영어 독서의 중요성은 영어 교사나 교육자라면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시작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영어 독서를 거꾸로 교실로 

하자고 한다면 이중의 부담이 몰려 올 것이다. 하지만, 필자의 경

험으로 볼 때, 영어 독서 수업을 거꾸로 교실로 하면 오히려 더 쉽

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실례를 들어 보자. 필자는 경기도에 있

는 G 고등학교 교사와 이 학교의 2학년 8개 학급의 학생을 대상

으로 영어 독서를 정규 수업 시간에 접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

여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2) 이 연구에서는 동영상 수업 자료를 

제작하거나 온라인 퀴즈 등을 제시하지 않았기에 결과를 발표할 때는 ‘거꾸로 교실’이라고 하지 않

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거꾸로 교실이 되었다.

거꾸로 교실에서 영어 독서 수업은 주당 4차시의 영어 수업 중 3차시는 교과서로, 1차시는 영어 소

설을 읽고 독후 활동을 하였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하여 교사가 일차 선정한 다

섯 권의 소설책 표지를 보여 주며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여 가장 많은 학생들이 추천한 Jeanne 

DuPrau의 「The City of Ember」로 정했다. 이 소설은 270페이지가 20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

므로, 첫 두 주는 텍스트 선정과 도입을, 3주 차부터는 한 주에 한 챕터를 읽고 읽기 후 활동을 진행

했으며, 책 내용에 따라 몇 개의 챕터를 복습하거나, 발표 등의 특별 활동을 포함하여 총 30주의 수

업을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수업 중 10~15분 정도를 할애

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책을 읽고, 남은 시간에 독후 활동을 하였다. 놀라운 일은 4주 차

에 접어들면서 일어났다. 학생들은 독후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싶다면서 스스로 해당 챕터

를 수업 전에 읽어 오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6주째 수업부터 학생들은 수업 전에 해당 챕터를 읽고, 

수업은 텍스트 기반 활동 위주로 진행하였다. 자연스럽게 면대면 상호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

업의 일부가 사전 학습으로 넘어가고, 교실 수업에서는 발화 활동에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도 해당 챕터별로 수업 전에 보고 와서 텍스트와 영화를 연계하는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소설을 활용한 영어 독서 수업에서 발화는 이야기의 요소인 등장인물, 시간 및 장소적 배경, 주요 사

건, 플롯 및 인물 간의 갈등 등을 파악하여 말하기와 쓰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픽 조직

자(graphic organizer)를 사용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한 다음 말하기를 하면 더 논리적이면서도 영

어로 말하기가 쉬워진다. 읽은 챕터를 10문장으로 요약, 이야기 기차, 등장인물 분석 등을 하면서 내

2)　  김혜리, 신일진.(2015). 영어 소설 활용 독후 활동을 고등학교 수업에 접목하기 위한 실행 연구. Foreign Languages 

Education, 22(1), 177-205.  

김혜리.(2015) 아동 문학과 영어 교육. 한국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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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5

용 이해를 강화하였고, 엽서, 편지 및 신문 기사 쓰기, 등장인물에 대한 시 쓰기, 공익광고 포스터 그리

기와 같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글쓰기도 할 수 있어 영어와 창의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다. 

학생들의 영어 수준이 낮다면, 소설책 대신 그림책을 사용할 수도 있다. 좋은 그림책은 어린 아동뿐 아

니라, 중고등학생, 심지어는 성인들에게도 많은 감동과 세련되고 아름다운 언어 사용의 예를 보여 준

다. 특히 교실 수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좋은 그림책은 교사, 전문 성우 또는 저자가 직접 책을 읽어 주

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탑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동영상을 사전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중

고등학생들에게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토론과 상상력을 확장시키는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그림책

을 참고할 수 있도록 몇 권 소개한다.

•	토론하기	좋은	책

 - Fly Away Home(1993) by Eve Bunting & Ronald Himler

 - Smoky Night(1994) by Eve Bunting & David Diaz

•상상력을	확장하는	글쓰기에	좋은	책

 - Click, Clack, Moo: Cows That Type(2000) by Doreen Cronin

 - The Three Pigs(2001) by David Wiesner

새로운 교수 자료나 교수법을 도입하는 것은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다. 전통적 

수업에 비해 거꾸로 교실은 학생 중심의 통합적, 민주적, 허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학생의 생각

을 수용하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수업이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교사에게는 이에 적절

한 교수·학습 활동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학생들의 입장

에서는 이미 익숙해진 수동적인 학습 방법에서 벗어나 사

전 학습을 해야 하는 부담이, 사전 학습을 해 오지 않은 친

구와 협력 학습을 해야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사전 

학습 자료 제작으로 늘어난 교사의 업무, 평가 등 여러 문제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교실이 잘 정착되었을 때의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라도 적절한 

과목 또는 단원 등에 도입해 볼 만하다. 특히 외국어인 영어 

수업에 거꾸로 교실을 잘 활용한다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언어 입력을 보충할 수 있으며, 수업에서는 면대면 상황이 

필요한 의사소통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제는 거꾸로 교실

을 단순히 더 많은 수업 준비라는 업무 부담이 아니라 수업 혁신이라는 관점으

로 우리의 생각을 거꾸로 뒤집어 볼 때이다.    

생각을 
뒤집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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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the 

Topic?

Extra Reading 
Materials
고등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수준에 맞는 읽기 자료를 소개한다.  

1~8번까지 4개의 지문은 YBM 교과서 본문과 연계된 확장 읽기 

자료이다. 단, YBM 교과서를 쓰지 않더라도 수능 대비로 풀기에 

좋은 주제와 문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영어 수업에 활용 가

능하다. 9~12번 문제는 요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주제를 다룬 

지문이다. 학생들은 시의성 있는 지문을 접하면서 독해 수준을 높

이고 수능 준비도 탄탄히 할 수 있다. 

LEVEL 1

페루의 경제 성장과 문화적 · 자연적 유산이 

페루인들에게 끼친 영향

Reading	
Summary	

고대 잉카 유적으로 유명한 페루가 내전으로 관광이 제한적이었지만, 20년에 걸친 경

제 성장으로 관광 산업이 활기를 띄면서 페루인들이 가난 속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글이다.

Grammar	
Point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 and the industry is helping countless Peruvians work their way out of 

poverty, which remains the country’s biggest problem. 

which는 앞에 있는 poverty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이고 앞에 콤마(,)가 있으니 

계속적 용법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LEVEL 1

Resources Reading +

•YBM 고등 영어(박준언) 6과 확장 리딩

직장 동료와의 긍정적인 관계 구축의 중요성 

Reading	
Summary	

직장 생활에서 동료와의 긍정적인 관계 구축은 직업적 성공과 일에 대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하는 글이다. 

Grammar	
Point

사역동사 let

One of the best ways to build relationships is to let others know who you are.

사역동사 let은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know)을 취한다.

•YBM 고등 영어(한상호) 5과 확장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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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07

LEVEL 2실패는 성공을 향한 또 다른 발걸음

Reading	
Summary	

사람들은 실패를 하면 상처를 받기 때문에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 그 실패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그 순간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느끼고 나면, 다음 

번에 더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전달하는 글이다. 

Grammar	
Point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

Taking on too much responsibility may cause you to unnecessarily blame yourself. 

Taking on too much responsibility가 문장의 주어이고, 동사구가 주어 자리에 왔으

므로 동명사구 형태가 왔다.

LEVEL 3선진국의 노령화, 주변 국가들은 지켜만 봐도 될까?

Reading	
Summary	

앞으로 여러 나라에서 노령화 사회를 겪게 될텐데, 특히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

는 선진국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내

용의 글이다. 

Grammar	
Point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that절)

That this transformation initially will be limited to the world’s leading 

economies suggests an important strategic dimension.

That ~ economies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이고 suggests가 동사이다. 여기서 that절

은 동사 앞에 와서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우리의 뇌 

Reading	
Summary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했을 때 우리 뇌에 있는 편도체(amygdala)에서 일어나는 반응

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Grammar	
Point

관계부사 why

This is why stress can make you feel wound up and irritable or panicky and 

avoidant.

why는 이유를 나타내는 관계부사로 앞에 선행사 the reason이 생략된 문장이다. 

LEVEL 2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이었으나 재앙이 되어버린 플라스틱

Reading	
Summary	

플라스틱은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으로 다방면으로 쓰이고 있지만, 최근에는 환경적 

위험과 해양 생태계 오염을 일으키는 주원인이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

다는 내용의 글이다. 

Grammar	
Point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구

These concerns range from potential health hazards from additives leaching 

out of packaging plastics in contact with food ~. 

additives라는 명사를 leaching ~ food라는 현재분사로 시작하는 형용사구가 수식하

고 있다. 

LEVEL 3

•YBM 고등 영어 I(박준언) 1과 확장 리딩

•YBM 고등 영어 I(한상호) 1과 확장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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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Reading +  LEVEL 1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With its ancient ruins, snowcapped Andes, and vast Amazon wilderness, 

Peru has long captured the imagination of people in distant lands. But for 

much of the 1980s and ’90s, few dared to visit the country, ① which was 

wracked by a violent conflict between the Shining Path guerrilla movement 

and Peru’s armed forces. Even after the violence subsided in the ’90s, the 

country’s tourism infrastructure was quite , ② catering 

primarily to backpackers and other budget travelers. Thanks to two decades 

of economic growth and its growing popularity as a tourist 

destination, Peru now has more options for experiencing 

③ their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than ever before. A 

growing number of the country’s tourism businesses are 

becoming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④ responsible, and the 

industry is helping countless Peruvians work their way out of 

poverty, which ⑤ remains the country’s biggest problem. 

1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limited             ②  defined             ③  social             ④  considerable             ⑤  developed	

2  윗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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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Building positive workplace relationships is vital for career 

success. Relationships can positively or negatively affect your 

satisfaction with the job and your ability to gain recognition 

for your achievements. When you build positive relationships, 

you feel more comfortable with your interactions and less 

intimidated by others. ① You feel a closer bond to the people 

you spend the majority of your time working with. ② However, 

for a lot of people, relationship isn’t natural or easy to do. 

③ Here are tips for everyone – even the most outgoing, engaging 

personalities – on how to improve their skills in this critical area. 

④ There are many ways to be more efficient at work and walk out 

the door at 5 p.m. ⑤ One of the best ways to build relationships 

is to let others know who you are. This can come from sharing 

your expertise, knowledge, and personality at meetings. Other 

people will either get to know you, like you, or want to hear 

more from you. They will find you more approachable and thus 

the chance of building relationships will increase.

3  윗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①               ②               ③               ④               ⑤  

4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Managing Work Stress
②  How to Develop Your Career
③  Impact of Working Environment
④  Strategies to Be More Efficient at Work
⑤  How to Build a Good Relationship with Co-workers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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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The stress response has been with us for thousands of 

years. It helped humans survive in the days (A) when/what  

we faced threats of starvation and marauding lions and tigers. 

Stress hormones energize you, motivate you to overcome 

obstacles, and help you focus on the problem. When your 

amygdala, an almond-shaped structure right in the middle 

of the brain, (B) determines/determining  that a threat is 

present, it “sounds the alarm”: using hormones and neurotransmitters, it initiates a 

cascade of physiological changes that prepare you to either fight or flee. (①) This is 

why stress can make you feel wound up and irritable or panicky and avoidant. (②) This 

stress response is great if you’re facing an acute stressor, such as an attacker. (③) Before 

you even have time to think, your (C) heightening/ heightened  alertness and impulse 

to fight or escape can save your life. (④) Staying calm and thinking things through at 

this point would waste valuable seconds. (⑤) Far more common are the day-to-day 

challenges of resolving conflict, getting things 

done, paying bills, dating, and taking care 

of yourself and your family in a changing, 

challenging world.                                         

*marauding 사냥감을 찾아 돌아다니는     *amygdala 편도체

5  윗글의 흐름으로 보아,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However, most people very rarely face these types of imminent threats. 

①               ②               ③               ④               ⑤  

6  윗글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B)         (C)
①  what ....... determining ....... heightening
②  when ....... determines ....... heightened
③  what ....... determines ....... heightened
④  when ....... determining ....... heightened
⑤  when ....... determines ....... heightening

Resources Reading +  LEV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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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윗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①               ②               ③               ④               ⑤  

8  윗글의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B)
①  For example ....... Therefore
②  However ....... In short
③  So ....... On the other hand
④  Similarly ....... In contrast
⑤  However ....... In addition

[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Whether you were denied a promotion at the office or you 

failed to qualify for a marathon, failing feels bad. Many people 

will go to great lengths to avoid failing so they don’t have to 

feel painful emotions. ① Knowing how to cope with failure in a 

healthy way takes some of the fear out of failing — and it might 

reduce the pain so you can bounce back better than before. 

Failure is accompanied by a variety of emotions; embarrassment, anxiety, anger, sadness, 

and shame. A 2017 study ② publishing in the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Making says 

you shouldn’t try to avoid feeling bad after failure. Researchers discovered that thinking 

about your emotions — rather than the failure itself — is most helpful. Allowing yourself 

to feel bad is motivating. It can help you work harder to find better solutions so that you’ll 

improve next time. (A)  go ahead embrace your emotions. Acknowledge 

how you’re feeling and let yourself feel bad for a bit. Label 

your emotions and allow yourself to ③ experience them. It’s 

also important to accept an accurate level of responsibility for 

your failure. Taking on too much responsibility may cause you 

to unnecessarily ④ blame yourself. (B) , blaming 

other people or unfortunate circumstances on your failure will 

prevent you from ⑤ learning from it.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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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No material has changed our lives in the past 100 years as 

much as plastic. Plastic is a new kind of material and nothing like 

it existed before. People used ceramics, glass, stone, wood, and 

metal. Cabinets, furniture, and counters were made of metal or 

wood. However, we now live in a plastic world. When they first 

became commercially available, plastics were widely considered a 

miracle material, an exceptional example of engineering ingenuity 

of that generation. Plastics have indeed  that 

expectation, achieving the unique status of an indispensable 

material for modern lifestyle including that in the developing 

world. Gaining such widespread use and consistent increase in 

volume production in a few decades suggests significant societal 

benefits associated with plastics. 

(A)  These concerns range from potential health hazards due to 

additives leaching out of packaging plastics in contact with food, 

to the occurrence of microplastics in the world’s oceans posing a 

threat to the marine ecosystem. 

(B)  Despite these concerns, continuing growth of plastics is 

progressing unabated.

(C)  Recently, however, serious questions have been raised as to their 

desirability as a material in several applications.

Resources Reading +  LEVEL 3 

9  윗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10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included        ②  wasted        ③  exceeded        ④  deceived        ⑤  disappoi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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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For most of human history, the elderly only comprised a tiny fraction of the population, 

never more than 5 percent in any country until well into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nineteenth century. As recently as the mid-1960s, every developed country was at or above 

the 2.1 replacement rate needed to maintain a stable population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A) , every developed country is at or below it — and most are far below it 

today. Over the next three decades, Japan, Wester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will each 

undergo unprecedented demographic transitions characterized by a dangerous combination 

of rising elderly populations and flat or, in many cases, negative labor force growth.

(B) , all face the danger of large structural deficits, declining savings, and 

slower economic growth. That this transformation initially will be limited to the world’s 

leading economies suggests an important strategic dimension. These nations account for 

two-thirds of the world’s GDP and play a dominant role in global security and economic 

stabil ization arrangements.  (C)  

has far-reaching consequences not only for the aging nations 

themselves, but also for global economic growth,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and the larger global community.

11  윗글의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B)
①  For example ....... Therefore
②  However ....... As a result
③  So ....... On the other hand
④  Similarly ....... In contrast
⑤  As a result ....... In addition

12  윗글의 빈칸 (C)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Promoting health education programs for the elderly
②  What important role the elderly can play in the society
③  How the advanced nations adapt to the new realities of aging
④  How to address the economic problem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⑤  Reaching global agreements on policy-making for social security

the past the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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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수능 영어 신유형 소개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후 

6월 모의고사를 본 수험생들은 

새로운 유형이 나와서 당황했고, 

문제가 어려웠다고 한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신유형 문항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 

기본에 충실하기 

기존에 도표의 이해를 묻던 24번 문항이 올해 6월 모의고

사에서 표로 제시되었고, 작년 42번 문항은 빈칸 추론 문

제였지만, 6월 모의고사에서는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

를 고르는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하지만, 신유형이 나왔다

고 당황할 필요는 전혀 없다. 새롭게 등장한 문제들은 지난 

1990~2000년 초에 등장했던 유형이고, 최근의 기출에 많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다. 실제로 EBSi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

어 영역 오답률 TOP 10에는 신유형 문항이 들어있지 않다.

이번 모의고사가 어렵다고 느낀 건 신유형 때문이 아니라 

지문의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전문가들의 조언은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첫째, 독

해 실력을 올려야 한다. 주요 단어를 중심으로 문장을 재구

성하듯 해석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문장씩 정확

하게 해석하는 연습이 꼭 필요하다. 둘째, 영어 실력은 어휘 

실력과 비례하기에 어휘력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홀수형 3

3
8

21.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One exercise in teamwork I do at a company retreat is to 
put the group in a circle. At one particular retreat, there were 
eight people in the circle, and I slowly handed tennis balls to 
one person to start throwing around the circle. If N equals the 
number of people in the circle, then the maximum number of 
balls you can have in motion is N minus 1. Why? Because it’s 
almost impossible to throw and catch at the same time. The 
purpose of the exercise is to demonstrate the importance of an 
individual’s action. People are much more concerned about 
catching the ball than throwing it. What this demonstrates is 
that it’s equally important to the success of the exercise that 
the person you’re throwing to catches the ball as that you are 
able to catch the ball. If you’re less concerned about how you 
deliver information than with how you receive it, you’ll 
ultimately fail at delegation. You have to be equally skilled at 
both.

* delegation : 위임

① 구성원 간의 공통된 목표 의식이 협업의 필수 조건이다.

② 정확한 정보 이해는 신속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③ 자유로운 의사소통 문화는 직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

④ 여가 활동을 함께하는 것도 협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⑤ 협업에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도 능숙할 필요가 있다.

22.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Sensory-specific satiety is defined as a decrease in appetite, 
or the subjective liking for the food that is consumed, with 
little change in the hedonics of uneaten food. As a result of 
sensory-specific satiety, when people consume a variety of 
foods, they tend to overeat. A greater variety of food leads 
people to eat more than they would otherwise. So, being full 
and feeling sated are separate matters. The recovery of 
appetite or the motivation to eat is apparent to anyone who 
has consumed a large meal and is quite full, and does not 
require additional energy or nutrients to meet their daily 
needs, but decides to consume additional calories after seeing 
the dessert cart. Small changes in the sensory properties of 
foods are sufficient to increase food intake. For example, 
subjects who were presented with different shapes of pasta 
showed increased hedonic ratings and increased energy 
consumption relative to subjects eating only a single shape of 
pasta.

* satiety : 포만(감) ** hedonics : 쾌락 *** sated : 충분히 만족한

① necessity of consuming a varied diet in daily life 
② reasons for people’s rejection of unfamiliar foods
③ changes in people’s preference for basic food items
④ impact of food variety on the amount of food people consume
⑤ importance of maintaining food diversity to prevent overeating

2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dividual authors and photographers have rights to their 
intellectual property during their lifetimes, and their heirs 
have rights for 70 years after the creator’s death, so any 
publication less than 125 years old has to be checked for its 
copyright status. The duration of copyright protection has 
increased steadily over the years; the life-plus-70-years 
standard was set by the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of 
1998, which increased the 50-year limit established by the 
1976 Copyright Act. Supporters of such legislation like to 
defend these increases with tales of starving writers and their 
impoverished descendants, but in reality the beneficiaries are 
more likely to be transnational publishing companies. And 
note that copyright laws serve a dual purpose. In addition to 
protecting the rights of authors so as to encourage the 
publication of new creative works, copyright is also supposed 
to place reasonable time limits on those rights so that 
outdated works may be incorporated into new creative efforts. 
Therefore, the extended copyright protection frustrates new 
creative endeavors such as including poetry and song lyrics 
on Internet sites.

* heir : 상속인  ** legislation: 법률, 입법

① The Untold Origin of Copyright Protection
② Creativity Leaps with Longer Copyright Protection! 
③ More Is Not Enough: No Limits to Copyright Coverage
④ Who Smiles at Copyright Protection, Writers or Publishers?
⑤ Does Extended Copyright Truly Enhance Protection and Creation?

24.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The above graph shows the sales of four types of ethical 
produce in the UK in 2010 and 2015. ① In 2015, the sales of 
each of the four types of ethical produce showed an increase 
from the sales of its corresponding type in 2010. ② Among 
the four types of ethical produce, the sales of Organic ranked 
the highest in 2010 but ranked the second highest in 2015. 
③ Among the four types of ethical produce, Rainforest 
Alliance recorded the second highest sales in 2010 and 
recorded the highest sales in 2015. ④ The sales of Fairtrade 
in 2015 were twice as high as those in 2010. ⑤ In both 2010 
and 2015, the sales of Vegetarian meat alternatives were the 
lowest among the four types of ethical produce.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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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ternet entrepreneurs are creating job-search products and 
bringing them online regularly. Within the past few years, 
new Internet-based businesses have come online that help 
people find internships, complete online classes tailored to 
individual employer job applications, or find volunteer work 
that will lead to full-time employment. Job mastery will mean 
keeping up with the rapidly evolving tools available on the 
Internet. It should be noted, though, that no development in 
the Internet job age has reduced the importance of the most 
basic job search skill: self-knowledge. Even in the Internet 
age, the job search starts with identifying individual job skills, 
sector interests, and preferred workplace environment and 
interests. Richard Bolles’ best selling job search book, first 
published in 1970, had as its central theme the self-inventory 
of skills and workplace preferences. This self-inventory continues 
to be the starting point for any job search today no matter 
what the Internet technology involved.

* entrepreneur: 사업가  ** inventory: 목록

① 구직 정보 검색 도구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② 인터넷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투자가 시급하다.

③ 인터넷을 활용한 구직에서도 자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④ 업무 효율을 높이려면 인터넷 작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⑤ 인터넷을 통한 직업 교육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22.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term “biological control” has been used, at times, in a 
broad context to cover a full spectrum of biological organisms 
and biologically based products. This has been spectacularly 
successful in many instances, with a number of pest problems 
permanently resolved by importation and successful establishment 
of natural enemies. These importation successes have been 
limited largely to certain types of ecosystems and/or pest 
situations such as introduced pests in perennial ecosystems. 
On the other hand, this approach has met with limited success 
for major pests of row crops or other ephemeral systems. In 
these situations, the problem is often not the lack of effective 
natural enemies but management practices and a lack of 
concerted research on factors that determine the success or 
failure of importation attempts in the specific agro-ecosystem 
setting. Thus, importation programs, to date, are largely a 
matter of trial and error based on experience of the individual 
specialists involved. 

* perennial: 다년생의  ** ephemeral: 단명하는

① difficulties in identifying major pests in agriculture
② benefits of introducing natural enemies into ecosystems  
③ ways to apply biological control strategies to agriculture
④ side effects from pest elimination through biological control
⑤ reasons for partial success of importation in biological control

2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ccording to the individualist form of rhetoric about science, 
still much used for certain purposes, discoveries are made in 
laboratories. They are the product of inspired patience, of 
skilled hands and an inquiring but unbiased mind. Moreover, 
they speak for themselves, or at least they speak too powerfully 
and too insistently for prejudiced humans to silence them. It 
would be wrong to suppose that such beliefs are not sincerely 
held, yet almost nobody thinks they can provide a basis for 
action in public contexts. Any scientist who announces a so-called 
discovery at a press conference without first permitting expert 
reviewers to examine his or her claims is automatically castigated 
as a publicity seeker. The norms of scientific communication 
presuppose that nature does not speak unambiguously, and that 
knowledge isn’t knowledge unless it has been authorized by 
disciplinary specialists. A scientific truth has little standing 
until it becomes a collective product. What happens in somebody’s 
laboratory is only one stage in its construction.

* rhetoric: 수사(학)  ** castigate: 혹평하다

① Path to Scientific Truth: Scientific Community’s Approval
② The Prime Rule of Science: First Means Best
③ The Lonely Genius Drives Scientific Discoveries 
④ Scientific Discoveries Speak for Themselves!
⑤ Social Prejudice Presents Obstacles to Scientific Research 

24. 다음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The table above displays the life expectancy at birth in 2030 
for five selected countries. ① In each of the five selected 
countries, it is predicted that the life expectancy of women will 
be higher than that of men. ② In the case of women, life 
expectancy in the Republic of Korea is expected to be the 
highest among the five countries, followed by that in Austria. 
③ As for men, the Republic of Korea and Singapore will rank 
the first and the second highest, respectively, in life 
expectancy in the five countries. ④ Both Slovakian women 
and men will have the lowest life expectancy by gender among 
the five countries, with 82.92 and 76.98 years, respectively. 
⑤ Among the five countries, the largest difference in life 
expectancy between women and men is 6.75 years, predicted 
to be found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mallest 
difference is 3.46 years, in Sweden.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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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By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permanent repertoire 
of musical classics dominated almost every field of concert 
music, from piano, song, or chamber music recitals to operas 
and orchestral concerts. The (a) change from a century before 
was enormous. In the eighteenth century, performers and 
listeners demanded new music all the time, and “ancient music” 
included anything written more than twenty years earlier. But 
musicians and audiences in the early 1900s (b) expected that 
most concert music they performed or heard would be at least 
a generation old, and they judged new music by the standards 
of the classics already enshrined in the repertoire. In essence, 
concert halls and opera houses had become museums for 
displaying the musical artworks of the past two hundred years. 
The repertoire varied according to the performing medium 
and from region to region, but the core was largely the (c) same 
throughout most of Europe and the Americas, including operas 
and operatic excerpts from Mozart through Verdi, Wagner, and 
Bizet; orchestral and chamber music from Haydn through the 
late Romantics; and keyboard music by J. S. Bach, Haydn, 
Mozart, Beethoven, and prominent nineteenth-century composers.

Living composers increasingly found themselves in competition 
with the music of the past. This is the great theme of modern 
music in the classical tradition, especially in the first half of the 
century: in competing with past composers for the attention of 
performers and listeners who (d) disregarded the classical 
masterworks, living composers sought to secure a place for 
themselves by offering something new and distinctive while 
continuing the tradition. They combined individuality and 
innovation with emulation of the past, seeking to write music 
that would be considered original and worthy of performance 
alongside the masterworks of (e) earlier times. 

* enshrine: 소중히 하다  ** excerpt: 발췌곡  *** emulation: 경쟁, 모방

41.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Increasing the Gap Between Composers and Listeners
② Within or Beyond Classical Music Heritage
③ Classical Music: Healing the World
④ Lost in the Past: The End of Masterpieces
⑤ Classical Composit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42. 밑줄 친 (a)～(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Princess, a solid Boxer, had been given to Rita when she 
was ten weeks old, and Rita immediately bonded with (a) her, 
petting her, feeding her, teaching her basic commands, and 
letting her sleep on Rita’s bed. The two were always together 
and within arm’s reach. The only time they were apart was 

when Rita was learning to swim. Princess had a fear of water 
that was so extreme that she couldn’t even touch the water. 

* Boxer: 복서(개의 한 품종)

(B)

Upon hearing Rita’s cry, her mother rushed to the railing, 
shouting for help, from the entrance of the store a hundred 
feet or so away. Princess was looking at the water and trembling 
in fear. (b) She stood there staring at the water― the one 
thing that had nearly taken her life. Her love for Rita 
overpowered her fear and she leapt out through the same 
open space in the railing and plunged into the water. Once in 
the water, Princess quickly found Rita and slowly dragged 
her to the shore to her grateful mother.

(C)

Princess’ fears stemmed from her puppyhood when (c) she 
almost drowned twice. These early traumas made water the 
only thing that Princess truly feared. When (d) she came 
close to a body of water, she would try to pull back and 
seemed emotionally distressed. Would she ever be able to 
overcome this fear? She had a chance one late afternoon 
when Rita’s mother took them to a shopping mall.

(D)

It was located along the edge of a lake and featured a 
wooden boardwalk which was built along the shore. While 
her mother headed to a store, Rita and Princess began to play 
on the boardwalk. Suddenly, a boy riding a bicycle slipped on 
the damp wooden surface, hitting Rita at an angle, which 
propelled her through an open section of the guard rail. (e) She 
let out a scream of pain and fear as she fell into the water. She 
then continued to cry for help and struggle to get out. 

43.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B) － (D) － (C) ② (C) － (B) － (D)
③ (C) － (D) － (B) ④ (D) － (B) － (C)
⑤ (D) － (C) － (B)

44. 밑줄 친 (a)～(e)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45.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Rita는 수영을 배울 때를 제외하고 Princess와 항상 함께했다.

② Princess가 사고를 당하자 Rita의 어머니는 도움을 요청했다.

③ Princess는 Rita에 대한 사랑으로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다.

④ Rita의 어머니는 Rita와 Princess를 쇼핑몰에 데려갔다.

⑤ Rita와 Princess는 호숫가 산책로에서 놀고 있었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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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In one sense, every character you create will be yourself. 
You’ve never murdered, but your murderer’s rage will be 
drawn from memories of your own extreme anger. Your love 
scenes will contain hints of your own past kisses and sweet 
moments. That scene in which your octogenarian feels 
humiliated will draw on your experience of humiliation in 
the eighth grade, even though the circumstances are totally 
different and you’re not even consciously thinking about 
your middle-school years. Our characters’ emotions, after 
all, draw on our own emotions. Sometimes, however, you 
will want to use your life more directly in your fiction, 
dramatizing actual incidents. Charles Dickens used his 
desperate experience as a child laborer in Victorian England 
to write David Copperfield. Should you create a protagonist 
based directly on yourself? The problem with this ─ and it 
is a very large problem ─ is that almost no one can view 
himself                   on the page. As the writer, you’re too 
close to your own complicated makeup. It can thus be easier 
and more effective to use a situation or incident from your 
life but make it happen to a character who is not you. In fact, 
that’s what authors largely have done. You can still, of 
course, incorporate aspects of yourself: your love of 
Beethoven, your quick temper, your soccer injuries. But by 
applying your own experience to a different protagonist, you 
can take advantage of your insider knowledge of the 
situation, and yet gain an objectivity and control that the 
original intense situation, by definition, did not have.

* octogenarian: 80대의 사람 ** protagonist : 주인공

41.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Simplicity: The Essence of Great Novels
② Protagonists: A Key to Understanding Novels
③ Keep Your Memories Away from Novel Writing!
④ Character Traits Borrowed from People You Know
⑤ A Better Way to Use Yourself in Character Creation

42.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objectively ② intuitively ③ devotedly
④ emotionally ⑤ favorably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It was the first day of the new semester. Steve and Dave 
were excited that they would be back at school again. They 
rode their bicycles to school together that morning, as they 
usually did. Dave had math on the first f loor, and Steve was 
on the second with history. On his way to the classroom, 
Steve’s teacher came up to him to ask if (a) he wanted to run 
for student president. Steve thought for a moment and 
answered, “Sure, it’ll be a great experience.”

(B)

Steve won the election. Upon hearing the result, Dave went 
over to Steve and congratulated (b) him, shaking his hand. 
Steve could still see the disappointment burning in his eyes. It 
wasn’t until later that evening, on the way home, that Dave 
said apologetically, “I’m so sorry, Steve! This election hasn’t 
damaged our friendship, has it?” “Of course not, Dave. We’re 
friends as always!” Steve responded with a smile. As Steve 
arrived home, his dad was proudly waiting for him and said, 
“Congratulations on the win! How did Dave take it?” Steve 
replied, “We’re fine now, best friends for life!” (c) His dad 
laughed, “Sounds like you won two battles today!”

(C)

After class, Steve spotted Dave in the hallway and ran to him 
excitedly, “I’ve got good news! I’m going for student president 
and I think mine will be the only nomination.” Dave cleared his 
throat and replied with surprise, “Actually, I’ve just registered 
my name, too!” (d) He continued sharply, “Well, best of luck! 
But don’t think you’ll win the election, Steve.” Dave walked 
quickly away and from that moment on, there was an 
uncomfortable air of tension between the two friends. Steve 
tried to be friendly toward Dave, but he just didn’t seem to care.

(D)

When the election day came, Steve found that his bicycle 
had a f lat tire, so he started to run to school. Just as he 
reached the end of the street, Dave’s dad, who was driving 
Dave to school, pulled over to give him a ride. The dead 
silence in the car made the drive painful. Noticing the bad 
atmosphere, Dave’s dad said, “You know, only one of you 
can win. You have known each other since birth. Don’t let 
this election ruin your friendship. Try to be happy for each 
other!” His words hit Dave hard. Looking at Steve, Dave felt 
the need to apologize to (e) him later that day.

43.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B) － (D) － (C) ② (C) － (B) － (D)
③ (C) － (D) － (B) ④ (D) － (B) － (C)
⑤ (D) － (C) － (B)

44. 밑줄 친 (a)∼(e)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45.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학 날 아침에 Steve와 Dave는 함께 등교했다. 

② Steve는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다. 

③ Steve는 Dave에게 선거 출마 사실을 숨겼다.

④ Dave의 아버지는 학교로 뛰어가던 Steve를 차에 태워 주었다.

⑤ Dave의 아버지는 선거로 인해 우정을 잃지 말라고 충고했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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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글의	도입부에	글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핵심	어구나	내용

이	언급된다.	무엇에	관한	글인지	중심	소재를	파악하면	내용을	따라가

기	쉬워진다.

글의	도입부를	읽고	글의	

중심 소재를 파악한다.	

1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내용의	선택지가	있을	때,	그것을	정답으로	혼동

하기	쉽다.	반드시	글의	내용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토

대로	정답을	고르도록	해야	한다.

지문	내에서	빈칸에		

들어갈	표현에	대한		

근거를	찾는다.

3

연결사를	중심으로	글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하면	전체적

인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된다.	For	example(예를	들어),	However(하지

만),	Therefore(그러므로)	등으로	연결되는	문장의	관계	파악을	통해	

빈칸의	내용	추론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글을	빠르게	읽으면서,	

연결사를	중심으로	글의 

흐름을 예측한다.

2

Resources 수능 영어 기출 유형 분석

빈칸을 추론하는 문제는 수능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문제이다. 글의 주

제나 요지, 혹은 세부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빈칸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단어나 구, 절, 주제가 들어있는 문장이 빈칸 처리가 되어 나온다. 

수능 독해에서 이 유형이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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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In the less developed world, th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involved in agriculture is declining, but at the 
same time, those remaining in agriculture are not benefiting 
from technological advances. The typical scenario in the less 
developed world is one in which a very few commercial 
agriculturalists are technologically advanced while the vast 
majority are incapable of competing. Indeed, this vast majority  

 because
of larger global causes. As an example, in Kenya, farmers are 
actively encouraged to grow export crops such as tea and 
coffee at the expense of basic food production. The result is 
that a staple crop, such as maize, is not being produced in a 
sufficient amount. The essential argument here is that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is affecting peasant production 
in the less developed world in such a way as to limit the 
production of staple foods, thus causing a food problem. [3점]

* staple : 주요한  ** maize : 옥수수  *** peasant : 소농(小農)

① have lost control over their own production
② have turned to technology for food production
③ have challenged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④ have reduced their involvement in growing cash crops
⑤ have regained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market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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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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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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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In the context of SNS, media literacy has been argued to 
be especially important “in order to make the users aware 
of their rights when using SNS tools, and also help them 
acquire or reinforce human rights values and develop the 
behaviour necessary to respect other people’s rights and 
freedoms”. ① With regard to peer-to-peer risks such as 
bullying, this last element is of particular importance. ② This
relates to a basic principle that children are taught in the 
off line world as well: ‘do not do to others what you would 
not want others to do to you’. ③ Children’s SNS activities 
should be encouraged when we help them accumulate 
knowledge. ④ This should also be a golden rule with regard 
to SNS, but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it is much more 
difficult to estimate the consequences and potential serious 
impact of their actions in this environment. ⑤ Hence, raising 
awareness of children from a very early age about the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SNS and the potential long-term 
impact of a seemingly trivial act is crucial.

[36～37]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6.

Most consumer magazines depend on subscriptions and 
advertising. Subscriptions account for almost 90 percent 
of total magazine circulation. Single-copy, or newsstand, 
sales account for the rest.

(A) For example, the Columbia Journalism Review is 
marketed toward professional journalists and its few 
advertisements are news organizations, book publishers, 
and others. A few magazines, like Consumer Reports,
work toward objectivity and therefore contain no 
advertising.

(B) However, single-copy sales are important: they bring in 
more revenue per magazine, because subscription prices 
are typically at least 50 percent less than the price of 
buying single issues.

(C) Further, potential readers explore a new magazine by 
buying a single issue; all those insert cards with 
subscription offers are included in magazines to 
encourage you to subscribe. Some magazines are 
distributed only by subscription. Professional or trade 
magazines are specialized magazines and are often 
published by professional associations. They usually 
feature highly targeted advertising.

* revenue:  수입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수능	대표	유형:	

빈칸 추론 문제 

•2018년 실시 수능 영어 기출

기출 파악하기 

  1행 

In	the	less	developed	world,	~	from	technological	advances.

저개발	세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동시에	

농업에	계속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		저개발	세계의	농업과	기술	발전이	이	글의	중심	소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7행 

Indeed,	this	vast	majority	~	larger	global	causes.	

실은,	이러한	대다수는	더	큰	세계적	대의	때문에	자신들의	생산에	대한	통제

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			‘사실(Indeed)’이라는	연결사를	통해	앞의	내용의	흐름이	이어진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뒤	문장에	언급되는	예시를	

통해	추론할	수	있으므로,	뒤의	예시	내용을	토대로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

리지	못하는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보도록	한다.	

 13행 

The	essential	argument	here	~	a	food	problem.

여기서의	본질적인	논점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저개발	세계에서	소작농의	생산에	영향을	끼쳐서	주요	작물의	생산을	

제한하고,	그리하여	식량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			앞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즉	수출	작물	중심으로	생산하는	방식	

때문에	소작농의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었다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다.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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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수능 영어 추론 유형 예상 문제

1  밑줄 친 her가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Karen meets Audrey at the bus stop, and when the bus arrives, they find two empty seats. It is 

crowded, with some kids standing in the aisle by the time they reach the next stop. Karen begins to 

get a closed-in feeling. It starts with ① her hands getting cold and clammy, then there is a sickness 

in her stomach. Finally, Karen begins to feel dizzy, as if she might pass out. Karen puts ② her head 

down on her knees. “Are you okay?” Audrey asks. Karen can’t answer. She bends over, ③ her mouth 

close to Karen’s ear. “Did you eat any breakfast?” she asks softly. Karen shakes ④ her head. “Here,” 

Audrey says, going through her lunch bag. “Eat this.” She hands Karen some peeled oranges. As 

soon as Karen tastes the sweetness of the orange in ⑤ her mouth, she feels better.

2  다음 글의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For years now, those of us managing our cholesterol levels or eating to keep our hearts 

healthy have opted for the low-fat option. But are these low-fat foods really as good for us as we 

originally thought? Some nutritious foods, such as fruits and vegetables, are naturally low in fat. 

(A) , processed low-fat foods often contain a lot of sugar and other unhealthy ingredients. 

The processed low-fat foods lose their original taste. To enhance the flavor, manufacturers in the 

food industry found they had to increase the amount of sugar in their products. This means that 

the typical low-fat product tend to be high in carbohydrates. In fact, when we eat foods high in 

carbohydrates, our bodies digest them more quickly. This can lead to blood sugar swings and 

cravings for food, making it more difficult to control our overall calorie intake. A diet too high in 

these refined carbohydrates and sugars can be as unhealthy as a high-fat diet because it increases 

the risk of diabetes, heart disease, and high cholesterol levels. (B) , we all need some 

fat in our diet. Certain fats, like those in nuts, seeds, and oily varieties of fish provide essential fatty 

acids, including the omega-3 variety. These essential fats are important for maintaining healthy blood 

vessels and making hormones.

           (A)                             (B)          

① Therefore ....... Furthermore

② For example ....... Also

③ However ....... Therefore

④ In addition ....... In contrast

⑤ Besides ....... Nevertheless

LEVE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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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Meditation is a wonderful skill with life-changing potential, but how you choose to use that skill 

is up to you. With increasing coverage of meditation and mindfulness in the media, many people 

seem to be careless in defining its purpose. But the truth is, you define the purpose by deciding how 

you choose to use it. When you learned to ride a bike, I’m sure you were simply shown how to ride 

the bike, not how you should use that ability. Some use a bike to commute, for others it’s to hang 

out with friends, and for a very few cycling may even become a career. But the skill of being able 

to remain in the saddle is the same for each. So while somebody else might have taught you how 

to ride, you define what cycling means to you, how you use it, and how it best suits your lifestyle. 

And so it is with the skill of meditation. It can be applied to any aspect of life and the value of it is 

.

① evident in the decreased level of stress  

② equal only to the value you place upon it

③ ensured only when it is practiced consistently 

④ affected by the number of people who enjoy it

⑤ determined by all the related psychologic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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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eed to create a structure of belonging grows out of the isolated nature of our lives, our 

institutions, and our communities. The ① absence of belonging is so widespread that we might say 

we are living in an age of isolation, replicating the lament from early in the last century, when life 

was referred to as the age of anxiety. Ironically, we talk today of how ② small our world has become, 

with the shrinking effect of globalization, instant sharing of information, quick technology, and 

workplaces that operate around the globe. Yet, these do not necessarily ③ create a sense of belonging. 

They provide connection, diverse information, and an ④ infinite range of opinions. But all of these do 

not create the connection from which we can become grounded and experience the sense of ⑤ anxiety 

that arises from a place where we emotionally, spiritually, and psychologically belong.

learn
in

g
 m

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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매거진 sample-고등(0817)-final.indd   17 2018. 8. 17.   오후 3:48



5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Smiling is a very natural response to being happy about something. In this cause and effect 

scenario, you smile as a result of being happy. The relationship, however, .  

This results from the fact that the very act of smiling triggers activity in your brain. So there’s a 

serious mind-body connection going on in your left frontal cortex, which is the area of your brain 

that registers happiness whenever you smile. To put it simply, the action of smiling sends a message 

to your brain that you’re happy even when you’re not! And when you’re happy, your body pumps 

out all kinds of feel-good endorphins. This reaction has been studied since the 1980s and has been 

proven a number of times. In 1984, an article in the journal Science showed that when people express 

an emotion, their bodies produce physiological changes that reflect the emotion, too, such as changes 

in heart and breathing rates. Another German study found that people felt happy just by holding a 

small pen clenched in their teeth, imitating a smile.

*left frontal cortex 좌 전두골 피질

① remains a mystery  ② goes both ways

③ doesn’t make us all happy ④ has much to do with emotion

⑤ has nothing to do with smiling

6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rtworks which share the same artistic ideas, style, technical approach or time frame are said 

to belong to an art movement. In short, the name of a specific art movement is a title for grouping 

together artists who paint in a (A) similar / different  style or technique in a common period. The 

Renaissance was the period of time from the 14th to the 17th century in Europe. It was a rebirth of 

education, science, art, literature, music, and a better life for people in general. One of the big changes 

in art in the Renaissance was to paint and sculpt subjects as realistically as possible. This is called 

realism and it involves many new techniques that make the subjects and the background in a picture 

look like they do in (B) real life / an imaginary world . Surrealism was a 20th century art movement 

that explored the deep “unconscious minds” of people. The Surrealists rejected the rational world 

as it was based on real recorded experiences and it did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imagination. 

They sought a new kind of reality, a higher level of reality that they called “surreality,” and its images 

were (C) based on / apart from  their dreams and imagination.

          (A)                              (B)                                  (C)

① similar ....... an imaginary world ....... based on

② different ....... real life ....... apart from

③ different ....... an  imaginary  world ....... based on

④ similar ....... real life ....... based on

⑤ different ....... an  imaginary  world ....... apart from

LEV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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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the 1980s, the economist Robert Solow commented, “You can see the computer age 

everywhere but in the productivity statistics.” Today we might say again that data and intelligence 

are everywhere – except in the productivity statistics, and in many of the things that matter most. 

The financial crash of the late 2000s was a particularly striking example. Financial institutions that 

had spent vast sums on information technologies either failed to understand what was happening to 

them, or understood the data but not what laid behind them, and so brought the world to the brink 

of economic disaster. In the 1960s and 1970s, the Soviet government had at its disposal brilliant minds 

and computers, but couldn’t think its way out of stagnation. During the same period, the US military 

had more computing power at its disposition than any other organization in history, but failed to 

understand the true dynamics of the war it was fighting in Vietnam. Many other examples confirm 

that having smart tools .

① is useful to society in times of economic difficulties 

② relieves people of the anxiety caused by not knowing

③ does not automatically lead to more intelligent results

④ prevents a nation from generating errors of intelligence

⑤ helps to rais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8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key factor in our legal society is whether anybody can be blamed for a potentially debilitating 

effect of an unknown and previously unreported side effects of drugs. Clearly, drug companies should 

be held to the highest ethical standards with respect to (A) confidentiality / transparency  in reporting 

clinical outcomes for all company sponsored trials, as well as any other third-party results that they 

become aware of. Drug companies only very rarely (B) observe / violate  this principle, but when they 

do, they certainly deserve to be legally pursued to the fullest extent of the law. Beside these legitimate 

cases, there are a lot of “ambulance chasing” frivolous class actions initiated, which will eventually 

only end up benefiting lawyers, thus further (C) increasing / decreasing  the cost of healthcare and 

limiting opportunities for much needed new treatments to reach patients. It is actually puzzling that 

the responsible approval agencies, such as the FDA and the EMA, who write the approval requirements 

and implement them, don’t seem to have any accountability for their decisions.

*ambulance chasing 사고 피해자들에게 소송하도록 유도하는

              (A)                          (B)                      (C)

① confidentiality ....... observe ....... increasing

② confidentiality ....... violate ....... increasing

③ transparency ....... violate ....... increasing

④ transparency ....... violate ....... decreasing

⑤ transparency ....... observe ....... decreasing

LEV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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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 절대평가의 시작 

최근 영어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 당국과 

학부모, 학생 등 관련 주체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일고 있

다. 대표적인 사례로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교육 

금지 논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학습 금지 논

란, 수능 영어 시험 절대평가 실시 논란 등이 그러하다. 그 

중에서도 전국의 중고등학생, 학부모, 영어 선생님에게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단연 수능 영어 시험을 절대

평가로 전환한 점일 것이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는 작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올해도 이어질 예정이다.

여기서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접어 

두고, 이것이 언어 평가 원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 보고자 한다. 모든 영역의 평가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주요한 평가 방식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준거지향평가(criterion-referenced assessment/

test)이고, 다른 하나는 규준지향평가(norm-referenced 

assessment/test)이다. 준거지향평가는 우리가 흔히 일컫

는 절대평가이고, 규준지향평가는 상대평가이다.

그동안 영어를 비롯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상대평가를 

유지해 왔다. 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으뜸

대학	수학	능력	

영어	시험	절대평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글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박준언

수능 영어 절대평가 실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 평가의 기본 원리를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special 
focus

수능 영어 절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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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이유는 시험 실시와 학생들 간의 변별력 확보가 

용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평가가 유발하는 학생들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다양한 비교육적 문제들이 발

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정해진 성취 및 평가 기준에 따라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절대평가로 전환한 것이다.

평가 원리 관점에서 수능 영어의 현주소는? 

그렇다면, 수능 영어 절대평가는 언어 평가 원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수능 영어 시험은 고등학교 공통영어 과

목을 이수한 정도의 수준을 기준으로 문항들을 출제하고 

있다. 따라서 수능 영어 시험이 절대평가를 실시할 때 따

라야 할 기준들은 영어 교육과정에 명시된 성취 기준일 것

이다. 이 성취 기준에 따라 학생들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절대평가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공통영어 교육과

정에는 수능 영어 시험의 평가 기준이 되는 영어의 네 가

지 기능별 성취 수준들이 제시되어 있다. 네 가지 성취 수

준 중 듣기(listening) 기능의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듣기 기능의 성취 기준

•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

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주

제 및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내

용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

자의 의도나 말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

자의 심정이나 태도를 추론할 수 있다.

이처럼 공통영어 교육과정에 언어 기능별 성취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지만, 기준들을 기술하는 표현들이 ‘친숙한’, 

‘일반적’ 등으로 모호하고 간단하게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절대평가의 기초가 되는 성취 기준들이 구체

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수

능 영어 절대평가는 평가의 기본 요소인 타당성(validity)

과 신뢰성(reliability)이 빠져 있다. 이처럼 평가 기준의 구

체성이 결여된 절대평가는 무늬만 절대평가일 뿐 기존의 

상대평가와 다를 바가 없다.

언어 기능별 평가 기준의 구체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영어의 절대평가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교육과정에 제시된 언어 기능별 성

취 기준들을 이에 맞게 상세하게 기술하는 작업이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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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준에 관한 두 가지 주요 자료로서 미국의 외국어교육협회인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ACTFL)의 Proficiency 

Guidelines1)와 유럽연합의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CEFR)2)를 들 수 있다.

이 두 기관의 평가 기준들 중 ACTFL Proficiency Guidelines의 평가 기준들

이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듣기 평가 기준의 예를 확인해 

보자. ACTFL Proficiency Guidelines의 평가 기준들은 언어 기능별로 초보 단

계(novice)부터 최고 단계(distinguished)까지 11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중급

(intermediate) 수준 내의 단계별 듣기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ACTFL Proficiency Guidelines 2012 – LISTENING
INTERMEDIATE

At the Intermediate level, listeners can understand information conveyed 

in simple, sentence-length speech on familiar or everyday topics. They are 

generally able to comprehend one utterance at a time while engaged in face-to-

face conversations or in routine listening tasks such as understanding highly 

contextualized messages, straightforward announcements, or simple instructions 

and directions. Listeners rely heavily on redundancy, restatement, paraphrasing, 

and contextual clues. 

Intermediate-level listeners understand speech that conveys basic information. 

This speech is simple, minimally connected, and contains high-frequency 

vocabulary.

Intermediate-level listeners are most accurate in their comprehension when 

getting meaning from simple, straightforward speech. They are able to 

comprehend messages found in highly familiar everyday contexts. Intermediate 

listeners require a controlled listening environment where they hear what they 

may expect to hear. 

이처럼 언어 기능별로 수준별 평가 기준들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언어 학습자들의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수능 영어 시험 절대평가 제도를 

앞으로도 지속하고자 한다면 ACTFL Proficiency Guidelines나 CEFR처럼 평가의 기준

이 되는 언어 기능별 성취 기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화해서 이 기준에 맞춰 영어 선

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 또한 이 기준들에 맞춰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즉, 수능 영어 절대평가 실시가 절대평가의 기초 원리를 무시한 채 이루어지면 이 제

도는 향후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1)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2012). ACTFL proficiency guidelines 2012.
2)　  Council of Europe. (2001).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nd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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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표현적 언어 기능의 평가 방법 강구해야

수능 영어 시험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점은, 평가되는 언어 기능들 중 말하

기(speaking)와 쓰기(writing)의 표현적 언어 기능들이 직접적으로 평가되지 않고 간접적 

방식으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명목상으로는 읽기, 듣기의 수용적(receptive) 언어 기능과 

말하기, 쓰기의 표현적(productive) 언어 기능이 모두 평가의 대상이 되어 있지만, 수십만 

명에 달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말하기와 쓰기를 직접적 방식으로 평가하는 데 대한 기

술적 한계로 인해 궁여지책으로 이들 표현 기능들을 간접적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학생들은 표현적 기능들을 제대로 연마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나는 수능 

영어 시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 상대 또는 절대평가 여부 문제보다 말하기, 쓰기의 표

현적 기능들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싶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이라는 영어 교육과정의 목표를 교육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근본적 문제의 해결, 수능 영어의 진정한 전환점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학 수학 능력 영어 시험의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시험의 근본

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수능 영어 평가의 근본 문제는 상대 또

는 절대평가 여부 문제가 아니라, 언어의 4기능 중 표현 기능들을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못

하는 것이다. 절대평가 실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 평가의 기본 원리를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기초를 무시한 처방은 추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Back to Ba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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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

Teaching Strategies

5 Strategies 
to Help Students Remember What They Learn

I f  you studied a  foreign language in 

high school or college, can you still carry on a 

conversation — or write a simple sentence — in 

that language? What about your advanced 

mathematical skills? Do you think you’d be able 

to solve a problem you may have considered easy 

back when you took Algebra II or Calculus? For 

many of us,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would 

be an emphatic “no.” And that’s not necessarily 

surprising if several years(or decades) have 

passed since we were students. What is more 

surprising is how common it is for current school 

kids to learn a concept or fact in class early in the week and completely forget it by the end 

of the week, or the end of the day.

Strategies to Increase Learning Recall
According to the authors of the Neuron study, one key to helping students retain 

lessons is to employ strategies to help them form synaptic connections — linking new 

lessons to existing memories to create a web of connections. Each connection is a strand in 

the web, and the more strands there are, the stronger the web. Here are five concrete ways 

teachers and parents can help boost learning r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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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Learningliftoff, 2018.1.8, https://www.learningliftoff.com

Assign students frequent practice tests or quizzes.  

When students are given tests or quizzes that they’re not 

graded on, they’re able to review material in a low-stress 

environment (stress can undermine memory retention.)

Combine visual and verbal lessons. Learning 

to use multiple senses helps increase retention. 

Showing students visual aids while teaching a 

lesson verbally helps to illustrate and cement 

the message for students.
Help students to develop memory “cues.” 

Examples include acronyms like “Roy G. 

Biv”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indigo, 

violet) to remember the colors of the rainbow. 

Another way to “cue” memories is to create 

memory-boosting songs about lessons.

Encourage students to make lesson 

review the last thing they do before 

bedtime. Research shows the 

information circulates in the mind 

during sleep, bolstering retention.

Include constructive comments on graded 

assignments or tests. Each comment becomes 

another synaptic connection enforcing the 

“memory web” for a given concept or fact.

1
2

3

45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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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One Direction

What Makes
You Beautiful

[정답]
Q1.	1D	/	‘1D’는	One	Direction의	줄임말로	사용된다.				
Q2.	오디션	프로그램	/	각	멤버는	2010년	영국	오디션	프로그램	‘더	엑스	팩터(The	X	Factor)	시즌	7’에	참가했다.	

Q1. One Direction은 라고도 불린다. (힌트: 줄임말)

Q2. One Direction 멤버들은 에 참가하여 데뷔할 기회를 얻었다.

Trend 
    Fun

Pop Song

매거진 sample-고등(0817)-final.indd   26 2018. 8. 17.   오후 3:49



learn
in

g
 m

aterials

[활
동
지
 A
]

Yo
u'

re
 

D
on

't 
kn

ow
 w

ha
t f

or

Yo
u'

re
 tu

rn
in

g 
he

ad
s 

w
he

n 
yo

u 
w

al
k 

 th
e 

do
or

D
on

't 
 m

ak
e-

up
 to

 
 u

p

Be
in

g 
th

e 
w

ay
 th

at
 y

ou
 a

re
 is

 

 e
ls

e 
in

 th
e 

ro
om

 c
an

 s
ee

 it

Ev
er

yo
ne

 e
ls

e 
bu

t y
ou

Ba
by

 y
ou

 li
gh

t u
p 

m
y 

w
or

ld
 li

ke
 

 e
ls

e

Th
e 

 th
at

 y
ou

 fl
ip

 y
ou

r h
ai

r g
et

s 
m

e 

Bu
t w

he
n 

yo
u 

sm
ile

 a
t t

he
 g

ro
un

d,
 it

 a
in

't 
 to

 te
ll

Yo
u 

do
n'

t k
no

w
, o

h 
oh

Yo
u 

do
n'

t k
no

w
 y

ou
're

 b
ea

ut
ifu

l

If 
on

ly
 y

ou
 s

aw
 

 I 
ca

n 
se

e

Yo
u'

ll 
un

de
rs

ta
nd

 w
hy

 I 
w

an
t y

ou
 s

o 

Ri
gh

t n
ow

 I'
m

 
 a

t y
ou

 a
nd

 I 
ca

n'
t b

el
ie

ve

Yo
u 

do
n'

t k
no

w
, o

h 
oh

Yo
u 

do
n'

t k
no

w
 y

ou
're

 b
ea

ut
ifu

l, 
oh

 o
h

Th
at

's
 w

ha
t 

 y
ou

 b
ea

ut
ifu

l 

[활
동
지
 B
]

Yo
u'

re
 in

se
cu

re

D
on

't 
 w

ha
t f

or

Yo
u'

re
 

 h
ea

ds
 w

he
n 

yo
u 

w
al

k 
th

ro
ug

h 
th

e 
do

or

D
on

't 
ne

ed
 

 to
 c

ov
er

 

 th
e 

w
ay

 th
at

 y
ou

 a
re

 is
 e

no
ug

h

Ev
er

yo
ne

 e
ls

e 
in

 th
e 

ro
om

 c
an

 
 it

Ev
er

yo
ne

 e
ls

e 
bu

t y
ou

Ba
by

 y
ou

 
 u

p 
m

y 
 li

ke
 n

ob
od

y 
el

se

Th
e 

w
ay

 th
at

 y
ou

 
 y

ou
r h

ai
r g

et
s 

m
e 

ov
er

w
he

lm
ed

Bu
t w

he
n 

yo
u 

sm
ile

 a
t t

he
 

, i
t a

in
't 

ha
rd

 to
 

Yo
u 

do
n'

t k
no

w
, o

h 
oh

Yo
u 

do
n'

t k
no

w
 y

ou
're

 b
ea

ut
ifu

l

If 
 y

ou
 s

aw
 w

ha
t I

 c
an

 s
ee

Yo
u'

ll 
 w

hy
 I 

w
an

t y
ou

 s
o 

de
sp

er
at

el
y

Ri
gh

t n
ow

 I'
m

 lo
ok

in
g 

at
 y

ou
 a

nd
 I 

ca
n'

t 

Yo
u 

do
n'

t k
no

w
, o

h 
oh

Yo
u 

do
n'

t k
no

w
 y

ou
're

 b
ea

ut
ifu

l, 
oh

 o
h

Th
at

's
 

 m
ak

es
 y

ou
 b

ea
ut

ifu
l

W
ha

t M
ak

es
 Y

ou
 

Be
au

tif
ul

W
ha

t M
ak

es
 Y

ou
 

Be
au

tif
ul

◎ 짝과 활동지를 한 장씩 나누어 갖고 노래를 들으며 빈칸을 채우세요. 그 후, 서로의 활동지를 보며 정답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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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Points in a Pop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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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대명사 what That’s what makes you beautiful. 
                                ~하는 것      만들다        너를        아름다운 

뜻:	 ~하는	것,	'the	thing	which'와	같은	말이다.	

형태: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역할:	 1)	주어	역할:	What	she	said	made	me	happy.

	 2)	보어	역할:	This	is	exactly	what	I	wanted.

	 3)	목적어	역할:	The	shop	didn’t	have	what	I	wanted.

ex) This is what makes me happy.

1 ) This is what makes .

2 ) This is .

3 ) 

[활동지 A 정답]

insecure, through, need, cover, enough, Everyone, nobody, way, overwhelmed, hard, what, desperately, looking, makes

[활동지 B 정답]

know, turning, make-up, up, Being, see, light, world, flip, ground, tell, only, understand, believe, what 

●  다음 사진을 보고, 이에 알맞은 문장을 관계대명사 what을 사용하여 써 봅시다.

1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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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 ]

You’re insecure, don’t know what for. 
넌 너무 자신이 없어. 나도 네가 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 

You’re turning heads when you walk through the door. 
네가 문을 지나고 있을 때는 고개를 항상 옆으로 돌리지. 

Don’t need make-up to cover up. 
화장 안 해도 돼. 

Being the way that you are is enough. 
네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아름다워. 

Everyone else in the room can see it.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가 예쁘다는 것을 알아. 

Everyone else but you. 
너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말이야. 

Baby you light up my world like nobody else. 
그 누구도 내 세상에 빛이 되어 줄 수 없었지만 너는 그래. 

The way that you flip your hair gets me 
overwhelmed. 

나는 네가 머리카락을 넘기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차올라. 

But when you smile at the ground,  
it ain’t hard to tell. 

하지만 네가 땅을 보며 미소 짓는 걸 보면 알 수 있어. 

You don’t know, oh oh. 
너는 몰라.

You don’t know you’re beautiful. 
네가 예쁘다는 사실을 너는 몰라. 

If only you saw what I can see. 
만약 네가 내가 본 것을 볼 수 있다면, 

You’ll understand why I want you  
so desperately. 

내가 왜 너를 간절히 원하는지 너도 알게 될 거야. 

Right now I’m looking at you  
and I can’t believe. 

아직도 믿기지가 않지만 지금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어. 

You don’t know, oh oh. 
너는 몰라.

You don’t know you’re beautiful, oh oh. 
네가 예쁘다는 사실을 너는 몰라. 

That’s what makes you beautiful. 
그래서 네가 아름다워 보이는 건가 봐. 

[ 2절 ]

So co-come on. 
그러니 이제 이리로 와. 

You got it wrong. 
너는 틀렸어. 

To prove I’m right I’ll put it in a song.
내가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노래를 썼어. 

I don’t know why you’re being shy. 
네가 왜 이렇게 수줍어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And turn away when I look into your eyes. 
그리고 내가 네 눈을 볼 때마다 너는 얼굴을 돌려버리지. 

Everyone else in the room can see it.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가 예쁘다는 것을 알아. 

Everyone else but you. 
너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말이야. 

Baby you light up my world like nobody else. 
그 누구도 내 세상에 빛이 되어 줄 수 없었지만 너는 그래. 

The way that you flip your hair gets me  
overwhelmed. 

나는 네가 머리카락을 넘기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차올라. 

But when you smile at the ground,  
it ain’t hard to tell. 

하지만 네가 땅을 보며 미소 짓는 걸 보면 알 수 있어. 

You don’t know, oh oh. 
너는 몰라. 

You don’t know you’re beautiful. 
네가 예쁘다는 사실을 너는 몰라. 

If only you saw what I can see. 
만약 네가 내가 본 것을 볼 수 있다면, 

You’ll understand why I want you so desperately. 
내가 왜 너를 간절히 원하는지 너도 알게 될 거야. 

Right now I’m looking at you and I can’t believe. 
아직도 믿기지가 않지만 지금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어.

You don’t know, oh oh. 
너는 몰라. 

You don’t know you’re beautiful, oh oh. 
네가 예쁘다는 사실을 너는 몰라. 

That’s what makes you beautiful. 
그래서 네가 아름다워 보이는 건가 봐. 

◎ ‘What Makes You Beautiful’ 가사 및 해석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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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a Break 

The most certain way to succeed is  

always to try just one more time!
- Albert Einstein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명언을	소개한다.	칠판이나	게시판에	적어	

두고	학생들과	자주	읽어	보자.

A Famous Saying 

Fun Riddles 

수수께끼는	언제나	재미있다.	교사가	먼저	풀어	보고	자투리	시간에	

학생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자.	수업	시작	전	칠판에	써	두고	미리	풀

어보게	하는	것도	좋다.	엉뚱하고	재미있는	답들이	나올	것이다.	수

수께끼를	좋아하는	학급이라면	학생들에게	수수께끼를	직접	만들어	

보게	하는	확장	활동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1.	What has teeth but cannot eat? 

	2.	What wears a cap but has no head? 

	3.	What kind of table is good for you to eat?

	4.		I fly without wings and cry without eyes. 
What am I? 

Laugh Out Loud 

Teacher: How was the test?

Student: It was easy but question 5 confused me.

Teacher: What was the question?

Student:  I had to write the past tense of “think.” 

   I thought and thought and thought about it, 

   and ended up with writing “thinked.”

When you first 
started teaching,

And now ...

FUN RIDDLES 정답: 1. comb   2. bottle   3. vegetable   4.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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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Fun

What’s New

워라밸  워라밸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

인 ‘Work and Life Balance’를 줄인 말

이다. ‘Work and Life Balance’라는 표현

은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개인의 업무

와 사생활 간의 균형을 묘사하는 말로 처

음 사용되었다. 과거에는 직장을 선택하

는 기준으로 업무 내용과 연봉을 중요시

했지만, 지금은 급여 수준보다도 여가 시

간과 주말 휴무 보장, 회사의 복지를 우선

순위에 두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2018년  

2월에는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을 이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멋진 말이고 추구하고 싶은 삶의 모습

이지만 왜 그게 쉽게 안 되는 것일까? 열정이 있고,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완벽해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항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면 삶의 행복을 찾아내

기가 쉽지 않다. 주변의 모든 것에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최선을 다 했을 때, 스스로에게 수고했

다는 칭찬과 함께 소소한 선물을 함으로써 일과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균형이 잡히게 되는 것이다. 해

야 할 일들을 리스트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리스트 중간 중간에 ‘가장 소중한 나’를 넣어 보자. ‘가장 

소중한 나’에게 여유와 쉼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자. 실천에 옮기지 않아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몸에서 좋은 에너지가 솟아날 것이다.

소확행 요즘 텔레비전이나 기사에서 ‘소확행’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이 말은 어떻게 생겨난 것

일까? ‘소확행’이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 또는 그

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경향을 일컫는 

말이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

집 3권(1994) ‘랑겔한스섬의 오후’라는 책에

서 처음 소개된 이 단어는 ‘갓 구운 빵을 손

으로 찢어 먹을 때,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정리

되어 있는 속옷을 볼 때 느끼는 작은 즐거움’

을 가리키는 말이다. 소확행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실천하는 삶의 방식이다. 좋은 집과 비싼 

차를 소유하는 것에서 느끼는 감정이 아닌, 지금 현재 내가 가진 것과 내게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며 그 

안에서 마음의 여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생각을 요즘 사람들은 많이 한다. 우리의 일

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행복! 가끔 이 단어를 생각하며 나는 어떤 일에 행복을 느끼는

지, 나에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자신에게 그런 선물을 주면서 복잡한 

세상 속에서 여유를 즐겨 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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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Fun

Good Books to Read

+	Jeff	Kinney

『윔피	키드』	시리즈로	뉴욕	타임스	100대	인물에	선정된	제프	키니는	1971년	메릴랜드에서	태어

나	90년대	초,	메릴랜드	대학을	다녔다.	그는	대학	신문에서	‘이그도프’라는	제목의	만화를	연재

하며	만화가가	될	결심을	했다.	하지만	대학	졸업	후	그가	신문에	연재한	만화는	그다지	성공을	거

두지	못했다.	1998년에	『윔피	키드』에	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시작했고,	책으로	출간할	계획

을	세웠다.	제프는	6년	동안	이	만화	소설을	집필하다가	펀브레인	홈페이지(Funbrain.com)에	매

일	1회씩	게재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윔피	키드』의	온라인	버전은	5천만	명	이상의	방문객	수

를	기록하고	있다.	-yes24

Books for Students 

책 소개

중학생인 주인공 Greg의 학교와 집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이고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일기 형식

으로 재미있게 보여주는 책이다. 청소년들의 전형적인 일상용어들을 사용하고 만화와 글이 함

께 있어 독서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도 즐겁게 읽을 수 있다. -교보문고

A Book for You

책 소개

『성공하는 교사들의 9가지 습관』은 급속하게 변화는 21세기에 자기계발과 대인관계 기술의 향

상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현직 교사 및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 책을 

통해 복잡하고 혹독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다른 사람

의 발전을 도와줄 수 있는 개인적 및 직업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교보문고 

+	Jacquie	Turnbull

저자는	중등학교	교사와	직업	및	삶의	기술(life	skills)	영역의	전문	훈련가로	활동해	왔으며,	

특히	교사의	개인적인	발전과	전문성	향상에	관심을	쏟으면서	다양한	현장	경험을	축적하였

다.	1999년	웨일즈	주의회	정부의	‘교원	자격증	발급	및	등록	담당	부서(the	General	Teaching	

Council	for	Wales:	GTC)’의	위원으로	지명되었으며,	2006년부터	부위원장직을	수행하였다.	

2011년에는	그녀가	교육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영제국훈장	중	5등급인	MBE(Member	of	

Order	of	the	British	Empire)를	수여받았으며,	현재는	ACCENDE라는	기업체에서	전문직	종사

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ye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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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ald	Dahl

1916년	10월	3일에	영국	사우스	웨일스의	릴란도프에서	태어나	영국의	잉글랜드에	있는	렙턴	스

쿨을	다녔다.	그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	『제임스와	거대한	복숭아』	등의	책을	통해서	현대	동화

에서	‘가장	대담하고,	신나고,	뻔뻔스럽고,	재미있는	어린이책’을	만든	작가라는	평을	얻었다.	지금

도	유럽과	미국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로	손꼽히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매우	높

다.	-yes24

책 소개

책 읽기를 좋아하며 14 곱하기 19를 단 1초에 계산하는 천재 마틸다. 마틸다는 아빠의 구박에 

못 이겨 아빠를 골탕먹이기 위해 초강력 접착제 소동을 벌이고, 유령 소동, 머리 염색 소동 등

을 벌인다. 하지만 이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데, 진짜 소동은 마틸다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시

작된다. 통통 튀는 마틸다의 기발하고 신나는 소동 이야기! -yes24

+	Suzanne	Collins

1962년	미국에서	태어났다.	인디애나	대학에서	연극과	통신학을	공부한	뒤,	1991년	어린이	TV쇼	

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다양한	매체에서	작가로	활동했다.	빼어난	문장과	특유의	상상력으로	

끊임없이	작품	활동에	전념	중이다.	현재	미국	코네티컷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yes24

책 소개

폐허가 된 북미 대륙에 독재 국가 ‘판엠’이 건설된다. 판엠의 중심부에는 ‘캐피톨’이라는 이름의 

수도가 있고, 모든 부(富)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 주변 구역은 캐피톨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

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그로부터 시작된 판엠의 공포 정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헝

거 게임’이다. 헝거 게임은 해마다 12개 구역에서 각기 두 명씩의 십대 소년 소녀를 추첨으로 뽑

은 후, 한 명만 살아남을 때까지 경기를 계속하는 게임이다. 또 이 모든 과정은, 24시간 리얼리티 

TV쇼로 생중계된다. 마침내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경기장’에 던져지는 스물 네 명의 십대

들. 죽지 않으려면 먼저 죽여야 한다. 이제 오직 단 한 명의 생존자를 가려내기 위한 치열한 게임

이 시작된다! -ye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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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Reading +

정답 및 해설

LEVEL 1  8~9쪽

[1-2]   

해석

고대 유적, 눈 덮인 안데스 산맥, 그리고 광활한 아마존의 미개지를 가

진 페루는 오랫동안 먼 나라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아왔다. 하지만 

1980년대와 90년대의 대부분 동안, Shining Path의 게릴라 운동과 페

루의 무력 군인 간의 폭력적인 투쟁으로 황폐해진 그 나라를 감히 방

문할 사람은 거의 없었다. 90년대에 폭력이 잦아든 뒤에도, 그 나라의 

관광 기반 시설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는데, 주로 배낭 여행객들과 다

른 저예산 여행객들에만 제공되었다. 20년에 걸친 경제 성장과 관광지

로서의 높아지는 인기 덕분에, 페루는 이제 그 나라가 가진 문화적·자

연적 유산을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을 이전보다 더 많이 갖게 되었다. 그 

나라의 늘어나는 관광 업체들은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갖게 되었으며, 이 산업은 수많은 페루 사람들이 그 나라의 가장 큰 문

제로 남아 있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고 있다. 

정답 및 해설

1 | 정답 |	①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이 ‘90년대에 폭력이 잦아든 뒤에도’ 라는 말

로 시작하고, 빈칸 뒤에는 관광이 일부 여행객들에게만 제공되고 

있었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제한적인’이라는 뜻의 limited가 들어

가야 한다. 

2 | 정답 |	③	(their	→	its)

  문맥상 ③ their가 가리키는 것이 Peru이기 때문에, their가 아닌 단

수형 its로 고쳐야 한다.

  ①: 관계절을 이끄는 which의 선행사는 the country이므로, 관계대

명사 which의 사용은 적절하다.

  ②: 주절 뒤에 현재분사 catering으로 시작하는 분사구가 덧붙어서 

주절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해 주고 있다. 현재분사 catering의 

내용상의 주어는 the country’s tourism infrastructure이므로 그 형

태는 어법상 적절하다.

  ④: become 뒤에 주격보어로 형용사 responsible이 온 것은 어법

상 적절하다. responsible은 부사인 environmentally와 socially의 

수식을 받고 있다.

  ⑤: 주격 관계대명사 which의 선행사는 poverty이므로, 관계절의 

동사(remains)를 단수형으로 쓴 것은 어법상 적절하다.

[3-4]   

해석

긍정적인 직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직업적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다. 

관계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와 당신의 업무 성과를 알릴 수 있는 능력

에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신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면, 당신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더 편안함을 느끼고 덜 

겁먹게 된다. 당신은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

들(동료)에게 더 가까운 유대감을 느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관

계 구축은 자연스럽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 여기 모든 사람, 심지어 가

장 외향적이고 매력적인 성격의 소유자도 이 중요한 영역에서 그들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5시

에 퇴근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좋은 방

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는 것이다. 이는 회

의에서 당신의 전문 지식 및 성격을 공유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알아가거나, 좋아하게 되거나, 당신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듣기를 원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좀 더 접근하기 쉽다

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따라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3 | 정답 |	④	

  직장에서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

야 하는지에 대한 글이다.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5시에 퇴근한

다는 말은 글의 전체 흐름과 연관성이 없다.

4 | 정답 |	⑤

  직장 생활에서 동료와의 긍정적인 관계 구축은 직업적 성공과 일에 

대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

법을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하는 글이다. 그러므로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직장 동료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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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2  10~11쪽

[5-6]   

해석

스트레스 반응은 수천 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왔다. 그것은 우리가 기

아와 사냥감을 찾아 돌아다니는 사자, 호랑이의 위협에 직면한 날들에 

인간이 생존하도록 도와주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당신에게 활력을 

주고,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당신이 문제에 집중하도

록 도와준다. 뇌의 바로 한 가운데 있는 아몬드 모양의 구조인 편도체

가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채면, ‘알람을 울린다.’ 즉, (편도체는)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사용하여 당신이 (위협에) 맞서거나 도망

치도록 당신을 준비시켜 줄 많은 양의 생리학적 변화를 일으킨다. 이

것이 스트레스가 당신을 긴장시키거나 짜증나게 하거나 당황하게 하

거나 회피하고 싶도록 만들 수 있는 이유이다.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

은 당신이 공격자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할 때 매우 크게 

나타난다.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당신의 고조된 경계심과 맞서 싸우

거나 벗어나고자 하는 충동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 시점에

서 차분하게 상황을 충분히 생각해보는 것은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

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임박한 위협에 직면하

는 일은 좀처럼 드물다. 일상의 갈등을 해결하고, 일을 완수하고, 공과

금을 내고, 데이트를 하고, 당신 자신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 변화하는 

힘든 세상 속에서 훨씬 더 흔한 일이다.

정답 및 해설

5 | 정답 |	⑤	

  이 글은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했을 때 뇌의 편도체가 일으키는 반

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주어진 문장에서 언급된 ‘이런 종류의 임

박한 위협(these types of imminent threats)’은 ⑤의 앞쪽에서 설명

된 위협을 가리키며, ⑤의 뒤에는 이와 상반되게 사람들이 흔히 경

험하는 일상생활의 사건들이 나열되고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

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⑤이다.

6 | 정답 |	②

  (A)는 앞에 있는 in the days를 선행사로 취하는 관계부사 자리이

므로 when이 적절하다.

  (B)는 your amygdala를 주어로 하는 동사 자리에 있는 단어이므로 

determines가 적절하다. 

  (C)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이 생각하기도 전에 경계심이 

올라간다는 의미인데, 동사 heighten이 명사 alertness를 수식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수동 형태(heightened)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7-8]   

해석

승진을 거부당했든 마라톤에 참가할 자격에서 탈락했든 간에, 실패하

면 기분이 나빠진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로 인한) 괴로움을 겪지 않

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할 것이다. 실패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없앨 수 있고, 

실패로 인한 아픔을 줄여 이전보다 더 잘 회복할 수 있다. 실패는 당

황, 불안, 분노, 슬픔, 그리고 수치심 같은 감정을 동반한다.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에 발표된 2017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

패 후에 기분이 나빠지는 것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연구

원들은 실패 자체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가장 도움

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기분이 나쁜 것을 느끼도록 스스로를 내버

려 두는 것은 동기부여의 역할을 한다. 당신이 다음번에 잘할 있도록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도록 해라.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

로 인정하고 잠시 동안 기분 나쁜 감정을 느껴라. 당신의 감정에 라벨

을 붙이고 당신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라. 또한 실패에 대한 정

확한 수준의 책임감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너무 많은 책임감을 

갖게 되면 당신 스스로를 불필요하게 비난하게 할 수도 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실패의 원인을 운이 없는 환경 탓으로 돌리

게 되면 당신은 실패로부터 배울 수가 없게 된다.

정답 및 해설

7 | 정답 |	②	

  ②: publishing은 publishing ~Making 부분이 앞의 A 2017 study

를 수식하고 있고 수동의 의미이므로 published로 써야 한다. 

  ①: knowing ~은 takes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동명사로 쓰

는 것이 맞다. 

  ③: experience는 allow A to B가 ‘A가 B하는 것을 허락하다’의 뜻

으로 to 뒤에 동사원형을 쓴다. 

  ④: blame은 cause A to B가 ‘A로 하여금 B하게 하다’는 뜻으로  to 

뒤에 동사원형을 쓴다. 

  ⑤: learning은 전치사 뒤에 있는 동사이므로 동명사로 쓰는 것이 

맞다.

8 | 정답 |	③

  빈칸 (A) 앞에서는 실패했을 때 실패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그때 

느끼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실패 극복에 도움이 된

다고 했고, (A) 뒤에 감정을 받아들이라는 말이 나왔으므로 빈칸에

는 ‘그래서, 그러니’라는 뜻의 So가 적절하다. 빈칸 (B) 앞에서 불필

요하게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되면 스스로를 비난하게 된다고 했

고, (B) 뒷부분에서는 자신의 실패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거나 

운이 나쁜 환경을 탓하게 되면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없다는 말이 

나오므로, (B)에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이라는 뜻의 On the 

other hand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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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3  12~13쪽

[9-10]   

해석

지난 100년 동안 플라스틱만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소재는 없었다. 

플라스틱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재료이다. 사람들은 도자기, 유리, 

돌, 나무, 금속을 사용했다. 진열장, 가구, 계산대는 금속이나 나무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플라스틱 세계에 살고 있다. 플라스

틱이 처음 상용화되었을 때, 그것은 그 세대의 공학적 독창력의 이례

적으로 우수한 예가 되는 기적의 재료로 널리 여겨졌다. 플라스틱은 

실제로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현대 생활에 필수적인 재료로서의 유

일무이한 입지를 달성하면서 사람들의 기대를 능가했다. 몇십 년 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대량 생산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플라스틱과 관

련된 상당한 사회적 이익이 있음을 시사한다. (C) 그러나 최근 여러 가

지 용도에서 그것이 재료로서 바람직한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

되었다. (A) 이러한 우려는 그 범위가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포장

에서 침출되어 나오는 첨가물로 인한 건강상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전 세계 바다에서 해양 생태계에 위협이 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출현에

까지 이른다. (B)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의 지속적인 증

가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답 및 해설

9 | 정답 |	④	

  플라스틱이 처음에는 사람들의 기대를 능가하는 기적의 재료로 여

겨졌고,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있었다는 것이 주어진 글의 

내용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 재료가 사용하기에 바람직한지에 대

한 의문이 제기되었다는 (C)가 이어지고, 그 걱정이 구체적으로 어

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A)로 이어진다. 그 다음, 이러한 우려에

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는 (B)가 이

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C)－(A)－(B)’이다.

10 | 정답 |	③

  빈칸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 플라스틱이 이례적으로 우수한 재료로 

여겨져서 현대 생활에 필수 재료로 사람들의 기대를 능가한 것으로 

이어지므로, 빈칸에는 ‘능가했다’라는 뜻의 exceeded가 가장 적절

하다.

[11-12]   

해석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19세기의 산업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노

인들은 인구의 극히 일부만을 구성했을 뿐, 어떤 나라에서도 5%를 넘

지 못했다.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모든 선진국들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안정된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의 대체율을 유지

하거나 그보다 높았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선진국은 대체율이 그것

보다 적거나 낮고, 거의 대부분은 그 수치에 훨씬 못 미친다. 향후 30

년 동안, 일본, 서부 유럽, 그리고 미국은 증가하는 노인 인구와, 저조

하거나 많은 경우 마이너스의 노동 인구 성장률의 위태로운 결합으로 

특징지어지는 유례없는 인구학적 변화를 각각 겪게 될 것이다. 그 결

과, 모든 나라들은 거대한 구조적 적자, 줄어드는 예금, 더 느려진 경제 

성장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변화가 초기에는 세계의 경제 선

도국에만 제한될 것이라는 사실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차원을 시사한

다. 이러한 국가들은 세계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세계 안보와 경

제 안정화 협정에 있어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 선진국들이 노화(하는 

사회)의 새로운 현실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는 노화가 일어나고 있는 해

당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성장, 국제 금융 시장, 그리고 더 큰 세

계 공동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답 및 해설

11 | 정답 |	②	

  빈칸 (A) 앞에서는 과거에 다음 세대로의 안정된 인구 대체율이 나

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고, (A) 뒤에서는 오늘날 모든 선진국들

의 안정된 인구 유지 비율이 많이 낮다는 말이 나오므로 빈칸에는 

역접의 접속사 However(그러나)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빈칸 

(B) 앞에서는 앞으로 30년에 걸쳐서 선진국에서 노령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말이 나왔고, (B) 뒤에는 모두가 구조적 적자, 예금 감소, 

경제 성장 둔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므로 자연스럽게 이

어지려면 As a result(그 결과)가 적절하다.

12 | 정답 |	③

  앞으로 여러 나라에서 노화하는 사회를 경험하게 될 터인데, 특히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선진국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

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선진국들이 노화(하

는 사회)의 새로운 현실에 어떻게 적응하는지’이다.

매거진 sample-고등(0817)-final.indd   36 2018. 8. 17.   오후 3:49



LEVEL 1 16~17쪽

1 정답  ③

해석

Karen은 Audrey를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고, 버스가 오자 그들은 비

어 있는 두 자리를 발견한다. 그들이 다음 정거장에 도달할 쯤 통로

에는 몇몇 아이들이 서 있고 버스는 붐빈다. Karen은 답답한 느낌을 

받기 시작한다. 그녀의 손이 차갑고 축축해지기 시작하면서 속이 메

스꺼워진다. 마침내 Karen은 기절할 것처럼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

작한다. Karen은 그녀의 고개를 무릎까지 숙인다. “괜찮아?” Audrey

가 묻는다. Karen은 대답할 수 없다. 그녀는 몸을 구부려 Karen의 귀

에 자신의 입을 가까이 댄다. “아침 먹었니?” 그녀가 상냥하게 묻는다. 

Karen은 자신의 고개를 흔든다. “여기,” Audrey가 점심 도시락을 뒤

적이며 말한다. “이걸 먹어.” 그녀는 Karen에게 껍질이 벗겨진 오렌지

를 건네 준다. Karen이 오렌지의 달콤함을 자신의 입 안에서 맛보자

마자, 그녀는 기분이 나아진다.

해설

 윗글은 Karen과 Audrey가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일어

난 사건을 묘사하는 글이다. ③은 Audrey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Karen을 가리킨다.  

2 정답  ③

해석

수년간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거나 심장 건강을 생각하며 식사를 

하는 우리는 저지방을 선택해 왔다. 하지만 이런 저지방 식품들은 정

말 우리가 원래 생각한 만큼 (몸에) 좋을까? 과일과 야채처럼 영양가 

있는 식품들은 자연적으로 지방이 낮다. 하지만 가공된 저지방 식품

들은 종종 많은 설탕과 다른 유해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다. 그 저

지방 가공식품들은 원래의 맛을 잃어버린다. 그 풍미를 향상시키기 

위해, 식품 제조사들은 자신들의 상품에 당의 양을 증가시켜야 한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저지방 상품들은 탄수화물 함량

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우리가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은 그것들을 더 빨리 소화한다. 이는 혈

당 동요와 음식에 대한 갈망을 초래하여 우리의 전반적인 칼로리 섭

취 조절을 어렵게 만든다.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과 당 함량이 너무 높

은 음식은 당뇨병, 심장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

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고지방 음식만큼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그러

므로, 우리는 모두 식단에 어느 정도의 지방이 필요하다. 견과류, 씨

앗 그리고 기름기 많은 다양한 생선에 함유된 지방과 같은 특정 지방

들은 오메가3 종류를 포함한 필수 지방산을 제공한다. 이런 필수 지

방들은 건강한 혈관 유지와 호르몬 생성을 위해 중요하다.

해설

(A) 앞에서는 건강을 위해 저지방 음식을 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빈칸 뒤에서는 저지방 가공 식품에 설탕과 유해 성분이 들어있다고 

했으므로 (A)에는 역접의 접속사 However(그러나)가 필요하다. 글

의 중반에 저지방 식품은 탄수화물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탄수화물이 

높은 음식도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이 (B) 앞에 나오고 (B) 뒤

에서는 지방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섭취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므로 

(B)에는 Therefore(그러므로)가 가장 적절하다.

3 정답  ②

해석

명상은 삶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놀라운 기술이지만, 그 기술

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선택은 오로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 대

중매체에서 명상과 마음 챙김에 관해 보도가 점점 더 많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목적을 성급히 정의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하

지만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로 선택할지를 결정함으로써 그 

목적을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 여러분

은 자전거를 타는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가 아니라, 그저 자

전거를 타는 방법만 보았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몇몇 사람들은 통

근하기 위해 자전거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전거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한 것이고, 또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자전거 타는 것이 

심지어 직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의) 안장에 앉아 있을 수 있

는 기술은 각 사람에게 모두 똑같다. 그러므로 타는 법을 가르친 것은 

다른 누군가였을 수 있지만, 자전거 타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

인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생활 습관에 어떻

게 적합하게 쓰일지도 여러분이 정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명상의 기

술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삶의 어느 측면에도 적용될 

수 있고 그것의 가치는 오직 여러분이 그것에 두는 가치만큼이다.

해설

명상의 기술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의 목적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는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② ‘오직 여러분이 그것에 두는 가

치만큼’이다.

Resources 수능 영어 추론 유형 예상 문제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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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답  ⑤

해석

소속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의 고립된 생활과 조직, 공동

체에서 비롯된다. 소속감의 부재가 너무 널리 퍼져 있어서 우리는 삶

이 불안의 시대라고 일컬어졌던 지난 세기 초의 슬픔을 흉내 내며, 현

재 우리가 고립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아이러니하게

도,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로 인한 축소 효과, 정보의 즉각적인 공유, 

빠른 기술, 전 세계에서 운영되는 일터를 가진 우리의 세상이 얼마나 

작아졌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소속감을 만들

어 내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연결, 다양한 정보, 무한한 범위의 의

견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기반을 둘 수 있고, 우리

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일원이 되는 곳에서 생기는 불

안감(→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해설

이 글은 세계화로 인해 세상이 작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소속감

이 부재한 고립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우리가 정서

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일원이 되는 곳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안전감, 소속감 등을 느끼므로, ⑤는 safety 등으로 바꿔야 

한다.

LEVEL 2  18쪽

5 정답  ②

해석

미소를 짓는 것은 행복한 일에 대한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 인

과관계의 각본에서, 당신은 행복을 느끼는 기분에 대한 결과로서 미

소를 짓는다. 그러나, 이 관계는 양방향으로 일어난다. 이것은 미소를 

짓는 바로 그 행동이 뇌 안의 움직임을 촉발시키는 것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좌 전두골 피질에서 중대한 정신-육체 연결이 일어나는데, 그

곳은 당신이 미소 지을 때마다 행복을 인식하는 뇌의 구역이다. 간단

히 말하면, 미소를 짓는 행동은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 순간에도 당신

이 행복하다고 뇌에 메시지를 보낸다! 그리고 당신이 행복할 때, 당신

의 몸은 모든 종류의 기분 좋은 엔도르핀을 쏟아낸다. 이 반응은 1980

년대 이래로 연구가 실행되었으며 여러 번에 걸쳐 입증되었다. 1984

년, Science 저널에 실린 한 기사는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할 때, 그들

의 몸이 심박 수나 호흡수의 변화와 같은 감정을 반영하는 신체적 변

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독일의 연구는 사람들이 

단지 치아 사이에 작은 펜을 꽉 물고 미소 짓는 것을 모방함으로써 행

복을 느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해설

일반적으로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되면 미소를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미소를 짓는 행동만으로도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내용의 글

이다. 즉, 미소를 짓는 행위와 행복한 감정은 양방향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말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은 ② ‘양방향으

로 일어난다’이다.  

6 정답  ④

해석

같은 미술적 아이디어, 스타일, 기술적 접근이나 시대적 틀을 공유하

는 미술 작품들은 미술 운동에 속한다고 이야기한다. 간단히 말해, 특

정 미술 운동의 이름은 같은 시대에 살면서 비슷한 스타일이나 기법

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을 한데 묶어 부르는 이름이다. 르네상스

는 유럽의 14세기에서 17세기에 이르는 시대였다.  그것은 교육, 과

학, 미술, 문학, 음악,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의 재탄

생이었다. 르네상스 시대 미술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가능한 한 사

실적으로 대상을 그리고 조각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사실주의라고 부

르는데 그것은 그림 속의 대상과 배경이 실제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듯 보이게 만드는 많은 새로운 기법을 포함한다. 초현실주의

는 사람들의 깊은 ‘무의식적 정신’을 탐험한 20세기의 미술 운동이었

다.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이성적인 세계를 실제의 모습을 복사한 경

험에 근거한 것이고 상상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그들은 

새로운 종류의 현실, 보다 높은 수준의 현실을 추구했는데 그들은 이

것을 ‘초현실’이라고 불렀으며 이것의 이미지는 그들의 꿈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해설

(A): 글의 도입부에서 같은 아이디어나 스타일 등을 공유하는 미술 작

품들을 하나의 미술 운동이라고 한다는 말이 나왔으므로, 미술 운동

이라 함은 비슷한 스타일이나 기법을 가진 화가들의 활동을 이르는 

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빈칸에 알맞은 말은 ‘비슷한(similar)’이

다. different는 ‘다른’이라는 뜻이다. 

(B): 빈칸 앞 문장에서 사실적으로 대상을 그리고 조각한다는 말이 나

왔으므로 문맥상 빈칸에는 ‘실제의 삶(real life)’라는 말이 적절하다. 

an imaginary world는 ‘상상의 세계’라는 뜻이다. 

(C):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에서 초현실주의를 설명하고 있고, 이것은 

꿈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것이므로 빈칸에는 ‘바탕으로 한(based 

on)’이 적절하다. apart from은 ‘~ 외에, ~을 제외하고’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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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3 19쪽

7 정답  ③

해석

1980년대에, 경제학자 Robert Solow는 “생산성 통계를 제외하고는 

어디서나 컴퓨터 시대를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는 자

료와 지식이 어디에나 있지만, 생산성 수치와 정말로 중요한 많은 것

들에서는 볼 수 없다고 재차 말할 수 있다. 2000년대 후반의 금융 붕

괴가 특히 두드러진 예이다. 정보 기술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 금융 

기관들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거나, 자료는 

이해했지만 그 자료 이면에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세상을 경제

적 재난 직전까지 몰아갔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소련 정부는 뛰

어난 두뇌와 컴퓨터를 쓸 수 있었지만,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법을 

생각해 내지 못했다. 같은 기간에, 미군은 역사상 그 어떤 조직보다 

더 많은 컴퓨터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참전했던 베트

남 전쟁의 진정한 역학을 이해하지 못했다. 스마트 도구를 가지고 있

는 것이 자동으로 더 똑똑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

는 다른 많은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설

컴퓨터 시대, 정보 기술의 발달, 뛰어난 두뇌, 컴퓨터 사용 능력 등이 

있음에도 금융 붕괴, 경제적 재난, 경기 침체, 전쟁 등이 있었던 예에

서 볼 수 있듯이 스마트 도구를 가진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

지는 않는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③ ‘자동으로 더 똑똑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이다.

8 정답  ③

해석

우리 법조계의 핵심 요소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이전에 보고되지 않은 

약물의 부작용이 잠재적으로 (건강을) 쇠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영

향력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든 물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명확히 하

자면, 제약 회사는 제 3자가 시행해서 알게 된 결과뿐만 아니라, 회사

의 후원을 받아 시행한 임상 실험의 결과를 보고할 때도 그 내용의 투

명성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윤리적 규범을 적용 받아야 한다. 제약 회

사들이 이 원칙을 위반하는 일은 극히 드물지만, 만약 그들이 이 원칙

을 어길 경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한도에서 법적으로 고소당해 

마땅하다. 이러한 합법적인 경우 외에도, ‘사고 피해자들에게 소송하

도록 유도하는’ 사사로운 집단 소송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

들이 결국에는 변호사들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으로 끝나게 되고, 따

라서 의료 비용은 더욱 증가하고 정말 필요한 새로운 치료제가 환자

에게 전달되는 경우는 제한적이게 된다. 승인 요구 사항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는 FDA와 EMA와 같은 책임을 져야 할 승인 기관들이 자

신의 결정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당황

스럽다.

해설

(A): 글의 도입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글은 약물 부작용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약물의 

실험 결과에 관한 보고에 있어, 제약 회사에 기밀 유지가 아니라 투명

성이 요구되므로 문맥상 적절한 낱말은 ‘투명성(transparency)’이다. 

confidentiality는 ‘기밀 유지’라는 뜻이다.

(B): 제약 회사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한도에서 법적으로 고소

당해 마땅한 때는 그들이 원칙을 어겼을 경우이다. 그러므로 문맥상 

알맞은 낱말은 ‘위반하다(violate)’이다. observe는 ‘준수하다’라는 뜻

이다.

(C): 집단 소송으로 인해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결국 그만큼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맥상 알맞은 

말은 ‘증가하는(increasing)’이다. decreasing은 ‘감소하는’이라는 뜻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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