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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s 01. (A),(B),(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Changing your life involves readjusting your values 
재 조 정 하 다

and priorities. Be aware that your desire to change 

may (A)[create / resolve] conflict with other family 

members. 

They may not have any desire to change. And if you 

change, you may throw off the established balance 
확 립 된

of your family life. Any changes you make will have a 

direct impact on other people. 

• affect = have an effect[impact / influence] on 영향을 

미치다 

Are you prepared for this to happen? Can you 

handle any resistance you might experience? Even 
저 항

(B)[negative / positive] changes you make could 

be met with resistance because what you're doing 
that (X)

creates discomfort in others. 

And this includes your closest friends. "You're not 

the same person you used to be" could be a 

common (C)[complaint / compliment]. 

• used to: 과거에 ~였다(과거시제;지금은 아니다: 동작, 상태 = 
would: 동작) / be used to do (목적:~하기위해 사용되다; 사물주
어)/ be(get) used(accustomed) to N(~에 익숙하다;사람주어)

Others may like what you do, but feel angry at the 

fact that you're able to do it and they are not. 
동 격

변화가 야기하는 갈등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가치관과 우선순위

를 재조정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변하고자 하는 바

람이 다른 가족원들과의 갈등을일으킬 수 있음을 
유념하라. 

그들에게는 변하고자 하는어떤 바람도 없을 수 있다. 

그리고‘여러분’이 변한다면 가성생활의 확립된 균형

을 내던져버릴 수도 있다. 여러분이 만드는 어떤 변

화도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 겪게 될 수 있는 그 어떤 저항도 다룰 수 있는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드는긍정적인 변

화조차도 저항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친한 친구들도 포함한다. “너는 

예전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라는 말은 흔하게 듣

는 불평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것을좋아할 수도 있

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할 수 있고 그들은그럴 수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날 수도 있다.

  ① creat - positive - complaint1

�1



리카수니의 Back to the English
교과서 내신 자료

Update 2017. 10. 14.

수능특강 라이트 6강             http://likasuni.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2.(A),(B),(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Gradually the developed world is becoming more 

concerned with the agriculture and food system, the 

environment, and personal health.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the number of 

small-scale farmers and farmers' markets has  been 
have (X)

(A)[decreasing / increasing]. 

Their success comes as a result of people 

supporting a local food system and wanting to buy 

food that has not traveled too far from field to plate. 

Community projects are (B) [strengthening / 

weakening] ties between food consumers and food 
유 대

producers. 

In fact the International Slow Food Movement, 

established in 1986 in Italy, now has tens of 

thousands of members who want to help preserve 

(C)[modern / traditional] ways of farming and 

promote native seed varieties. 
품 종 들

These shifting interests in food and food production 

help smaller farmers hold on to their land and their 

way of life.

농업과 식품체계에 대한 관심의 변화

선진국은 점차 농업과 식품 체계, 환경, 개인 건강

에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영세 농민과 농산물 직거래 장터

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들의 성공은 사람들이 지역 식품체계를 옹호하여 

들판에서부터 (식탁의) 접시에 이르기까지 (유통) 

경로가 너무 길지 않은 식품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지역사회사업은 식품 소비자와 식품생산자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사실 1986년 이탈리아에서 설립된 국제슬로푸드 

운동은 이제 전통적 방식의 농업을 지키고 토종 종

자의 품종을 장려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수
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다. 

식품과 식품생산에서 이처럼 바뀌는 관심사는 영세

농민이 자신들의 땅과 생활방식을 고수하는 데 도

움이 된다

 ② increasing - strengthening - traditiona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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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A),(B),(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Some have argued that the experience of music is 

degraded by the ①visual element of music video. 
질 이 떨 어 진 다

Related to this criticism is the idea that the 
도 치

interpretative liberty of the listener is ②restricted, in 
해 석 상 의

that the meaning of the song has been predefined 
미 리 정 해 진

through the use of visuals. 

The main problem with these approaches is that the 

visual elements of music video are ③privileged over 
특 권 이 주 어 진 다

the aural. 
청 각 의

Prior to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advances, 

music was visual in the sense that the live 

performance was the ④secondary experiential form 

for popular music. 

Even with the invention of records, tapes, personal 

stereos and compact discs, music has always 

retained ⑤links with visual imagery through fashion, 

art and photography (album cover art) and, of course, 
사 진

the spectacle of the live performance.
구 경 거 리

음악의 시각적 요소와의 연관성

어떤 사람들은 음악의 경험이 뮤직비디오의 시각적 
요소에 의해 질적으로 저하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비판과 관련된 생각은 노래의 의미가 시각
물의 사용으로 미리 정해진다는 점에서 청취자의 
해석상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의 주된 문제점은 뮤직비디오의 시각
적 요소가 청각적 요소보다 우선시된다는 것이다.

기술의 개발과 발전이 있기 이전에도 라이브 공연

이 대중음악의 부수적인(→ 주된) 경험 형태였다는 

점에서 음악은 시각적인 것이었다. 

레코드, (녹음) 테이프, 개인 스테레오, 그리고 CD
가 발명되었어도 음악은 패션, 미술과 사진(앨범 표

지 미술), 그리고 물론 라이브 공연의 볼거리를 통

해서 항상 시각적 이미지와의 관련성을 유지해왔다.

 ④ ma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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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A),(B),(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The difficulties children naturally experience in 

handling their emotions are compounded by 
악 회 되 는

inappropriate adult responoses. 

Imagine what might happen to Pedro when he 

①declares his pride in having won an honorable 
드 러 내 다

mention in the writing contest. 

If his teacher responds with a comment such as, 

"Awesome!" or "You're really excited," Pedro's pride 

is ②acknowledged, and he receives the message 

that feeling proud is okay. 

In contrast, if the teacher says, "You shouldn't be so 

boastful. No bragging!" Pedro learns that feelings of 
자 랑

pride and accomplishment are ③suitable. 

Being told that his feelings are bad may cause the 

child to evaluate himself ④negatively for having 

experienced them. 

Because children naturally experience a wide range 

of emotions, if this trend ⑤continues, Pedro may 

come to view a natural part of himself as 

unacceptable.

아이의 감정표현과 어른의 반응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면서 자연스럽게 겪

는 어려움은 어른의 부적절한 반응에 의해 더 심각

해진다. 

Pedro가 작문 대회에서 선외 가작에 든 것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밝힐 때 그에게 어떤 이 생길지를 상
상해 보라. 

만일 그의 선생님이“멋지구나!” 또는 “너는 정말 신

나겠구나.”와 같은 말로 반응을 보이면, Pedro의 
자일랑스러움은 인정받게 되고, 그는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것이 괜찮다는 메시지를 받는다. 

반대로, 선생님이“너는 그렇게 자랑해서는 안 돼. 잘

난 척하지 마!”라고 말하면, Pedro는 자부심과 성취

감이 적절하다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배운다. 

그의 기분이 나쁘다는 말을 듣는 것은 그 아이가 그

것을 경험하였기에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한다. 

아이들은 매우 폭넓은 감정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므
로 이 경향이 계속된다면, Pedro는 자신의 자연스
러운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③ unsuitab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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