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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1

Across Europe, America and in other parts of the 
전 역 에 서

world, the increase of immigration has created a 

more diverse ethnic make-up of local populations. 
민 족 의 구 성

This is especially evident in the United Kingdom, 

where immigrants from India, Pakistan and the 

Caribbean have helped shape the national culture 

and identity. 
정 체 성

Their influences have affected the fashion styles, 

tastes and product preferences of the entire country. 

Also in France, the effects of the dress culture and 

style of immigrants from North Africa and Asia are 

gradually being reflected in French fashion. 

The case is similar in other parts of Europe and 

America, notably the USA and Canada. This factor 

has led to globalization of fashion tastes.

• lead to = cause, bring about, result in, give rise to do 

이민이 패션에 미치는 영향

유럽과 아메리카의 전역에서, 그리고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서, 이민의증가는 지역 인구의 더 다양한 

민족구성을 창출하였다. 

이는 특히 영국에서 분명한데, 그곳에서는인도, 파

키스탄, 카리브해지역으로부터 온 이민자들이 국가

의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일조하였다. 

그들의 영향은 나라 전체의 패션 스타일, 취향, 제

품 선호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북아프리카와 아시아로부터 온

이민자들의 복식문화와 스타일의 영향이 점차적으

로 프랑스패션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한 상황은 유럽의 다른 지역들과 아메리카, 특

히 미국과 캐나다에서 비슷하다. 이러한 요인은 패

션취향의 세계화로 이어졌다. 

 ① effects of immigration on fash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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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1

Most people believe that anger is a negative 

emotion and it is bad to get angry. 

• 통념

Despite this common view, anger can be considered 

a positive emotion insofar  as it can have a 
~ 하는 한, 범위 내에

functional value. 

• despite = in spite of, for all, with all, notwithstanding 

Anger mobilizes our energy and resources in 
집 결 시 키 다

service of goal attainment. Anger is essential to 
도 움

energize and organize our behavior, for  it can 
활기를 불어 넣다 because

serve to readjust and strengthen a relationship. 
재 조 정 하 다

Two people who argue and express anger at each 

other are apt to experience angry outbursts as 
표 출

distressing and unpleasant in the short run but 
괴 로 움 을 주 는

potentially beneficial to their relationship in the long 

run. 

Anger can provide the basis for reconciliation on 
화 해

new terms. As Ben-Ze'ev has summed up, "Like 

other emotions, anger is functional when it is in the 

right proportion, for example, when it is expressed 

in a socially constructive way without becoming 

highly aroused."
흥 분 한

분노의효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가 부정적인 감정이며 화를 

내는 것이 좋지 않다고 믿는다. 

이러한 보통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분노는 그것이 

기능적 가치를 갖는 한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감정

으로 생각될수있다.

 

분노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의 에

너지와 자원을 사용할수 있도록 한다. 우리의 행동

에 활기를 불어 넣고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분

노가 꼭필요한데, 그것은분노가(인간) 관계를 재조

정하고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싸우고 서로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두 사람은 분

노의 폭발을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고 불쾌한 것으

로 느끼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들 관계에 어쩌면 이

득이 되는것으로 느끼는 경향이있다. 

분노는 새로운 관계에서 화해의 기반을 제공할수있

다. Ben-Ze’ev가 요약했듯이, “다른 감정들과 마

찬가지로 알맞은 정도라면 예를 들어 지나치게 흥

분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다면 분노는 기능적이다.”  

 ② positive effects of ang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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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1

When you need to make a fire to survive, it is 
목적

important to remember that your survival fire should 

not be big. Keep it small. 

Being close to a small fire keeps you just as warm 

as situating yourself farther from a large one, and a 

small fire conserves your fuel. 
절 약 하 다

A small fire only requires a small amount of fuel, and 

it is definitely a bonus since gathering large amounts 
명 확 하 게

of dry wood demands more energy and you want to 

conserve your energy. 

• 접속사 since: ~때문에(주절에 현재완료가 없을때), ~이후로(주

절이 현재완료) / 전치사 since: ~이후로 

There is an old saying worth remembering: "A small 

fire keeps you warm with its heat, a large fire keeps 

you warm running for firewood." 
목 적

A small fire also reduces the chances you'll burn 

something / you don't want to burn, such as your 

shelter or the forest. 

생존을 위한 불피우기

생존하기 위해 불을 피워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생존

을 위해 피우는 불은 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작게유지하라. 

작은불에 가까이있는 것은 큰불에서 더 멀리 떨어

져있는 것만큼(여러분의) 몸을따뜻하게유지해주고, 

작은불은 땔감을 절약해준다. 

작은불은 단지 적은양의 땔감만을 필요로하고, 많

은 양의 마른장작을 모으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

고 여러분은 에너지를 절약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

것은 분명 덤으로 얻는 선물이다. 

작은불은 그열기로 여러분을 따뜻하게해주고 큰불

은 여러분을 땔나무를 찾아 뛰어다니느라 따뜻하게 

해 준다.’라는 기억할 만한 옛 격언이 있다. 

작은 불은 또한 여러분의 은신처나 숲처럼 여러분

이태우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태울 가능성을 줄여

준다. 

 ④ necessity of making a survival fire small1

�3



리카수니의 Back to the English
02 주제 추론

Update 2017. 10. 14.

수능특강 라이트 2강(개정)             http://likasuni.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4.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1

A 1998 report by Robert Kraut indicated that the 
보 여 주 었 다

chief reason people turn to social networking on the 
의존하다

Internet is because they are "lonely". 

• 사람 + depend on(의존하다) / 사물 + depend on(~에 달려
있다= be contingent upon N) / depending on(~에 따라서 
= according to) 

• depend on N = be[become] dependent on N
• depend on: turn to = rely on, resort to, draw on 의존하
다(사람이 목적어), 활용하다(사물이 목적어)

A few years later, this study was revisited. It turns 
재 검 토 되 다

out that Internet online social networkers are not 

that  lonely after all. Rather, they are people who 
그렇게(부사) 오 히 려

enjoy communicating with others. 

They like sharing their specific intellectual or social 
지 적 인

interests, they like talking about them, and they like 
관 심 사

meeting people who share these interests, even if 

they might be far removed from them geographically. 
떨 어 져 있 다 지 리 적 으 로

They are more interested in creating communities of 
공 동 체 를

common concern and interest, and the Internet 
관 심 사 와 흥 미

enables them to ignore  physical distance. 
개의치 않게 하다 물 리 적 인 거 리 를

New studies indicate that Internet use correlates 
보 여 준 다 관 련 이 있 다

with other forms of sociality and other forms of 
다른 형태의 사 회 성

literacy. 
지 식

소셜네트워킹을 하는 이유

년 Robert Kraut 의 보고서는 사람들이 인터넷의 

소셜 네트 워킹에 의지하는 주된 이유가‘외롭기’때

문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몇 년 후 이 연구가 다시 논의되었다. 인터넷 온라

인 소셜 네트 워킹을하는사람들은 어쨌든 그렇게 

외롭지 않은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그 들(소셜 네트워킹을 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지적 

또는 사회적 관심사를 나누기를 좋아하고 그것에 
대해 얘기하기를 좋아하고 지리적으로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관심사를 공 

유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공통된 관심사와 흥미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더 관심이 있으며 인터넷은 그들로 하여금 물리적

인 거리를 개의치 않게 해 준다. 

새로운 연구들은 인터넷 사용이 다른 형태의 사회

성 및 다른 형태의 전문 지식과 관련이 있다 는것을

보여준다.

 ② motivations of people who use social networking onlin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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