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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1

My mom and I were shopping in a food store on a 

busy Friday afternoon when we ran into my high 

school theater teacher and her son.
연 극 담 당

(A) The next time we went shopping, my mom and I 

became Sophia and Esmeralda from Spain. I don't 

remember much about what we shopped for, but I 

do remember how much fun we had talking with 

Spanish accents.

(B) They kept a straight  face even as we grinned 
무표정한 얼굴을 하다 활 짝 웃 었 다

from ear  to ear. We later found out that each time 
입이 귀에 걸 릴 정도로

they shop for food, they pick a character and an 
고 른 다

accent for the day.

(C) They were chatting with each other in the frozen 

food section with heavy New York accents. When we 
강 한 억 양

said hello, they introduced themselves as visitors 

from the Bronx.

번역

엄마와 나는 분주한 어느 금요일 오후 식품점에서 

물 건을 사던 중에 고등학교 연극 담당 선생님과 그

분의 아들을 우연히 만났다. 

(A) 그 다음 번에 엄마와 내가 쇼핑하러 갔을 때, 

우리는 스페인 출 신의 Sophia와 Esmeralda가 

되었다. 나는 우리가 무엇을 쇼핑했는지는 별로 기

억하지 못하지만, 스 페인 억양으로 대화하면서 매

우 즐거워했다는 것은 잘 기억하고 있다.

(B) 그들은 우리가 입이 귀에 걸 릴 정도로 활짝 웃

었을 때도 무표정한 얼굴을 하였다. 그들이 식품 쇼

핑을 할 때마다 그날의 인물과 억양을 고른다는 것

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됐다. 

(C) 그들은 냉동식품 부문에서 강한 뉴욕 억양으로 

서로 대화하고 있었다. 우리가 인 사를 건넸을 때, 

그들은 Bronx 출신의 방문객이라고 자신들을 소개

했다. 

 ⑤ (C)-(B)-(A)1

�1



리카수니의 Back to the English
부교재 자료

Update 2017. 10. 14.

수능특강 라이트 19강          http://likasuni.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

한 곳은?1

�

Some people said Habitat for Humanity wouldn't 

work, but it did and it continues to, even though 

most of the volunteers have little or no experience in 

construction.

① Cash and materials are donated by individuals, 

churches, corporations, and many other kinds of 

organizations. ②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give 
각계각층의

freely of their time and skills.

③ At first there were legitimate questions about 
타 당 한

whether houses built in this fashion would be 

sufficiently strong. 

④ The hurricane left nearly one hundred thousand 

people homeless and was the most damaging 

hurricane in U.S. history to that  date. 
그 당시까지

⑤ Yet every single one of the hundreds of Habitat 

homes in the state survived the storm.
견 뎌 냈 다

Habitat for Humanity의 활약

허리케인 Hugo가 맹렬한 힘으로 South Carolina 

주를 강타한 1989년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Habitat for Humanity가 잘되어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자원봉사자들 대부

분이 거의 또는 전혀 건축 경험이 없어도 그것은 잘

되어 갔고 또 계속 잘되고 있다.

개인, 교회, 기업, 그리고 많은 다른 종류의 기관들

이 현금과 (건축)자재를 기부하고 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기술을 기꺼이 바치고 있

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지어진 집이 충분히 튼튼할 

것인가에 대한 타당한 의문이 있었다. 

그 허리케인은 거의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집

을 잃게 하였는데 그 당시까지 미국 역사에서 가장 

극심한 피해를 준 허리케인이었다.

그러나 그 주에 있는 수백 채의 Habitat 주택 하나

하나가 모두 그 폭풍을 견뎌냈다.

These were answered, at least in part, in 1989 

when hurricane Hugo hit South Carolina with 

violent force.

 ④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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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In 1925, when the newspaper magnate William 
신 문 업 계 의 거 물

Randolph Hearst moved into his California castle, 
대 서 택

San Simeon, he wanted the best in modern 
동격(대저택 이름)

technology. 

Back then it was awkward and time-consuming to 
어 려 운

tune  radio receivers to the various stations, so 
채널을 맞추다 수 신 기

Hearst had several radios installed in the basement 

of San Simeon, each tuned to a different station. 

The speaker wires ran to Hearst's private suite on 
연결되다 스위트룸

the third floor, where they were routed into a 
보 내 다

fifteenth-century oak cabinet. 

At the push of a button, Hearst could listen to the 

station of his choice. Such ease of selection was a 

marvel in his day. Today it's a standard feature on 
놀 라 운 일 표 준 사 양

every car radio.

William Randolph Hearst의 일화

1925년, 신문업계의 거물인 William Randolph 

Hearst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의 대저택인 San 

Simeon으로 이주해 들어갔을 때, 그는 현대 과학

기술의 최고를 원했다.

그 당시에 라디오 수신기를 다양한 방송국에 채널

을 맞추는 것은 불편하면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

었으므로, Hearst는 여러 대의 라디오를 San 

Simeon의 지하실에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각각 

다른 방송국 채널에 맞춰져 있었다.

스피커 선들이 3층에 있는 Hearst의 개인 스위트

룸으로 연결되었고, 그곳에서 그것들은 15세기 오

크 캐비닛 안으로 들어갔다.

하나의 버튼을 눌러 Hearst는 자신이 고른 방송국

을 청취할 수 있었다. 그러한 선택의 용이함은 그의 

시대에는 놀라운 일이었다. 오늘날 그것은 모든 자

동차 라디오의 표준 사양이다.

 ④ Yesterday’s Luxury Today’s Necessit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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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

한 곳은?1

�

As a young boy, King Alfred the Great received little 

formal schooling. (①) He did possess a highly 
정 식 학 교 교 육

retentive memory and particularly enjoyed listening 
기 억 력 이 좋 은

to the court poets reciting poetry. 
시 인 낭 송 하 는 시

(②) One day his mother, holding a fine manuscript 
필 사 본

book in her hand, said to Alfred and his elder 

brothers, "I will give this book to whichever one of 

you can learn it most quickly." 
배 우 다

(③) Forestalling his brothers, he took it to someone 
앞 지 르 다

who read it through to him. (④) Then he went back 
끝까지 읽어 주다

to his mother and repeated the whole thing to her. 

(⑤) This talent was the foundation of Alfred's later 
기 반

reputation as scholar, translator, and patron of 
명 성 번 역 가 후 원 자

learning.  
학 운

번역

비록 책을 읽지 못했지만, Alfred 는 그 책에 크게 

매료되어 그 책을 갖기로 결심했다.

어릴 적 소년 시절에 알프레드 대왕은 정식 학교 교

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 그는 대단히 좋은 기억력을 

가지 고 있었고 특히 궁정 시인들이 시를 낭송하는 

것을 즐겨 들었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손에 좋은 필사본 책을 쥐고 

알프레드와 그의 형들에게 “이 책을 너희 중 어느 

누구라도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사람에게 주겠 

다.”라고 말했다. 

형들을 앞질러 그는 그에게 끝까지 읽어 줄 사람에

게 책을 가지고 갔다. 그다음 그는 어머니에게 돌아

와 그 녀에게 모든 것을 그대로 전하였다. 이런 재

능이 학자, 번역가 그리고 학문의 후원자로서의 

Alfred의 만년의 명성의 기반이었다.

Although he could not read, Alfred was greatly 

attracted to the book and was determined to 

own it.

 ③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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