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카수니의 Back to the English
교과서 내신 자료

Update 2017. 10. 14.

수능특강 라이트 7강             http://likasuni.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1.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

장 적절한 것은?1

Each individual is born with potential for greatness, 

and the one thing that separates the rich and the 

poor (A) [are / is] their attitude towards life 

circumstances. 

• attitude(태도) / altitude(고도) / aptitude(적성) 

Your attitude is a sure prediction of your future 

unless you change. Your attitude determines almost 

everything you do; it creates the future you see and 

gives you power to face challenges. 

The good thing is (B) [that / what] no one but you in 
except

the world has control over your attitude. People can 

influence you, but what happens outside will never 

be equal to what happens inside. 

Two people cannot perform well in an examination 

but only the one who chooses to quit becomes a 

failure. 

The difference is all in their attitude towards the 

situation; one is hopeless but (C) [another / the 

other] believes / there will be a better outcome next 

time. 

삶의 환경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

각 개인은 위대해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

나고 부유한 자와 곤궁한 자를 가르는 한 가지는 삶

의 환경에 대한 그들의 태도이다.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태도는 여러분

의 미래를 확실하게 예측해 준다. 여러분의 태도는 

여러분이 하는 거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바라보는 미래를 만들어 내고, 여러분에

게 도전에 맞설 힘을 준다. 

다행인 것은 세상에서 여러분을 제외하고는 그 누

구도 여러분의 태도를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외부

에서 일어나는 것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과 결코 

대등하지는 않을 것이다. 

두 사람이 시험을 잘 볼 수는 없다고 해도 그만두기

로 선택한 사람만 낙제자가 된다. 

차이점은 모두 상황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있는데, 

한 사람은 절망하고 있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다음

번에는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⑤ is - that - the oth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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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A), (B), (C)의 각 괄호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1

Consuming local food above all supports the local 
무엇보다도 지 탱 해 준 다

economy, and regional food products can save 
지 역 의 절약해준다

energy when distributed efficiently due to the 
유 통 되 다

reduction in energy (A) [needed / is needed] in 
감 소

transportation. 

Bulk purchasing is less likely to be needed and so 
대량구매

energy used in storage can be reduced as well. 
저 장

Regional distribution structures make it , in principle, 
유 통 구 조 가목 원 론 적 으 로

(B) [possible/possibly] to harvest fruits and 
진목

vegetables that are fresh and ripe, thus increasing 

their taste and nutritive values such as vitamin C. 
영 양 가

In the conventional system, fruit especially is 
종 래 의

harvested unripe and arrives in front of the 
익 지 않 은

restaurant guest ripened in transit. 
익 어 서 수 송 중 에

Although not scientifically proven, the sensory 
감 각 적

quality of local fruit and vegetables (C) [seems / 
특 성 이

seem] to be more appetising; local strawberries 
구미를 동하게 하는

smell, feel, look and taste better!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

지역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를 지탱하며 지역식료품은 효율적으로 유통될 때 

수송에 필요한 에너지의 감소로 인해에너지를 절약

할 수 있다. 

대량구입이필요할가능성이더적 을 것이며 저장에 

사용되는 에너지 또한 감소될 수 있다. 

원론적으 로 지역 유통 구조는 신선하고 잘 익은 과

일과 채소를 수확하는 것 을 가능하게 하며, 따라서 

그것들의 맛과 비타민 C 와 같은 영양가 를 증가시

킨다. 

종래의 시스템에서 과일은 특히 익지 않은 채 수확 

되어 수송 중에 익어 식당의 손님 앞에 도착한다. 

비록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지역 과일

과 채소는 감각적 특성이 구미를 더 동하게 하는 것 

같은데, 지역 딸기는 더 좋은 냄새가 나고, 더 좋 은

느낌이들며, 더좋아보이고, 더맛있는것같다!

 ①  needed       possible       seem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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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1

Karin Pfeiffer and her colleagues took a very 

different approach to ①understanding physical 

activity motivation. 

These investigators examined whether participation 

in youth sports ②predicts the levels of adult 

involvement in physical activity. 

Assessing females across three time periods (8th, 
걸 쳐 서

9th, and 12th grades), they found ③if sport 

participation in the 8th and 9th grades predicted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in the 12th grades. 

This suggests that ④requiring a habit of being 

physically active at a young age influences 

motivation for being active later in life. 

Although future studies need to further confirm this 
확 인 하 다

important finding, this topic is a key area of future 

research ⑤given the current obesity crisis facing 
빈 만

many nations.

유소년기의 신체활동

Karin Pfeiffer와 그녀의 동료들은 신체 활동을 위

한 동기부여를 이해하는 데 매우 다른 접근법을 취

했다. 

이 연구자들은 (어려서) 유소년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이 어른이되어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수준을 예견

하는지를 조사했다. 

(8학년, 9학년, 그리고 12학년의) 세 번의 시기에 

걸쳐 여학생들을 평가하면서, 그들은 8학년과 9학

년에서의 스포츠 참여가12학년에서의 신체활동 참

여를 예측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것은 어린 나이에 신체적으로 활동적이 되는 습관

을 요구하는 것이 훗날의 삶에서 활동적이 되는 것

을 위한 동기부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으로 있을 연구들이 이 중요한 연구결과가사실임

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기는 있지만, 많은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비만 위기를고려해볼 때 이 

주제가 앞으로 있을 연구의 핵심 영역이다.

 ③ tha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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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1

Several years ago, Jack C. Horn and Jeff Meer 

reported the results of a survey ①conducted with 

more than 13,000 readers of the magazine 

Psychology Today. 

They reported that 89% of the respondents had pets 

when they were children even though not all ② were 

current pet owners. 

Nearly everyone, 97%, believed it was good for 

children ③ to have pets. 

And the reasons cited for this overwhelming support 

of providing children with pets, according to Horn 

and Meer, were ④ that pets provided pleasure and 

companionship as well as opportunities for learning 

gentleness and responsibility. 

Throughout the article ⑤is numerous examples of 

how pets enriched the lives of their human owners  -  

from providing a break from a stressful home 

environment to increasing the fun and laughter 

shared by family members.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의 이점

여러 해 전에, Jack C. Horn과 Jeff Meer는

‘Psychology Today’라는 잡지의 13,000명이 넘

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의 결과를 

보고했다. 

그들은 응답자의 89퍼센트가 현재 모두 애완동물

이 있는 것은아니지만 아이였을 때 애완동물이 있

었다고 보고했다. 

거의 모든 사람인 97퍼센트는 아이들이 애완동물

을 갖는 것이 좋다고 믿었다. 

그리고 Horn과 Meer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애완

동물을 제공하는것에 대한 이런 압도적인 지지의 

이유로 든 것은 애완동물이 온순함과 책임감을 배

우는 기회뿐만 아니라 즐거 움과 동료애를 제공한

다는 것이었다. 

논문 전체에 스트레스가 많은 가정환경으로부터 벗

어나는 것을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가족 구성원이 

공유하는 재미와 웃음을 증가시키는 것에 이끄기까

지, 애완동물이 어떻게 인간 주인의 삶을 풍요롭게 

했는가에 대한 무수한 예시가 나와있다.

 ⑤ ar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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