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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1

If the things growing out of the top of an animal's 

head are made of bone, then they are antlers. 
가 지 진 뿔

Animals with antlers, such as male deer and elk, 

grow new ① ones every year. 
a n t l e r s

This growth starts in the late spring. The branched 

antlers are well-developed by the end of May and 
발 달 되 고

are covered with velvet. This velvet is actually a layer 
녹 용 껍 질 막

of fur and skin, ② complete with blood vessels and 
포 함 한 혈 관

nerves. 
신 경

Antlers continue to grow throughout the summer. 

When the antlers stop ③ to grow in August, the 

velvet begins to dry. The velvet dies and painlessly 
고 통 없 이

peels off, ④ revealing the hardened antlers 
벗 겨 지 다

underneath. 
아 래 에 있 는

Animals keep these antlers through the winter. By 

spring, the antlers begin to separate from the skull 

and will ⑤ eventually drop  off.  
떨어져 나가다

번역

동물의 머리 맨 윗부분에서 자라나는 것이 뼈로 만

들 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가지진 뿔이다. 수컷 사

슴과 엘크처럼 가지진 뿔이 있는 동물에게는 매년 

새로운 뿔이 자라난다. 

이런 생장은 늦은 봄에 시작된다. 가지진 뿔 은 5월 

말이면 잘 발달하고 벨벳으로 뒤덮인다. 이 벨벳은 

사실, 혈관과 신경이 들어 있는, 털과 피부의 막이

다. 뿔은 여름 내내 계속해서 자란다. 

뿔이 8월에 자라기를 멈추면, 벨벳이 마르기 시작

한다. 벨벳이 죽 고 고통 없이 벗겨지면서 아래에 

있던 딱딱하게 굳은 뿔이 드러난다. 

동물들은 이 뿔을 겨울 내내 계속 가지 고 있다. 봄

이 되면 뿔은 두개골에서 분리되기 시작하 고 결국 

떨어져 나가게 된다.

 ③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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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1

 One of the main reasons science is so attractive is 

that it seems to hold  the promise of truth. At least 
가지고 있다 가 능 성

science appears to be a more trustworthy way of 
신 뢰 할 수 있 는

testing the truth of our ideas than other ways that 

have been developed.

(A) However, this perception of science is based on 
인 식

an assumption. The assumption is that truth will be 
가 정

found by applying some method to answer the 

question at hand.
당 면 한

(B) The trick to finding truth, then, is to find the 
비 결

proper method and apply it correctly. Science is often 

taken to be that method.
여 겨 진 다

(C) In other words, one of the foundations for our 
토 대

faith in science is the idea that truth results from the 
믿 음 비 롯 된 다

proper application of some method.
적 절 한 적 용

번역

과학이 그토록 매력적인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그것

이 진리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것이 다. 최소한 과학은 개발되어 온 다른 방법들보

다 우리 가 가진 생각의 진실성을 시험하는 더 신뢰

할 수 있는 방법인 듯 보인다.

(A) 하지만 과학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하나의 가

정에 기반하고 있다. 그 가정은 당면한 문제에 답하

기 위해 어떤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진리가 발견될 

것이라는 것 이다.

(B) 그렇다면 진리를 찾는 비결은 그 적절한 방법

을 발견하여 그것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과

학은 흔 히 그 방법인 것으로 여겨진다.

(C) 다시 말해서, 과학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토대 

중 하나는 진리가 어떤 방법의 적절한 적용으로부

터 비롯 된다는 생각이다.

 ① (A)-(C)-(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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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dward Emerson Barnard에 관한 글의 내용과 일치하

지 않는 것은?1

Edward Emerson Barnard, born into a poor family in 

Nashville, Tennessee, received little formal 

education. When not quite nine years old, he was 

sent to work in a portrait studio and became familiar 
결과 사 진 관

with photographic techniques. 

Quite independently he developed a strong interest in 
독 자 적 으 로

astronomy. From 1883 to 1887 he managed both to 

study and to instruct at Vanderbilt University. 

From 1888 he worked at the Lick Observatory until 

in 1895 he became professor of astronomy at the 
천 문 학

University of Chicago and was thus able to work at 

the newly established Yerkes Observatory. 

Barnard was a keen observer and had detected 
열성적인 발 견 했 다

more than ten comets by 1887 and several more in 

subsequent years. In 1892 he became the first 
추 후 몇 년 간

astronomer after Galileo to discover a new satellite of 

Jupiter, subsequently named Amalthea.
목 성 추 후 에 명 명 되 었 다

천문학자 Edward Emerson Barnard

Edward Emerson Barnard은 Tennessee주 

Nashville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

을 거의 받지 못했다. 아홉 살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그는 한 사진관에 보내져 일하게 되었고, 사진 기술

에 익숙하게 되었다.

아주 독자적으로 그는 천문학에 지대한 관심을 갖

게 되었다. 1883년부터 1887년까지 그는 용케도 

Vanderbilt 대학교에서 공부하며 가르쳤다.

1895년에 Chicago대학교 천문학 교수가 될 때까

지 그는 1888년부터 Lick 천문대에서 일했고, 그

리하여 새로 설립된 Yerkes 천문대에서 일할 수 있

게 되었다.

Barnard는 열성적인 관측자였고 1887년까지 열 

개가 넘는 혜성을 발견하였으며, 추후 몇 년 간 여

러 개를 더 발견하였다. 1892년에 그는 갈릴레오 

이후에 목성의 새로운 위성을 발견한 첫 번 째 천문

학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추후에 Amalthea라고 

명명되었다.

 ④ 1895년에 Yerkes Observatory를 설립하였다.1

�3



리카수니의 Back to the English
부교재 자료

Update 2017. 10. 14.

수능특강 라이트 22강           http://likasuni.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4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Studies of songbirds provide good evidence for 

innate learning preferences in animals. It is well 
선 호 도

known that if a young white-crowned sparrow is not 

allowed to hear the song of an adult during an early 

portion of its life, it will never sing a normal song, but 
초 기 에

will produce instead a much simplified "isolate song". 
고 립 된

This fact has allowed biologists to explore how 
생 물 학 자 조 사 하 다

selective these birds are in terms of the songs that 
관 해 서

they will learn. One method that has been used to 

explore this question is to expose a young, male, 

white-crowned sparrow to songs of a variety of 

species (e.g., those that might occur in its natural 

habitat). 
서 식 지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bird shows a strong 
상 황 에 서

liking to learn the song of its own species. 
선 호 도

Furthermore,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this is 

not due to the inability to produce the songs of other 

species.  * white-crowned sparrow 노랑턱멧새

번역

(고운 소리로) 우는 새의 연구는 동물의 선천적인 

학습 선호도에 대한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 어린 노

랑턱 멧새는 삶의 초기에 다 자란 새의 노래를 듣지 

못하게 하면 정상적인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대신

에 매우 단순화된 ‘산발적인 노래’를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 사실 때문에 생물학자들은 이 새들이 학습할 노

래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고르는지를 조사할 수 있

었다. 이 문제를 조사하는 데 사용되어 온 한 가지 

방법은 어린 수컷 노랑턱멧새를 다양한 종의 노래

(예를 들어 그것의 자연 서식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노래)를 접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새는 자신의 종의 노래를 학습

하려는 강한 선호도를 보인다. 더욱이 이것은 다른 

종의 노래를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

되었다.

 ③ innate learning preferenc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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