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카수니의 Back to the English
부교재 분석자료

Update 2017. 10. 14.

수능특강 라이트 23강             http://likasuni.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Many films rely on the audience's 

knowledge____________ of what has happened 

historically before the film begins. 

David O. Russell's Three Kings is about American 

soldiers in Iraq after the Gulf War had officially 

finished. 

Three Kings does not show the actual Gulf War, but 

the war is part of the film's story since it influences 

what takes place during the film. 

Likewise, the mood of Spike Lee's 25th Hour is 

heavily influenced by the aftermath of the terrorist 

attacks on the World Trade Centre in New York. 

Lee does not show us the events of 11 September 

2001, but his repeated shots of Ground Zero inform 

the viewer that these events have a very special 

meaning to the characters in the film.

영화 이해를 돕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관객의 배경

지식

많은 영화는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까지 역사

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 관객의 지식에 의존한다.

David O. Russell의 ‘Three Kings’는 걸프 전쟁

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이후에 이라크에 있었던 미

국 병사들에 관한 영화이다.

‘Three Kings’는 실제 걸프 전쟁을 보여 주지는 않

지만, 그 전쟁은 영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영향

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화 줄거리의 일부이다.

마찬가지로, Spike Lee의 ‘25th Hour’의 분위기

는 뉴욕의 World Trade Centre에 대한 테러 공격

의 여파에 의해 아주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

Lee는 우리에게 2001년 9월 11일의 사건들을 보여

주지는 않지만, 그의 반복되는 Ground Zero 장면

은 관객에게 이 사건들이 영화 속 등장인물들에게 매

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⑤ what has happened historicall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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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

장 적절한 것은?1

The best piece of advice we got when embarking on 
착 수 하 다

our hobby farm was, "Start small and don't 

overwhelm (A) [you / yourself]." 

There are countless stories of folks who move to the 

country, buy a flock of sheep and several horses, 

order a bunch of chickens, and start an organic 

garden, only (B) [exhause / to exhaust] their 
소 진 하 다

economic and physical resources.

It's much easier to start small and grow into your 

comfort level than to go " all  out" and try to keep 
모든 것을 쏟아붓고 유 지 하 다

up. This is the key benefit of hobby farming. 
주 말 농 장

Since you aren't pressured to make it (C) [profitable 

/ profitably] right away, you have room to explore 
여 지 탐 구 하 다

and grow into your farm.
만들어가다

주말농장을 시작하는 마음가짐

우리의 주말농장을 시작할 대 우리가 얻은 최고의 

조언 한마디는 “작게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기가 질

리게 만들지 마라.”였다.

시골로 이주하여 한 무리의 양과 여러 마리의 말을 

사고, 한 무리의 닭을 주문하며, 유기농 밭을 시작

하고는 결국 자신들의 경제적, 육체적 자원을 소진

해 버리고 마는 사람들에 관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작게 시작하고 편하게 느끼는 수준으로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이것이 주말 농장의 핵심적 이점이다.

그것을 당장 수익이 나게 만들도록 압력을 받지 않

으므로, 그것을 탐구하고 자신의 농장으로 만들어 

갈 여지가 있다.

 ③ yourself … to exhaust … profitab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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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1

Manuel was a point guard with a good chance of 

getting an athletic scholarship. His job was to dribble 

up and distribute the ball. 

Right before a tryout game, his coach told ①him, 
선발테스트

"Think, 'pass first, shoot second.'" But his dad, 

wanting ②his son to get noticed, told him, "Think, 

'shoot first, pass second.'" 

Manuel was caught in the middle. It was a tough 

situation for ③the boy. After the first quarter, 

Manuel's dad and his coach had a heated 

discussion. 

The coach pointed out, "④He's going to be recruited 

as a point guard, so let's showcase him as a point 
보 이 게 하 다

guard, not as a shooting guard." 

Manuel's father was able to understand the coach's 

reasoning, so ⑤he backed off. (In the end, Manuel 
물 러 났 다

did get a scholarship.)

농구 입단 테스트 경기

Manuel은 체육 특기자 장학금을 받을 충분한 가능

성이 있는 포인트가드였다. 그의 해야 하는 일은 공

을 드리블해서 배급하는 것이었다.

“먼저 패스하고 그다음에 슛하라.‘라는 것을 생각

해.”라고 입단 테스트 경기 직전에 그의 코치가 그

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주목받기를 원해서 “먼저 슛하고 그다음에 패스하

라.’라는 것을 생각해.”라고 그 아이에게 말했다.

Manuel은 중간에 끼인 상태가 되었다. 그것은 그 

아이에게 있어 힘든 상황이었다. 1쿼터가 끝나고 

Manuel의 아버지와 그의 코치는 격론을 벌였다.

코치는 “그 아이는 포인트가드로 뽑힐 것이니 그 아

이를 슈팅가드가 아니라 포인트가드로 돋보이게 합

시다.”라고 말했다.

Manuel의 아버지는 코치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었

고 그래서 그는 물러났다. (결국, Manuel은 장학

금을 받게 되었다.)

 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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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cademie Julian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

는 것은?1

The Academie Julian was founded in 1873 by 

Rodolphe Julian, whose work as a painter is now 

forgotten. 

The school had no entrance requirements, it was 

open from 8 a.m. to nightfall, and it was soon the 

most popular establishment of its type. 
기 관

Julian opened several branches throughout Paris, 

one of them for women artists, and by the 1880s the 

student population was about 600. 

Although the Academie Julian became famous for 

the uncontrollable behaviour of its students, it was 

regarded as a stepping stone to the E´cole des 

Beaux-Arts(Julian had astutely engaged teachers 
통 찰 력 있 게

from the E´cole as visiting professors). 

Among the French artists who studied there were 

Bonnard, Denis, Matisse, Vallotton, and Vuillard. The 

list of distinguished foreign artists who studied there 
유 명 한

is very long.

Academie Julian

Academie Julian은 1873년에 Rodolphe 

Julian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화가로서 그가 한 일

은 현재 잊힌 상태였다.

그 학교는 입학시험이 없었으며, 오전 8시부터 저

물녘까지 문을 열었고, 이내 같은 유형의 학교 중에

서 가장 유명한 기관이 되었다. 

Julian은 파리 전역에 여러 개의 분교를 열었는데, 

그 중 하나는 여성 미술가를 위한 것이었고, 1880

년에는 학생 수가 약 600명이었다.

Academie Julian은 통제가 불가능한 학생들의 

행동으로 유명해졌지만, E´cole des Beaux-Arts

로 가는 디딤돌로 여겨졌다.(Julian은 E´cole출신

의 교사들을 객원 교수로 기민하게 고용했다.)

그곳에서 수학한 프랑스 미술가 중에는 Bonnard, 

Denis, Matisse, Vallotton, 그리고 Vuillard가 

있다. 그곳에서 수학한 외국 미술가들의 목록은 매

우 길다.

 ⑤ 소수의 유명 외국 미술가가 수학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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