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공식 기출구문-

★
☆

11강

REVIEW

해석공식

should/must/cannot/may have p.p.

069

(…했어야 했는데, …했음에 틀림없다, …했을 리가 없다, …했을지도 모른다)

413

These nymphs __________ _______ t_______ a further _____ y_______ to
emerge as adults, but in fact they took just one year. ✓ nymph 애벌레
[그 애벌레들은] [2년이 더] 필요했어야 했지만 (성체로 나타나려면) (사실은) [불과 1년만] 걸렸다.

★
★

414

A great deal of your time will be spent generating additional messages to
the reader trying to explain _______ __________ _______ _______ c_______
the first time.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추가적인 메시지를 작성하는 데 (독자에게 보내는)) (설명하려고
애쓰면서 [처음부터 분명히 했어야 할 것을])

★
★

415

Because his speech was normal, the right hemisphere _______ _______
t_______ _______ many of the functions formerly conducted mainly by the
left hemisphere. ✓ hemisphere 반구
(그의 말은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우뇌가] 떠맡았음이 틀림없다. [기능의 많은 것을] (전에는 (주로 좌뇌에
의해) 수행되던)

★
★

416

Kate called the designer to let him know that her assistant _______ _______
m_____ a m___________, because all she got was the one sentence without
a proposal.
Kate는 그 설계자에게 전화해서 (그에게 알려주었다. [조수가 실수한 게 틀림없다는 것을]) ([(그녀가 받은) 것
이] 한 문장이 전부였기 때문에 (제안서가 없는))

★
★
☆

417

According to Derek Bickerton, human ancestors and relatives such as the
Neanderthals _____ _______ _____ a relatively large l___________ of words,
each of which related to a mental concept such as ‘meat’, ‘fire’, ‘hunt’
and so forth.
(Derek Bickerton에 따르면), [인간의 조상들과 친척들은] (네안데르탈인과 같은)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비교
적 큰 어휘 목록을] (각 단어는 관련이 있었다. (정신적인 개념과) ('고기','불','사냥' 등과 같은))

★
★
★

418

The old-timer at the boomerang game _____ _______ _______ a thousand
b________________, yet each time he throws a new one and it works
perfectly just as he planned that it should, he feels a surge of pride and
satisfaction that is worth many times over the effort required for the
making.
[부메랑 게임의 고참은] 천 개의 부메랑을 만들어 봤겠지만 (그가 새 부메랑을 던지고 완벽하게 작동할 때마다
(그가 [그러리라고] 계획한 대로)) 그는 [자긍심과 만족감이 치솟는 것을] 느낀다. (여러 배의 가치가 있는 (노력
의) (그것을 만드는 데 필요했던)

정답

413. should have taken, two years 414. what should have been clear 415. must
have taken over 416. must have made, mistake 417. may have had, lexicon 418. may
have made, boomera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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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공식

070
★
★

419

if ~ 과거형 V, 조V 과거형 + R

11강

REVIEW

(~하면, …할 텐데)

____ a redshank s_______ all of its time looking out for approaching
predators, it w_______ certainly significantly r_________ the chance that
it would be taken by surprise, but it would also starve. ✓ redshank 붉은발도요
(붉은발도요가 [자신의 모든 시간을] 보낸다면 (접근하는 포식자를 감시하는데)) 그것은 가능성을 확실하게
상당한 정도로 줄이겠지만 (기습 공격을 당할) 또한 굶어 죽게 될 것이다.

★
★

420 In many cases the donation is so small -$10 or less- that ____ they
s__________

to

think,

they

w_______

r__________

that

the

cost

of

processing the donation is likely to exceed any benefit it brings to the
charity.
(많은 경우) 기부금은 (10달러 이하의) 매우 적은 금액이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알
게 될 것이다. [[기부금을 처리하는 비용이] 넘어서기 쉽다는 것을 [모든 이점을] (기부금이 자선 단체에 가져
다주는)]
★
★

421

____ the world _____ the capacity to deliver one of the largest nuclear
power plants ever built once a week, week in and week out, it _________
t_____ 20 years to replace the current stock of coal-fired plants.
(세계가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가장 대규모의 원자력 발전소들 중 하나를 만들어 낼 (이제까지 건립
된) (주마다 한 번씩) (매주 계속))) 20년이 걸릴 것이다. (현재의 석탄 화력 발전소 비축물을 대체하는 데)

★
★

422

____ we w_______ to a sport event in person, we _________ s____
something quite different from the images selected and presented on
television, and we _________ d__________ our own descriptions and
interpretations.
(만약 우리가 한 스포츠 경기에 (직접) 간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며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른)
(선택되어 텔레비전에 제시되는) [우리만의 묘사와 해석을] 하게 될 것이다.

★
★
☆

423

____ after watching a stand-up comedian a member of the audience
s_________ ‘that was really funny’, it _________ s__________ that the
person thought the comedian was good, which contains a suggestion of
recommendation.
(만약 (무대에서 단독으로 공연하는 코미디언을 보고 나서) [청중 중의 한 명이]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웃겼
어’라고]) 그것은 암시하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그 코미디언이 잘했다고]] (그것은 [추천에 대한 암시
를] 포함한다.)

★
★
☆

424 _______ ____ a music lover k_____ his headphones on for every minute of
every day for an entire year, he ____________ ____ _______ to listen to
more than an eighth of all the albums that are released just in the
United States in one year.
([음악 애호가가] 헤드폰을 쓰고 있다고 해도 (매일, 매 순간) (일 년 내내)) 듣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모든 앨범의 8분의 1을 넘게) ((미국에서만) (한 해 동안) 발매되는)

정답

419. If, spent, would, reduce 420. if, stopped, would realize 421. If, had, would
take 422. If, went, would see, would develop 423. If, stated, would suggest 424.
Even if, kept, wouldn’t be 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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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공식

if ~ had p.p., … 조V 과거형 + have p.p.

071

(~했다면 , … 했을 텐데)

425

REVIEW

We often hear stories of ordinary people who, ____ education _____
f__________ on creativity, c_______ _______ b_________ great artists or
scientists.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만약 교육이 초점을 맞추었다면 (창의력에)) 될 수도 있었던
[훌륭한 예술가나 과학자가])

★
★

426

In my own travels, _____ I t_______ packaged tours I never w_______
_______ _____ the eye-opening experiences that have added so much to my
appreciation of human diversity.
(내 자신의 여행에서) (패키지여행을 갔다면) 나는[놀랄만한 경험을]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많은 보탬이 될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나의 이해에))

★
★

427

_____ someone in the group _____ t_______ the initiative to be nurturing
instead of negative, maybe another Hemingway, Faulkner, or Fitzgerald
w_______ _______ e___________ and g_______ the world another library of
masterpieces.
([그 그룹의 누군가가] 앞장서서 (부정적이 되는 대신 재능을 길러주었다면)) 아마 [제2의 Hemingway,
Faulkner, 혹은 Fitzgerald가] 나와서 제공했을지도 모른다. 이 세상에 [또 다른 명작 전집을]

★
★

428

_____ he first g_________ a broad perspective of his field, he c_______
_______ a___________ this amazing yet useless career and instead t_________
his considerable talents to advancing the mathematical knowledge base.
(만약 처음에 [자기 분야에 대한 폭넓은 관점을] 얻었더라면), 그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대단하지만
헛된 일을] 대신에 향하게 했을 것이다. [자신의 상당한 재능을] ([수학의 지식 기반을] 발전시키는 데로)

★
★
☆

429

Despite

this

decline

of

Steller’s

sea

cow

population,

on

isolated,

uninhabited Bering and Copper Islands the last members of the species
m_______ _______ s____________ indefinitely had a floodtide of empire not
suddenly s_______ them away.
(이런 스텔러바다소 개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떨어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Bering 섬과 Copper 섬에서)
[그 종의 마지막 구성원들은] 무한히 살아남았을지도 모른다. ([제국의 밀물이] 갑자기 쓸어 가 버리지 않았다면)
★
★
★

430 By giving Apocalypse Now a setting that was contemporary at the time of
its release, audiences were able to experience and identify with its themes
more easily than they w_______ _______ ____ the film _____ _______ a literal
adaptation of the novel.
(Apocalypse Now에 배경을 제공함으로써 (그것이 개봉될 당시와 같은 시대적)) 관객들은 경험하고 그것과 동
질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의 주제를) (더 쉽게) (그들이 그랬을 것보다) (영화가 [소설을 원문에 충실하게 각
색한 것]이었다면)

정답

3

425. if, had focused, could have become 426. had, taken, would have had 427. If,
had taken, would have emerged, given 428. Had, gained, could have avoided, turned
429. might have survived, had, swept 430. would have if, had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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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
★
★

431

11강

REVIEW

as if + S + 과거형 V/had p.p. (마치 S가 ~하는/~했던 것처럼)

If a cuckoo deposits an egg inside in the nests of other species, they will
look after the bird when it hatches ____ ____ it _______ t_______ o____.
(만일 뻐꾸기가 알을 낳으면 (다른 종의 둥지 안에)) 그들은 그 새를 돌볼 것이다. (그것이 부화할 때) (그것이
마치 자신의 새끼인 것처럼)

★
★

432

You can actually become your own cheerleader by talking to yourself
positively and then acting ____ ____ you _______ already the p_________
that you wanted to be.
실제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치어리더가] 될 수 있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
행동함으로써) (그 사람이 이미 된 것처럼 (여러분이 되고 싶어 하는))

★
★

433

We tend to take pride in our rationality and feel a bit ashamed of our
emotions, ____ ____ r__________________ _______ more likely to be right
and the emotions commensurately apt to be wrong. ✓commensurately 상응하여
우리는 (우리의 이성에) 자부심을 느끼고 약간은 부끄럽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는)
(마치 이성이 옳을 가능성이 더 많고 감정은 이와 비례하여 잘못될 가능성이 더 많은 경향이 있는 것처럼)

★
★

434 Most jobs are still designed ____ ____ t_______ _______ a homemaker to
provide support for a working husband, and many institutional practices
assume that all children live with two biological parents.
[대부분의 일자리는] 여전히 마련되어 있고 (주부가 있는 것처럼 (일하는 남편을 보좌해 주는)) [많은 제도상의
관행은] 생각한다. [모든 아이들이 살고 있다고 (두 명의 생물학적 부모와 함께)]

★
★
☆

435

All told, every second, our senses transmit an estimated 11 million bits of
information to our poor brains, ____ ____ a giant fiber-optic cable
_______ p___________ directly into them, firing information at full speed.
(모두 합쳐서) (매초) 우리의 감각은 전송하여 [천백만 비트로 추정되는 정보를] (우리의 불쌍한 뇌로) (마치
[거대한 광섬유 케이블이] 뇌에 직접 연결된 것처럼 (전속력으로 정보를 쏘아댄다.))

★
★
☆

436

Suppose you care very little about your own athletic skills, but when
your friend scores the winning goal during a critical soccer match, you
beam with pride, experience a boost to your self-esteem, and take delight
in her victory celebrations ____ ____, by association, it _______ your
v___________ too.
(가정해 보라. [여러분이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고 (자신의 운동 기술에)] 그러나 (여러분의 친구가 결승골을
넣으면 (중대한 축구 시합에서)) 여러분은 활짝 웃고 (자랑스럽게) (자부심이) 증대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기쁨을 얻는다. (그녀의 승리 축하에서) ((연관에 의해) 마치 그녀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이기도 한 것처럼)

정답

431. as if, were their own 432. as if, were, person 433. as if rationality were 434.
as if there were 435. as if, were plugged 436. as if, were,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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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
★
☆

437

11강

REVIEW

without 명사, S 조V 과거형 + R/have p.p.
(~가 없다면, …할 텐데/~가 없었다면, …했을 텐데)

____________ the ice age, North America m_______ _______ r____________
unpopulated for thousands of years more.
(빙하 시대가 없었다면), 북아메리카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수천 년 더)

★
★

438

Because individuals can see, or sense, the wave coming toward them,
they are ready to react more quickly than they w_______ ____________
_______ advance n_________.
(개체들이 파장을 보거나, 혹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그것들은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더 빨리) (그러한 사전 감지가 없다면) 그럴 것보다)

★
★

439

Transportation is vital to urban life around the world; ____________ ____,
the food and other goods that come from distant places and sustain life
in cities w________ not a_________ in city markets.
수송 수단은 매우 중요한데 (도시 생활에)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없으면) [식품과 여타의 상품이] ((먼 곳
에서) 와서 (도시에서의) 생활을 지탱하는) 보이게 되지 않을 것이다. (도시의 시장에서)

★
★
☆

440 To interpret those finds from an eleventh-century AD wreck they had
excavated,

they

had

to

learn

Russian,

Bulgarian,

and

Romanian,

____________ _________ they w_______ never _______ l__________ the true
nature of the site.
(그러한 발굴물을 해석하기 위해서 (서기 11세기 난파선의) (그들이 발굴한)) 그들은 배워야만 했는데 [러시
아어, 불가리아어, 그리고 루마니아어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유적지
의 실체를])
★
★
☆

441

The chemical industry denied that there were practical alternatives to
ozone-depleting chemicals, predicting not only economic disaster but
numerous

deaths

because

food

and

vaccines

_________

s_______

_____________ r_____________________.
[화공업계에서는] 부인했다. [실용적인 대안이 있다는 것을 (오존을 고갈시키는 화학 물질에 대한)] (예측하면
서 [경제적인 재앙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망자를]) (식품과 백신이 상할 것이라는 이유로 (냉장하지 않으면))
★
★
★

442 In most participant observational settings, it _________ ____ highly
u______________
community

for

to be

someone

conducting

who

is

actively

observations

participating

for his

or

her

in

a

research

____________ i______________ the people and g_________ them the option
to remove themselves from the research.
(대부분의 참여 관찰 환경에서) 매우 비윤리적일 것이다. (누군가가) (공동체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관찰
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연구를 위한) (사람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그리고 선택권을 그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연구로부터 스스로를 배제하는)]

정답

437. Without, might have remained 438. would without such, notice 439. without
it, would, appear 440. without which, would, have learned 441. would, spoil,
without, refrigeration 442. would be, unethical, without informing, g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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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공식

주장/제안/명령/요구 V + (that) + S + R

074

(~해야 한다고 주장/제안/명령/요구하다)

443 D______________

_______

d___________________

by

everything
means

of

we

some

accept

reasoning

as
process

true
would

REVIEW

____
be

unreasonable.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한다고 (어떤 추론 과정에 의해)] 불합리
할 것이다.
★
★

444 In every history on the subject, the evidence s____________ _______ early
human populations p______________ the fat and organ meat of the animal
over its muscle meat.
((그 주제에 관한) 모든 역사에서) 시사 하는 증거가 있다. [[초기 인류가] 더 선호했다는 것을 [동물의 비계와 내
장육을] (기름기 없는 고기보다는)]

★
★

445 Because the body obtains minerals through the food that is eaten, ____ is
e______________ _______ a variety of fresh, raw food ____ e_______ so the
body will receive the necessary minerals.
(몸은 미네랄을 얻기 때문에 (섭취되는 (음식을 통해))) 필수적이다. [[신선하고 익히지 않은 다양한 음식이]
섭취되는 것이] (몸이 [필요한 미네랄을] 받도록)

★
★

446 Sitting together with his family on a very hot Sunday afternoon, Jerry’s
father-in-law s______________ _______ the family, who were at that point
quite relaxed, all t_________ to Abilene to have dinner.
((가족과) 자리를 같이하고 있었던 (매우 더웠던 어느 일요일 오후에)) [Jerry의 장인이] 제안했다. [가족 모두
((그때) 매우 편하게 쉬고 있었던) Abilene으로 가자고 (저녁을 먹으러)]

★
★
☆

447 ‘Climate Justice’ rightly d___________ _______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____ l_________ for the damage to the atmosphere, climate and human and
natural systems caused by greenhouse gas pollution.
'기후 정의'가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선진 공업 국가들이] 책임질 것을 (대기, 기후, 인간과 자연계가 입은
(피해에 대해)) (온실가스 오염으로 유발된)]

★
★
☆

448 In accordance with the mission statement of WFB, “… to serve those in
need in a spirit of dignity and love,” we a____ _______ any food donation
____ m_____ with serious consideration for the health and nutritious
well-being of the individuals we serve.
(WFB의 강령에 맞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자 (존엄성과 사랑의 정신으로)) 요청합니다.
[[어떤 음식 기부도] 이뤄질 것을 요청합니다. (진지하게 숙고하여) (사람들의 건강과 영양학적 행복에 대해)
(저희가 음식을 제공하는)]

정답

443. Demanding that, be demonstrated 444. suggests that, preferred 445. it,
essential that, be eaten 446. suggested that, travel 447. demands that, be liable
448. ask that, b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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