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공식 기출구문-

해석공식

019
★
☆

S + be p.p. (+O)

04강

REVIEW

(S가 V되다/S가 O를 V 받다)

115 In the simplest way, nonrespondents _____ simply s_____ a letter of
additional encouragement to participate.
(가장 단순한 경우에) 무응답자들은 그저 받는다. [편지를 (참여를) (추가로 권장하는)]

★
☆

116

One of the settlements taking advantage of earth as a natural insulator
_____ ____ f_______ in Coober Pedy, Australia, an opal- mining town with
1,700 residents.
[정착지 중의 하나는 (천연 단열재로서 지면을 이용하는)] 발견될 수 있다. (호주의 Coober Pedy에서) ((1,700명의
주민이 사는) 오팔 광산촌인)

★
★

117

Evidence suggests an association between loud, fast music and reckless
driving, but how might music’s ability to influence driving in this way
____ e______________?
증거가 보여주고 있지만 [연관성을 (시끄럽고 빠른 음악과 난폭한 운전 사이의)] 어떻게 [음악의 능력이
(운전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설명될 수 있을까?

★
★

118

Too often in sports, individuals _____ g_______ unrealistically short time
horizons and can ____ f_______ before they have a chance to achieve
their targeted objective.
(스포츠에서는 너무 흔하게) 사람들이 받고는 [비현실적으로 짧은 시간 범위를] 해고될 수 있다. (기회를 얻기 전에
(자신이 겨냥한 목표를 달성할))

★
★

119

Restraint in speech _____ v_________ by these Asian students and their
families, but speaking in class ____ t_______ as intellectual engagement
and meaning-making in U.S. classrooms.
[말하기에 있어서 절제는] 가치 있게 여겨진 반면에 (이 아시아계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수업시간에
말을 하는 것은] 여겨진다. (지적인 참여와 의미형성으로 (미국의 교실에서))

★
★

120

Price may vary according to quantity purchased, time of purchase, and so forth,
but all consumers _____ g_______ the opportunity to pay the same price for
identical product combinations.
가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구입하는 양, 구입 시간 그리고 기타 등등에 따라서), [모든 소비자에게] 기회가 주
어진다. (같은 가격을 지불할 (같은 상품 조합에 대해서))

정답

115. are, sent 116. can be found 117. be explained 118. are given, be fired 119.
was valued, is taken 120. are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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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 + be p.p. + C

04강

REVIEW

(S가 C로 p.p.되다)

121 Government goods and services _____ not m_____ a______________ to
persons according to their willingness to pay and their use is not
rationed by prices.
[정부의 재화와 용역은] 이용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며 (그들에게) (기꺼이 그 값을 내는 사람들의 의사에 따라) [그것들의 이용은]
배분되지 않는다. (가격에 의해)

★
☆

122

Volcanic activity caused the island refuge to sink completely beneath the
waves, and surviving individuals _______ f_________ ____ f_____ shelter
elsewhere.
[화산 활동은] 했고 [그 섬의 피난처가] [(바다 속에) 완전히 가라앉게] [살아남은 개체들은] 하는 수 없이 [다른 곳
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했다.]

★
☆

123

The recent addition of Eastern European countries to the European Union
(EU) ____ e____________ ____ a_______________ this trend of returning to
longer work hours.
[최근에 추가됨으로써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 연합(EU)에)] 예상된다. [이런 경향은 가속될 것으로 (더 오랜
근무 시간으로 복귀하는)]

★
★

124

People _____ a_______ ____ s_______________ the subjective state of mind
of well-being according to the qualitative or numerical scale proposed in
the survey question.
사람들이 요구받는다. [자기 보고하도록 [안녕에 대한 주관적인 심리 상태를]] (질적인 척도 또는 수치상의 척도에 따라
(설문 조사 질문에서 제시되는))

★
★

125

The working poor and homeless _____ c_______________ ____ ____ a
population at higher risk for food-borne illnesses caused by the use of
outdated or contaminated food.
[빈곤 노동자와 노숙인은] 여겨진다. [(더 큰 위험에 처하는) 사람들로 (식품 매개 질병에 대해) (기한이 지났거나 오염된
음식의 사용으로 초래되는)]

★
★
☆

126

This dramatic increase in the number of men diagnosed with the cancer ____ not
b___________ ____ r______________ a ‘real’ increase in the cancer’s incidence and
____ instead b___________ ____ r__________ earlier diagnosis.
[이 놀라운 증가는] ((암을 진단받은) 남성의 수) 여겨지지 않고 [‘실제’ 증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암의 발병
률의)] 대신에 여겨진다. [더 이른 진단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답

2

121. are, made available 122. were forced to find 123. is expected to accelerate
124. are asked to self-report 125. are considered to be 126. is, believed to
represent, is instead believed to ref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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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In fact, she _____ _________ _______ in the hospital and criticizes my
father for being weak and going to the hospital frequently.
(사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아버지를 비난한다. (허약하고 병원에 자주 가는 것에
대해)

★
☆

128

The availability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nd services _____ _______
c_______________ a fundamental precondition for tourism.
[이용 가능성이 (교통 기반 시설과 서비스의)] 간주되어 왔다. [(관광 산업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
★

129

Since the introduction of automotive crash-testing, the number of people
killed and injured by motor vehicles _____ d______________ in many countries.
(자동차 충돌 시험이 도입된 이후로), [사람들의 수가 (차량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감소해왔다. (많은
나라에서)

★
★

130

Such repeated head trauma over many years, probably more common in
big-wave riders, may lead to a slowing of brain function and _____
_______ c_________ shaken surfer syndrome.
[이런 반복적인 머리 외상은 (여러 해 동안의)] (아마도 큰 파도를 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흔할 터인데) 이
어질 수도 있으며 (뇌 기능의 저하로) 불려 왔다. [흔들린 서퍼 증후군이라고]

★
★

131

Nuclear weapons _______ t_________ war between superpowers into a mad
act of collective suicide, and therefore forced the most powerful nations
on earth to find alternative and peaceful ways to resolve conflicts.
[핵무기는] 바꾸었으며 [초강대국 사이의 전쟁을] (집단적 자살이라는 미친 행동으로) 따라서 ~ 수밖에 없도록
했다.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국가들이] [대안과 평화적인 수단을 찾을 (갈등을 해결할)]

★
★
☆

132

Hunters of elk in Colorado _______ _______ a____________ by official policy
of sustaining larger numbers of these game animals through feeding or the
elimination of competitors to human hunters such as wolves.
[콜로라도의 엘크를 사냥하는 자들은] 지원받아 왔다. (공식적인 정책에 의해) ([이런 사냥감 동물의 더 많은 숫자
를] 유지하는) (먹이 공급을 통해서나 경쟁 상대 제거를 통해서 (인간 사냥꾼에 대한) (늑대와 같은))

정답

127. has never been 128. has been considered 129. has decreased 130. has been
called 131. have turned 132. have been assi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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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had + p.p. (been p.p.)
(S가 (이전에) V했었다/V되었다)

133 All six were allowed into the enclosure after the leader _____ _______
s_______ food and the group headed straight for the food.
[여섯 마리를 모두] 허용되었다. (울타리로 둘러싸인 구역으로 들어가게) (리더에게 먹이를 보여 준 후에) 그러자 그
집단은 직행했다. (먹이로)

★
☆

134

Many other musicians played his compositions, so they _____ _______
j_________ as creative by other musicians in the culture.
[다른 많은 음악가들이] [그의 작품을] 연주했고, 그래서 그것(그의 작품)은 여겨졌다. (창의적이라고) (그 문화
의 다른 음악가들에 의해)

★
☆

135

He _____ _______ i___________ by one company to spend a month there
and _____ _______ a____________ an office and a research assistant.
그는 초청을 받았고 (한 회사에 의해) [한 달간 그곳에서 지내도록] 배정받았다. [사무실과 연구 보조원을]

★
★

136

The measurement of time was probably the most important of all, but in
Galileo’s time, scientists _____ not yet i____________ a dependable timepiece.
[시간 측정이] [모든 것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했겠지만] (Galileo가 살던 시대에는) 과학자들이 그때까지
발명하지는 못했었다. [믿을 만한 시계를]

★
★

137

The administration of the college was disappointed with her decision
to change her major because she _____ h_____ so much promise as a
writer.
[대학 행정처는] 실망했는데 ((전공을 바꾸려는) 그녀의 결정에), 왜냐하면 그녀는 [너무나 많은 장래성을] 지녔기
때문이었다. (작가로서)

★
★
☆

138

The 1850 death of President Zachary Taylor is often attributed to a glass of milk
drunk after a Fourth of July celebration, after he _____ d______________ the
cornerstone of the Washington Monument.
[대통령 Zachary Taylor의 1850년의 사망은] 흔히 여겨진다. (한 잔의 우유 탓으로 (그가 독립 기념일 행사
하나를 마친 후에 마셨던)), (즉 그가 봉헌한 뒤에 [워싱턴 기념비의 주춧돌을])

정답

133. had been shown 134. had been judged 135. had been invited, had been
assigned 136. had, invented 137. had held 138. had ded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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