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공식 기출구문-

해석공식

063
★
★

377

10강

REVIEW

인칭대명사 (그가/그녀가/그것이/그것들이 …)

The mentally ill are faced with a unique set of challenges, and _________
i______________

will

not

be

adequately

represented

if

_______

cannot

v_____.
[정신 질환자들은] 직면해 있는데 (고유의 어려움에) [그들의 이익은] 적절히 대변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투표를 할 수 없다면)
★
★

378

Evaluation of performances such as diving, gymnastics, and figure skating is
more subjective ─ although elaborate scoring rules help m_____ ____
_______ o______________.
[동작에 대한 평가는] (다이빙, 체조, 피겨스케이팅과 같은) 더 주관적이다. ([정교한 점수 규정이]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평가를 더 객관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

★
★
☆

379

The engineers worked hard to devise an X-ray machine with high-resolution
monitors manned by two people to watch all the soapboxes that passed
through the assembly line ____ m_____ s_____ _______ _______ not empty.
기술자들은 공들여 (엑스레이 (투시용) 기계를 만들어냈다. (고해상도 모니터를 갖춘)) (두 명의 사람이 담당하는) ((라인
을 통과하는) 모든 비누 상자들을 감시하는) ([그것들이 비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
★
☆

380

Research has revealed that dolphins can remember at least eight different
signature-whistles and playback experiments s__________ _______ _______
can use _______ to reliably discriminate between individuals.
연구에서 보여주었고 [돌고래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최소한) 여덟 개의 다른 서명 휘파람을]] [재생하는 실험에서는]
시사한다. [돌고래들이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개체들 사이의 차이를 확실히 구별하는 데)]

★
★
☆

381

Behavioral economists - the economists who actually study what people do
as opposed to the kind who simply assume the human mind works like a
calculator - have shown again and again that people reject unfair offers
even if ____ c_______ _______ m_______ to do so.
[행동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자들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실제로 연구하는) (부류와는 달리 (단순히 가정하는
[인간의 정신이 계산기처럼 작동한다고]))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사람들이 [불공정한 제안을] 거부한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인해) 돈을 잃더라도)

★
★
★

382

Any such system is inevitably plagued by free riders (those who take the
benefits of cooperating, but fail to pay all the costs) and mechanisms are
needed ____ _______ _______ u_______ control, in order to avoid the
delicate balance of relationships in cooperative social systems from being
destroyed. ✓plague 고통을 주다, 괴롭히다
[그와 같은 어떤 체제도] 불가피하게 고통을 당하게 되므로 (무임 승객에 의해) (즉, 사람들 ([협력하는 것에서 생
기는 이득은] 챙기면서도 [그에 대한 모든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 장치가 필요하다. (무임 승객들을 통제 하에
두는) (피하기 위해서 [(협력적인 사회 체제 안에 있는) 관계의 미묘한 균형이] (파괴되는 것을))

정답

377. their interests, they, vote 378. make it more objective 379. to make sure they
were 380. suggest that they, them 381. it costs them money 382. to keep them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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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REVIEW

재귀대명사 (~보다 더/덜 …한, 가장 …한)

064
★
★

10강

Aging is a result of the gradual failure of the body’s cells and organs ____
r__________ and r_________ t_______________.
노화는 결과이다. (점차적으로 실패한) (체내의 세포와 기관들이) (스스로를 교체하고 회복시키는데)

★
★

384

Sadly, human beings are in fact the only species _______ will deliberately
d___________ t________________ ____ s_______ without legitimate gain.
(안타깝게도) [인간은] (사실) [유일한 종]이다. (의도적으로 잠을 자제하는 (합당한 이익 없이))

★
★

385

Individual members of a society have internalized values _______ h_____
_______ c___________ to the requirements of societal institutions.
[한 사회의 개인 구성원은] [내면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돕는 자신이 [사회적 관습의 요건에 순응하도록])

★
★
☆

386

Children at play often take on other roles, pretending to be Principal
Walsh

or

Josh’s

mom,

happily

f__________

_________________

____

i__________ how someone else thinks and feels.
[놀고 있는 아이들은] 흔히 다른 역할을 맡아서 (Walsh 교장 선생님이나 Josh 엄마인 척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든다. 스스로 [다른 누군가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상상하게])
★
★
☆

387

When musicians record, their invisibility to listeners removes an important
channel of communication, for p______________ e_________ ________________
not only through the sound of their voices or instruments but with their
faces and bodies.
(음악가들이 녹음할 때) [청취자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제거하게 되는데 [중요한 의사소통 경로를]
(왜냐하면 연주가들이 자신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목소리나 악기의 소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얼굴과 몸을 통해서도))

★
★
☆

388

In competing with past composers for the attention of performers and
listeners

who

disregarded

the

classical

masterworks,

living

composers

sought ____ s_________ a p_______ _____ __________________ by offering
something new and distinctive while continuing the tradition.
(과거의 작곡가들과 경쟁하면서 (연주자와 청중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고전 음악의 걸작들을 무시했던)) [살아
있는 작곡가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뭔가 제공함으로써 (새롭고 독특한 것을) (전통을 이어
가면서))

정답

383. to replace and repair themselves 384. that, deprive themselves of sleep 385.
that help them conform 386. forcing themselves to imagine 387. performers express
themselves 388. to secure, place for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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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9

10강

REVIEW

지시대명사 (그것, 그것들, 사람들)

The phrase, ‘jack-of-all-trades’ refers to _________ _____ c_______ to be
proficient at countless tasks, but cannot perform a single one of them
well.
[‘jack-of-all-trades’라는 말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능숙하다고 주장하지만 (수많은 업무에) [그것들 중 한 가지도]
잘 수행하지 못하는)

★
★

390

The patients who could see trees from their hospital beds needed fewer
painkillers and had shorter hospital stays than _________ _____ l_________
_____ on brick walls.
환자들은 (나무를 바라볼 수 있는 (병원 침대에서)) 필요로 했으며 [더 적은 양의 진통제를] [입원 기간이] 더 짧았다.
((벽돌담을 바라보는) 환자보다)

★
★

391

Students told to sit up straight while filling out the rating form gave
themselves higher ratings than _________ i_______________ ____ h_____ poor
posture while doing the same thing.
학생들은 (바른 자세로 앉으라는 말을 들은 (평가양식을 작성하는 동안)) 자신들에 대해 [더 높은 평가를]
내렸다. (학생들보다 (좋지 않은 자세를 갖도록 지시받은) (같은 일을 하는 동안))

★
★
☆

392

Created centuries apart in completely different cultural, historical, and
religious environments, these monuments reflect the patrons’ views and
even conceal _________ ____ the a__________ who created them.
(수 세기의 시차를 두고 만들어진 (완전히 다른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종교적 환경에서)) [이 기념물들은] 반영하
고 [후원자의 견해를] 심지어 감추기도 한다. [(그것들을 만들어 낸) 예술가들의 견해를 가리고]

★
★
★

393

Making bigger motions in front of a large audience is so difficult for
people, especially business people whose general style is _______ ____
u______________________, that they should take an acting course before
they take a speech course.
[(많은 청중들 앞에서) 더 큰 동작을 취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에게는) (특히 사업가들에게는
(일반적인 스타일이 절제해서 표현하는 것인 )) 그들은 연기 수업을 받아야 한다. (연설 수업을 받기 전에)

★
★
☆

394

It is no coincidence that countries where sleep time has declined most
dramatically over the past century, such as the US, the UK, Japan, and
South

Korea,

and

several

in

Western

Europe,

are

also

_________

s______________ the g_____________ i_____________ in rates of physical
diseases and mental disorders.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국가들이 ([수면 시간이] 가장 급격하게 감소한 (지난 세기에 걸쳐) (미국, 영국, 일본,
한국, 그리고 몇몇 서유럽 국가들과 같은)) 또한 국가들이라는 것은 (가장 많은 증가를 겪고 있는 (신체 질환과
정신 질환 비율에서))]

정답

389. those who claim to be proficient 390. those who looked out 391. those
instructed to have 392. those of, artists 393. that of understatement 394. those
suffering the greatest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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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REVIEW

부정대명사

066
★
★

10강

Seasonal variation prevents __________ g_______ from excluding _____
_________, and there is a shifting balance between the competing species.
[계절적 변화가] 막아주며 어느 한 종이 (다른 종을 배제하는 것을) [이동성 균형이] 존재한다. (경쟁하는 두
종들 사이에는)

★
★

396

Revising

is

reseeing

the

essay,

looking

at

it

from

_________

p____________________, trying always to align your view with the _____
_______ will be held by your audience.
교정은 [그 글을 ‘다시 살피는 것’이며] ((다른 관점에서) 그 글을 보는 것이며) (항상 노력하는 것이다. (여러분
의 관점을 맞추어 조정하려고) ((독자가 취하게 될) 관점에))
★
★

397

_______ ____ the d____________ f_________ originated during the early
Cretaceous when the deep sea was warm, and the Mediterranean Sea,
which is warm down to a depth of over 5,000m, is populated by deep-sea
fishes. ✓ Cretaceous 백악기
[심해어류 중 많은 수는] (백악기 초기에 나타났고) (심해가 따뜻했던) 지중해에는] (따뜻한 (5,000미터가 넘는
깊이까지 내려가도)) 심해어류가 다수 서식한다.

★
★
☆

398

Reassured perhaps by the soothing idea that _____ can always go through
them later and delete the i_________ _____ does not l_____, invariably
most people have their computer copy automatically all images from their
camera.
((마음을 달래주는 생각으로) 아마도 안심하면서 (언제든지 그것들을 나중에 살펴보고 이미지는 삭제할 수
있다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변함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 있게 한다. 자신의 컴퓨터가 [자동으로
모든 이미지를 복사하도록 (카메라에서)]

★
★
☆

399

When a lecturer presents a succession of new concepts, students’ faces
begin to show signs of anguish and frustration; _______ w_______ furiously
in their notebooks, while o_________ g_____ ____ writing in complete
discouragement.
(강사가 [연속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할 때) [학생들의 얼굴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고통과 좌절의 표시가]
어떤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를 하고 (노트에) 한편 어떤 학생들은 필기를 포기한다. (완전히 낙담해서)

★
★
★

400

Where two populations of organisms use exactly the same resources, _____
would ____ e____________ to do so slightly more efficiently than _____
o_______ and therefore come to dominate in the long term.
([두 개의 유기체 개체군이] 사용하는 곳에서는 [정확히 동일한 자원을]) 한 개체군이 기대될 것이다. [(다른
개체군보다) (약간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서]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우세하게 될 것으로]

정답

395. either group, the other 396. other perspectives, one that 397. Many of,
deep-sea fishes 398. one, images one, like 399. some write, others give up 400.
one, be expected, the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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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1

S V it OC to-V/that절

10강

REVIEW

(S는 V하다 …가 OC하는 것을)

More information is exchanged via text than ever before, m_________ ____
e______________ i______________ _______ you can communicate effectively in
writing.
[많은 정보가] (문서를 통해) 교환되어 (예전에 비해) (대단히 중요해졌다. [(글쓰기를 통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
★

402 Oddly enough, while making zebras indistinguishable to other animals, zebra
stripes actually make ____ e_________ _____ z_________ ____ r______________
one another.
(정말 이상하게도) (얼룩말을 구별할 수 없게 하는 반면 (다른 동물들에게)) [얼룩말 줄무늬는] 실제로 더욱 쉽게
만들어 준다. (얼룩말들끼리는) [서로 인식하는 것을]

★
★

403 As a general rule, historians f_____ ____ d______________ ____ i__________
events in history and argue their impact upon society, when they are so
well woven into the continuous tapestry of life. ✓ tapestry 태피스트리 (여러 가지 색
실로 그림을 짜 넣은 직물)

(보통) 역사가들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인 사건들을 따로 떼어 내어] [사회에 미친 영향을 논의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아주 잘 짜여 들어가 있을 때 (삶의 연속적인 태피스트리에))
★
★

404 These countries had suffered from negative public and media image which
made ____ c_________________ _____ _______ ____ c__________ over tourists
with countries with strong and familiar brands.
[이러한 나라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대중과 미디어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어렵게 만드는 (그 나라들이) [관
광객을 놓고 경쟁하는 것을 (강력하고 친숙한 브랜드를 가진 나라들과)])

★
★
☆

405 Compared with paper, screens may drain more of our mental resources
while we are reading and make ____ a little h_________ ____ r____________
what we read when we are done.
(종이와 비교하여) 스크린은 소모하게 하며 [더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우리가 글을 읽는 동안) 좀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읽은 내용을]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읽기를 끝마쳤을 때)]

★
★
★

406 As with a crossword, the solutions to independent clues link together in a
consistent and supportive way to form a coherent unity, so that the more
clues we solve, the e_________ we f_____ ____ ____ f_____ in the missing
features.
(십자말을 가지고 하듯), [(독립된 단서들에 대한) 해법들이] 함께 연결된다. (일관성 있고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통일성 있는 전체를 형성하기 위해) 그러므로 (더 많은 단서를 해결할수록) 더 쉬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부족한 특성들을 채우는 것이]

정답

401. making it extremely important that 402. it easier for zebras to recognize 403.
find it difficult to isolate 404. it challenging for them to compete 405. it, harder to
remember 406. easier, find it to f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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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사와 생략

068
★
★

10강

407 Productivity improvements are as important to the economy ____ _______
_____ to the individual business that’s making them.
[생산성 향상은] (경제에도) 중요하다. ((개별 기업에) 중요한 만큼 (그것을 만들어 내는))

★
★

408 When you get a new job, it's tempting to hit the ground running, but I
encourage you to do e_______________ _____ _____ to take a vacation
between jobs.
(새 일을 얻으면) [바로 시작하고] 싶겠지만 되도록 나는 권한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고] (실직 상태일
때)

★
★

409 There are techniques for determining what harm may come from
using the petrochemical benzene to make a plastic bag and _______
_________ chlorine ____ _______ a paper bag.

✓petrochemical benzene 석유 벤

젠 ✓chlorine 염소

기술들이 있다. (알아내는 [어떤 해로움이 올 수 있는지 (석유 화학의 벤젠을 사용하는 것에서) (비닐봉지를 만
들기 위해) (염소를 사용하는 것에서) (종이 가방을 만들기 위해)])
★
★

410

A

football

game

is

comprised

of

exactly

sixty

minutes

of

play,

a

b_______________ _______ forty or forty-eight ____________, but baseball
has no set length of time within which the game must be completed.
미식축구 경기는 구성되고 (정확히 60분 경기로) 농구 경기는 (40분이나 48분으로 이루어지지만) 야구는 [정해
진 시간의 길이가] 없다. (경기가 끝나야 하는)
★
★
☆

411

His point is that we should devote as much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a domain ____ ____ ____ ____ the p_________ working within it, as only
this can properly explain how advances are made.
그의 요점은 ~ 것인데 [우리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그 분야의 발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어
떤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는 단지 이것만이 적절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보가 어떻게 만들
어지는지를])

★
★
★

412

Most have some idea that they should speak with more power on stage
_______ _______ ____ ____ a one‑to‑one b_______, but they do not realize
that their verbal eloquence must be matched with a nonverbal eloquence.
✓eloquence 웅변

대부분은 생각은 갖고 있지만 [말해야 한다는 (더 강력하게) (무대에서) (일대일로 말할 때 보다)] 깨닫지
못한다. [[언어적 유창함이] 어울려야 한다는 것은 (비언어적 유창함과)]

정답

407. as they are 408. everything you can 409. from using, to make 410. basketball
game, minutes 411. as we do to, people 412. than they do on,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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