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공식 기출구문-

해석공식

001
☆

001

01강

REVIEW

S + V (S는 V하다)

Much of learning o__________ through t________ and error.
[배움의 많은 부분이] 일어난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

002

The answer to the question l_____ in the difference b__________ temperature
and heat.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있다. (온도와 열의 차이에)

☆

003

Baseball games, like the traditional work day, e_________ when the sun
s_____. [야구 경기가] (전통적인 근무일처럼) 끝났다. (해가 질 때)

★

004

Common weaknesses in reasoning e________ a_________ people of all ages
and educational backgrounds.
[흔히 드러나는 (추론에 있어서의) 약점들은] 존재한다. (모든 연령대와 교육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

005

Centurie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the telescope and e____________
knowledge of the universe c______ before astronomers.
[여러 세기에 걸친 망원경의 기술적인 발전과 우주에 관한 진화하는 지식이] 생겼다. (천문학자들 이전에)

★

006

Most animals, i______________ our ancestors and modern-day capuchin
monkeys, l________ very close to the margin of survival.
✓capuchin monkey 흰목꼬리감기원숭이
[대부분의 동물들은] (우리의 조상과 현재의 꼬리감는원숭이를 포함하여) 살았다. (생존하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에서)

★
☆

007

Perceptions of forest use and the value of forests v________ considerably
________ indigenous peoples to national governments and Western scientists.
[인식은 (숲의 사용과 숲의 가치에 대한)] 상당히 다르다. (토착민에서 중앙정부와 서구의 과학자에
이르기까지)

정답

001. occurs, trial 002. lies, between 003. ended, set 004. exist, across 005. evolving,
came 006. including, lived 007. vary,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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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공식 기출구문-

해석공식

002
★

008

S + V + C

01강

REVIEW

(S는 C이다/S는 C하게 V하다)

Throughout each phase, the chain of evidence must r_________ i_________.
✓ intact 손대지 않은, 본래대로의

(각각의 단계 전체에 걸쳐) [일련의 증거는] 남아 있어야 한다.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

009

You might a_________ overly s______________ to the thoughts, feelings, and
needs of other people.
여러분은 [지나치게 예민하게] 보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 감정, 요구에)

★

010

As the males g_____ o_______, these brown lines disappear and the body
color b__________ l__________.
(수컷은 나이가 들면서) [이 갈색 선들이] 사라지고, [몸통 색깔은] 더 밝아진다.

★

011

Although rewards s_______ so p____________, they can often lead to negative
consequences.
(보상이 꽤 긍정적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그것은 종종 이어진다. (부정적인 결과로)

★

012

The distinctions between crime and heroism or between madness and wisdom,
b_________ purely s_______________ o_____ in a novel.
차이는 (범죄와 영웅적 행위, 혹은 광기와 지혜의)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이 된다. (소설에서는)

★
☆

013

The entire universe from the wing of a dragonfly to the birth of the earth
w____ the p_______________ of his curious intelligence.
[전 우주는] (잠자리 날개부터 지구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그의 호기심 많은 지성의) 놀이터]였다.

★
☆

014

Some materials may s_____ i______________ at the time but does not s_____
s____ in their study room on the night before an exam or essay due date.
[일부 자료는] 중요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공부방에서 보면) (시험이나 에
세이 마감 전날 밤에)

정답

008. remain intact 009. appear, sensitive 010. grow older, becomes lighter 011. sound
positive 012. become, subjective ones 013. was, playground 014. seem important, seem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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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공식 기출구문-

해석공식

003
★

015

01강

REVIEW

S + V + O (S가 O를 V하다)

The skin around her eyes f_________ small and thin l_________, and the lines
m_________ m_____.
[(그녀의 눈 주변의) 피부는] 만드는데 [작고 가는 선들을] [그 선들은] 내 것과 일치한다.

★

016

The hunters f____________ the mammoths and other large a__________
eastward from Asia across the Bering Sea. ✓the Bering Sea 베링 해 (북태평양의 일부)
그 사냥꾼들은 쫓아 이동했다. [매머드와 다른 큰 동물들을] (아시아에서부터 (베링해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

017

Chalk and blackboards first m_____ their m_____ in higher education at elite
military schools at the start of the 19th century.
[분필과 칠판은] 처음으로 그 이름을 알렸다. (고등 교육에서) (19세기 초에) (엘리트 군사 학교의)

★
☆

018

Productivity improvements generally r_______ the s____________ of living for
everyone and _____ a good i_______________ of a healthy economy.
[생산성 향상은] 일반적으로 올려 주고 [(모두를 위한) 생활 수준을] [건강한 경제의 좋은 지표가] 된다.

★
☆

019

The removal of the barriers between child information and adult information
p________ c____________ into the adult world too early.
[(아동용 정보와 성인용 정보 사이의 장벽을) 없앰으로써] 아동을 밀어 넣는다. (성인의 세계로) (너무 일찍)

★
☆

020

The rapid growth of baby-boomer retirees in the decade immediately
ahead

will

m_____

higher

s____________

l_________

and

larger

d____________ for both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빠른 증가는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의) (바로 이어질 향후 10년 동안) 의미할 것이다. [더 높은 지출 수준과
점점 더 커지는 적자를] (사회 보장 연금과 노인 의료 보험 제도의)

정답

015. forms, lines, match mine 016. followed, animals 017. made, mark 018. raise,
standard, are, indication 019. pushes, children 020. mean, spending levels, defic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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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공식 기출구문-

해석공식

004
★

021

S + V + IO + DO

01강

REVIEW

(S가 V하다 IO에게 DO를)

The guide s_______ h____ r_____ o__________ from Brazil and a meteorite in
a glass case.

✓meteorite 운석, 유성

가이드는 그에게 [(Brazil에서 온) 희귀한 물건과] [(유리 상자 속의) 운석도] 보여 주었다.
★

022

The navigation app on your smartphone is t__________ y____ the best
r_______ to the airport.
[내비게이션 앱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있는)]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다. [(공항으로 가는) 최적의 경로를]

★
☆

023

His uncle, a tall silent pilot, b___________ h_____ a red party b____________
from a charity stall, and tied it to the top button of Jake’s shirt.
[그의 삼촌은 [키 크고 과묵한 비행기 조종사로]] 그에게 [빨간 파티 풍선을] 사 주고 (자선 가판대에서) 그것을 묶었다.
(Jake의 셔츠 맨 위 단추에)

★
☆

024

Periodic disturbances such as severe storms or underwater landslides can
reduce

the

population

of

a

dominant

competitor

and

g_____

other

s__________ a c_________.
[주기적인 방해가 (심한 폭풍 혹은 수중 산사태와 같은)] 감소시켜 [지배적인 경쟁자의 개체수를] [다른
종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
★
☆

025

The sense of tone in another’s voice g_______ ____ an enormous amount of
i_________________ about that person, about her stance toward life, and
about her intentions.
[(다른 사람 음성의 어조를) 감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준다. [엄청난 양의 정보를] (그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해), (그 사람의 의향에 대해)

★
☆

026

Soon, our bosses and coworkers were s__________ ____ m____________ such
as, “I need the changes to these documents right away,” “Where is my
report?” and “You didn’t get back to my previous e-mail message.”
곧, [우리의 상관과 동료들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그 변경을 해야 해. (이 서류에) (당장)” “내
보고서는 어디 있어?” 그리고 “자네는 회답을 하지 않았군. (내가 전에 보낸 이메일 메시지에)”과 같은)

정답

021. shows him rare objects 022. telling you, route 023. bought him, balloon 024.
give, species, chance 025. gives us, information 026. sending us mess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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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공식 기출구문-

해석공식

005
★

027

01강

REVIEW

S + V + O + OC (S가 V하다 O를 OC하게)

Don’t l_______ k_____ a_______ in front of the TV set with a remote control
in their hands.
아이들을 홀로 남겨두지 마라. (텔레비전 앞에) (아이들 손에 리모컨을 주고)

★

028

Many composers f_____ the actual s_______ of the instrument itself
i___________________ to the composition process.
[많은 작곡가는] 여긴다. [악기 자체의 실제 소리가] [(작곡 과정에) 방해가 된다고]

★
☆

029

Many people in the nineteenth century c_______________ _______ _______ a
valid m___________ of intellectual merit.
[(19세기의) 많은 사람들은] 간주했다. [머리 크기를] [(지적 우수성의) 유효한 척도로]

★
☆

030

The Safety Board will m_____ c______________ _____ from talking handsfree
to texting i__________ in all states.
[안전위원회는] 만들 것이다. [휴대폰 사용을 (핸즈프리로 대화하는 것부터) (문자보내기에 이르기까지)]
불법으로 (모든 주에서)

★
☆

031

This process removes the important plant cover and m_______ s_____
d________________ to wind and water erosion.
[이러한 과정이] 제거하게 되어 [중요한 땅 표면의 식물들을] 만든다. 토양을 무방비 상태로 (바람이나 물에
의한 침식에 대해)

★
☆

032

This strategy increases profits to producers and k_______ their f_________
c______________________ with the traditional retail chain stores.
[이 전략은] 수익을 증가시키고 (생산자의) [이들의 농장이] 경쟁력을 유지하게 한다. (전통적인 소매 체인점
에 견줄 만한)

★
☆

033

Direct

involvement

of

citizens

m_____

the

American

R_______________

p____________ and gave the new republic vitality and hope for the future.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는] [미국 혁명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공화국에] [활력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부여했다.

정답

027. leave kids alone 028. find, actual, interruptive 029. considered head size, measure
030. make cellphone use, illegal 031. makes soil defenseless 032. keeps, farms
competitive 033. made, Revolution,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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