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공식

도치

075
★
★

449 Only in the last few decades, in the primarily industrially developed
economies, _____ f_____ b_________ so p______________ and easy to obtain
as to cause fat-related health problems.
(겨우 지난 몇 십 년 동안에서야 비로소), (주요 산업 선진 경제국에서) 식량이 [매우 풍부해지고 구하기
쉬워져서] (지방 관련 건강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
★
☆

450 Nor _____ s_________, and other fish that migrated from sea to rivers to
spawn, b__________ from the construction of thousands of dams across
Europe’s rivers to supply power for corn mills and other industries. ✓spawn
알을 낳다

연어 및 다른 물고기 또한 ((바다에서 강으로) 이동하는 (알을 낳기 위해)) 혜택을 보지 못했다. (수천 개의 댐
건설로부터 (유럽의 강 전역에 걸친))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분기와 다른 산업에))
★
★
☆

451

One company developed what it called a ‘technology shelf,’ created by a
small

group

of

engineers,

____

w_______

_______

p_________

possible

technical solutions that other teams might use in the future.
[한 회사는] 개발했는데 [“기술 선반”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것은 소집단의 기술자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
위에는) 올려져 있었다. [가능한 기술적인 해결책들이] (장차 다른 팀이 사용할 수도 있는))
★
★
☆

452

____ the _______ of the ‘social brain hypothesis’ l____ the c____________ of
trust and obligation, which enable individuals to cooperate in groups to
solve

the

problems

of

survival

and

successful

reproduction

in

more

efficient ways.
(‘사회적 뇌 가설의 핵심’에는) 있는데 [신뢰와 의무의 개념이] (그 덕분에 개인들은 협동하면서 무리를 지어 (해
결할 수 있다. [생존과 성공적인 번식의 문제를]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
★
☆

453

_____ _______ c_______ a___________ who wanted to learn anything t____
to learn it whenever he wanted, he could redo lessons as many times as
necessary, without failing any tests or being subject to ridicule from
teachers or other students.
[사람이면 누구든 (어떤 것이든 배우고 싶어 하는)] 그것을 배우고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때
언제든지) 학습을 반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만큼 여러 번) (어떤 시험에서도 떨어지거나 조롱당하지 않고
(교사나 다른 학생들로부터))

★
★
★

454 ____ g_______ ____ this j____ _______ comes from seeing a newly-made
boomerang work perfectly, that one is always tempted to put the stick
away after throwing it enough to test it thoroughly, and then to make
another designed to act in a different way.
이 기쁨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보는 데서 오는 [새로이 만들어진 부메랑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사람들
은 항상 ~ 싶어지게 된다. [그 막대를 치우고] (충분하게 던져 보고 나면 (그것을 철저하게 검사할 만큼)) 그런
다음 [다른 부메랑을 만들고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고안된)]

정답

449. has food become, plentiful 450. did salmon, benefit 451. on which were placed
452. At, core, lie, concepts 453. Not only could anybody, try 454. So great is, joy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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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강

REVIEW

It is ~ that / do + R (… 것은 바로 ~이다 / 정말로 ~하다)

455 ____________ such hard-hitting campaigns ____ s__________ in shocking
people to change their behavior ____ the subject of ongoing debate.
[[그러한 강력한 캠페인이] 정말로 성공하는지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어 (자신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데))]
주제이다. (여전히 진행 중인 논쟁의)

★
★

456 _______ _____ _________ we are being massaged by warm water, unable to
check our e-mail, _______ we are finally able to hear the quiet voices in
the backs of our heads telling us about the insight.
(우리가 (따뜻한 물로) 마사지를 받고 있느라) (이메일을 확인할 수 없는 때가 되어서야) (마침내 들을 수 있게
된다. [(우리의 머리 뒤편의) 조용한 목소리를] (통찰에 대해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
★
☆

457 These reconstructed memories can become very powerful, to a point
_________ each partner may become confused even about the simple factual
details of _______ actually _____ h_________ in their past.
[이러한 재구성된 기억들은] 매우 강력할 수 있어서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 (각 파트너가 혼란스러워하는
(간단한 사실적 세부사항에 대해서조차) (그들의 과거에 실제 정말로 일어났던 일의))

★
★
☆

458 ____ _____ only _______ people began to write, and even more so when
printing was invented, _______ ideas no longer needed to be stored in
brains, but could instead be recorded elsewhere relatively faithfully.
(단지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였고) 더욱더 그러했다. (인쇄술이 발명되었을 때는) (아이디어들이 더는
저장될 필요가 없고 (두뇌에) 대신에 다른 곳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비교적 충실하게))

★
★
☆

459 Students probably _____ i_________________ some bits and pieces of the
material, but the illusion of knowledge led them ____ c__________ the
familiarity they had gained from repeated exposure to the concepts in the
course with an actual understanding of them.
학생들은 아마도 정말로 내면화했겠지만 [그 자료의 몇몇 이런저런 것들을] [안다는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낯익음과 혼동하게 만들었다. (반복적으로 접하는 것으로부터 얻은 (그 해당 과정의 개념들을)) (그
개념들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
★
★

460 Psychological studies indicate that ____ ____ k______________ possessed by
the individual _______ determines which stimuli become the focus of that
individual’s attention, what significance he or she assigns to these stimuli,
and how they are combined into a large whole.
[심리학 연구는] 보여준다. [지식이라는 점을 (바로 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결정하는 것은 [어떤 자극이 [그
개인의 주의에 초점이] 되는지] [어떤 의미를 그 사람이 부여하는지 (이 자극에)] 그리고 [어떻게 그 자극들이 결
합되어 더 커다란 전체를 이루는지를])]

정답

277. Whether, do succeed, is 278. It’s not until, that 279. where, what, did happen
280. It was, when, that 281. did internalize, to confuse 282. it is knowledg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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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구/절

077
★
★

12강

461 They discovered that people who were given popularity rankings were
more likely to select _______ the w___________ c___________ were favorite
choices.
그들은 알아냈다. [[(인기 순위를 제공받은) 사람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 사이트가 주장하는)
인기도 높은 음악을]]

★
★

462 Mindless self-justification, or justifying things _______ ____ k______ _______
mistakes for the sake of sticking to our story, can draw us deeper into
disaster.
[분별없는 자기 정당화,] (즉, ~것들을 정당화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였다고 (우리의 이야기를 고수하
기 위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다. (재앙 속으로 더 깊이)

★
★

463 Keeping his promises was important to this student, and he developed a
personal project to always keep his promises and to avoid making a
promise ____ t__________ ____ might not be able to k_____.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으며 (이 학생에게는) 그는 [개인적 과업을] 개발했다. (항상 약속을 지키고) ([약속
을 하는 것을] 피하겠다는) ((생각하는) 자신이 지킬 수 없을 것 같다고)

★
★

464 Both the film and the novel describe a physical journey, r_______________
the central character’s mental and spiritual journey, down a river ____
c____________ the deranged Kurtz character, who represents the worst
aspects of civilisation. ✓deranged 제정신이 아닌
[영화와 소설 둘 다] [물리적 여정을] 묘사하는데 (나타낸다. [주인공의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여정을]) (강을 따
라 내려가는) (제정신이 아닌 Kurtz라는 인물과 대면하기 위해) ([문명의 최악의 측면을] 나타내는)

★
★
☆

465 Folding a sheet of paper twice to make four quarters, these doctors and
therapists have the patients use colored pencils to draw and color in their
face,

body,

family,

and

anything

else

_______

_______

f_____

____

r____________ on different parts of the page.
(종이 한 장을 두 번 접어 (네 등분으로 만들어서)) [이 의사들과 치료사들은] ~한다. 환자들이 [색연필을
사용하여] (그려서 색을 칠해 넣게 [자신들의 얼굴, 몸, 가족, 그리고 그밖에 무엇이든지]) ((그들이 느끼는) 관련
있다고) (그 종이의 서로 다른 부분에)
★
★
★

466

A key memory system in the brain is specifically structured ____ e___________ from
experience unconscious r_______ and a___________________ that allow organisms to
deal with the ever-changing world that surrounds them in an expedient manner.
[(뇌 속의) 주요한 기억 체계는] 특별히 만들어져 있다. ((경험에서) 끌어내도록 [무의식적 규칙과 관념을]) (생물
이 계속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하도록 해주는 (자신을 둘러싼) (편의주의적인 방식으로))

정답

461. what, website claimed 462. that we know were 463. he thought he, keep 464.
reflecting, to confront 465. that they feel is relevant 466. to extract, rules,
abst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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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구조

078
★
★

12강

taking

is

dependent

on

one's

ability

____

m____________

attention,

u_______________ what is being said, and h_____ it in working memory long
enough to write it down. ✓working memory 작업 기억 (정보를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단기 기억)
필기는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강의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작동 기억
속에) 지니고 있는 (필기할 때까지) (충분히 오래))
★
★

468

They tend to consider their own language as less useful and to neglect it,
u_______ the other language with increasing frequency and e__________________
their own children ____ l_______ it.
그들은 여기고 [자신의 언어를] (덜 유용하다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점점 더 높은
빈도로)) (권장한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 언어를 배우도록])

★
★
☆

469

When countries provide affordable high-quality care to all children, they help to
equalize the chances that all children will ____ c_______ for well, t_________ and
read to, and g_______ a start that sets them up to flourish emotionally and
intellectually.
(국가가 제공할 때 [저렴한 양질의 돌봄을] (모든 아이들에게)) 국가는 도움을 주는 것이다. [가능성을 균등하
게 하는 데] (모든 아이들이 보살핌을 잘 받고, 그들에게 말이 건네지고 책이 읽혀지며, 출발의 기회가 주어
질) (그들이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
★
☆

470

Animals who have been raised in extreme social isolation are poor at reading
emotional cues in those around them _____ ____________ they l_____ the basic
circuitry for empathy _____ ____________, lacking emotional tutors, they have
never l__________ to pay attention to these messages. ✓circuitry 전기 회로망
[동물은 ((극단적인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자란)] 서투른데 (감정의 신호를 읽는 데 (그들 주변의
존재에게서)) 그것은 ([공감의 기본적인 회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정을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존재가
없어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
★
☆

471

Communicating the vision to organization members nearly always means putting
“where we are going and why” in w___________, d____________________ the
statement organizationwide, and h_________ executives personally explain the
vision and its justification to as many people as possible.
[비전을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거의 항상 의미한다. [‘우리가 가는 곳과 이유’를 적어 두고]
[그 진술을 조직 전체에 퍼뜨리고] [임원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설명하게 하는 것을 [비전과 그것의 정당성
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
★
★

472

It’s not surprising that the demands you make on your body when you ask it to
sustain an aerobic activity train your l_______ ____ deliver oxygen and your
h_______ ____ p_____ out greater amounts of blood to carry that oxygen to your
working muscles.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당신이 몸에 하는) 요구는 (당신이 당신의 몸에게 요청할 때 [유산소 활동을
지속하라고]) 훈련시킨다. 당신의 폐로 하여금 [산소를 나르도록] 당신의 심장으로 하여금 [더 많은 양의
혈액을 퍼내도록] ((활동 중인 근육으로) 그 산소를 나르기 위해서)]

정답

467. to maintain, understand, hold 468. using, encouraging, to learn 469. be
cared, talked, given 470. not because, lack, but because, learned 471. writing,
distributing, having 472. lungs to deliver, heart to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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