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공식 기출구문-

해석공식

010
★
☆

059

동명사구(주어)

03강

REVIEW

(V-ing 하는 것은 V하다)

M_________ an effort to communicate in another person’s language
s_______ your respect for that person.
[노력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언어로 의사소통하려고)] 당신의 존중을 보여준다. (그 사람에 대한)

★
☆

060 Simply m_________ the patient to a bed near a window and d______________
the room at night can significantly improve mental state.
단지 [환자를 옮기고 (창가에 있는 침대로)] [방을 어둡게 하는 것만으로도 (밤에는)] [정신 상태를] 상당히
호전시킬 수 있다.

★
☆

061

E____________ students to some of this mathematical development h____ the
potential to make the subject fun and to humanize it for them.
[학생들에게 접하게 하는 것은 (이런 수학적 발전의 일부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 과목을 재미있게 만
들고) (그들을 위해 그것을 인간미 있게 만드는)

★
☆

062

F__________ a misplaced remote control, smartphone or even our car
keys ____ _____ o_____ an annoyance, but also a time consuming
endeavor.
[찾는 것은 [엉뚱한 곳에 둔 리모컨, 스마트폰, 심지어 자동차 열쇠를]] [성가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일이기도] 하다.

★
★

063

R__________ awareness of children from a very early age about the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SNS and the potential long-term impact
of a seemingly trivial act ____ c__________.
[아이들의 의식을 높이는 것이] (아주 어린 나이부터) (SNS의 특수한 특성과) (겉보기에는 사소한 행동의 잠재적인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필수적이다.

★
★

064 Verbally c____________________ with one another and w__________ out our
problems in an assertive manner is the part of our evolutional inheritance
passed down from our early human ancestors.
[서로 의사소통하고 (언어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극적인 방식으로)] 진화적 유전의 일부분이다. (우리의
초기 인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정답

059. Making, shows 060. moving, darkening 061. Exposing, has 062. Finding, is not
only 063. Raising, is crucial 064. communicating,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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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공식 기출구문-

해석공식

011
★
☆

065

to 부정사구 (주어)

03강

REVIEW

(to-V하는 것은 V하다)

____ is the job of the performer ____ b_______ life to the printed
symbols laid out by a composer.
[연주자의 일이다].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활자화된 상징기호들에) (작곡가에 의해 배치된)]

★
☆

066 ____ is difficult ____ p__________ readers this kind of detail and
insight in the limited space allowed by a textbook.
어렵다. [독자들에게 제공하기가 [이런 종류의 세부 사항과 통찰을] (한정된 공간에서는) (교과서에 허용된)]

★
☆

067

____ ____ without the constant availability of distraction ____ solitary
confinement, the most dreadful punishment.
[(지속적으로 기분 전환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독방 감금]이다. [즉 가장 무서운 형벌인]

★
☆

068 ____ is the partner’s responsibility ____ i______________ the nonverbal
message and make some adjustment in the plan.
[상대방의 책임]이다. [그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해석하고] [(계획에) 약간의 조정을 하는 것은]

★
★

069 ____ is important ____ a__________ and discuss problems together,
____ s____ up alternatives, and ____ g_____ reasons for the decisions
reached.
중요하다. [문제를 함께 분석하고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이유를 제시하는 일이 (내려진 결정에 대한)]

★
★

070 ____ is in the car owner’s interest ____ a_________ to a regularly
scheduled maintenance program for the car, since failure to do so
would cost no one else but the owner.
[차랑 소유주의 이익이] 될 것이다. [충실히 지키는 것이 (차량을 위해 정기적으로 예정된 유지 프로그램을)]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소유자만이]

정답

065. It, to bring 066. It, to provide 067. To be, is 068. It, to interpret 069. It,
to analyze, to set, to give 070. It, to adhere

2

EBSi 주혜연의 2020 수능개념

해석공식 기출구문-

해석공식

012
★
☆

071

동명사구 (목적어)

03강

REVIEW

(V-ing 하는 것을 V하다)

People have an enormous ability to lie to themselves and a_______
s_________ the truth.
사람들이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바라보는 것을] 회피하는)

★
☆

072

He k_____ r_________ his bike into the unfamiliar landscape holding
hidden, unknown dangers.
그는 계속 [자전거를 몰고] 갔다. ((낯선 풍경 속으로) 드러나지 않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
★

073

Some musicians steal other people’s work ____ c__________ popular
artists and p_______________ it in the market as their own work.
몇몇 음악가들은 [다른 사람의 작품을] 도용한다. ([인기 있는 예술가를] 복제하고 그것을 내놓음으로써
(시장에) (자신의 음악으로))

★
★

074 An introvert would e_______ r_______________ ____ their thoughts, and
thus would be less likely to suffer from boredom without outside
stimulation.
[내성적인 사람은] 즐겨 [자신의 생각을 성찰할] 것이고 이리하여 (지루함에) 시달릴 가능성이 훨씬
더 작을 것이다. (외부 자극이 없어도)

★
★

075

Further

methods

of

food

processing

in

the

twentieth

century

i____________ d_________________, f____________, and t____________ with
ultrahigh temperatures.
[추가 식품 가공법은 (20세기의)] 포함하였다. [건조·탈수, 냉동, 그리고 (초고온) 처리를]
★
★

076

In the early 1950s, Imo, a one-year-old female macaque somehow hit upon the
i_____ ____ w__________ her sweet potatoes in a stream before eating them.
✓macaque 짧은꼬리원숭이

(1950년대 초반에) [일년생 암컷 마카크 Imo는] 생각을 어떻게든 떠올려냈다. (자신의 고구마를 개울에다 씻
어야겠다는 (그것을 먹기 전에))
★
★

077

Managers and their organizations have to shift their philosophy _______
t____________ everyone alike ____ r__________________ differences and responding
to those differences.
[관리자들과 그들의 조직들은] [그들의 철학을] 바꿔야만 한다. (모든 이를 똑같이 대우하는 것으로부터) (차
이점을 인식하고 그들의 차이점에 반응하는 쪽으로)

정답

3

071. avoid seeing 072. kept riding 073. by copying, presenting 074. enjoy
reflecting on 075. involved dehydrating, freezing, treating 076. idea of washing
077. from teaching, to recognizing

EBSi 주혜연의 2020 수능개념

해석공식 기출구문-

해석공식

013
★
☆

078

to 부정사구 (목적어)

Through his one act he probably

03강

REVIEW

(to-V 하는 것을 V하다)

saved her financial life, yet he

r__________ ____ r__________ praise.
(그가 했던 그 행동으로) 그는 아마도 구해냈다고 할 수 있는데도 [그녀의 경제적 삶을] 그는 거부했다.
[찬사를 받기를]
★
☆

079

One officer a______________ ____ m_____ small talk with the clerk behind
the counter, but the clerk was short with his responses.
[경찰관 한 명이] 시도했지만 [한담을 나누려 (계산대 뒤에 있던 점원과)] 점원은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다.

★
☆

080 Environmentalists don’t w_____ ____ t_____ the benefits of having more
oil with the potential bad effects on the environment.
환경보호론자들은 원하지 않는다. [이익을 누리기를 (더 많은 석유를 보유하는 것에서 생기는)] ((환경에) 잠
재적인 악영향을 끼치면서)

★
☆

081

At nine years of age, she d__________ ____ t____ her hand at
operating her dad’s lawn mower and ended up breaking it into
pieces.
(9살 때) 그녀는 마음먹었고 [아빠의 잔디 깎는 기계를 작동해 보기로] 결국에 [그것을 산산조각 냈다].

★
★

082

Psychological and social diets provided by parents must all be healthy or
the children l_______ ____ r_________ the unhealthy patterns of their
parents.
[심리적ㆍ사회적 음식은] (부모가 제공해 주는) 모두 건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배우게
된다. [부모의 건강에 해로운 삶의 형태를 반복하는 것을]

★
★

083

Some poor families in rural Vietnam m__________ ____ r_______ healthy
children by adding shells from crabs and shrimp as well as sweet potato
leaves to their diet.
[빈곤한 몇몇 가정이 (베트남 시골 지역의)] [건강한 아이들을 길러] 냈다. (게와 새우의 껍질을 추가함으로써
(고구마 잎뿐만 아니라) (식단에))

정답

078. refused to receive 079. attempted to make 080. want to take 081. decided
to try 082. learn to repeat 083. managed to 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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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공식 기출구문-

해석공식

014
★
☆

084

주격보어의 확장

03강

REVIEW

(V-ing/to-V 하는

것이다)

Imitation seems to be a key to the transmission of valuable practices among
nonhumans.
모방은 핵심인 것 같다. (가치 있는 관습의 전달에 (인간이 아닌 것들 사이에서))

★
☆

085

The best protection against insect bites is to apply insect repellent to a
child’s skin and clothing. ✓insect repellent 곤충 퇴치제
[보호해주는 최선의 방법은 (곤충에 물리지 않도록)] [해충 퇴치제를 바르는 것이다. (아이의 피부와
옷에)]

★
☆

086

Giving direct, accurate, and factual answers may seem to solve the
probl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nswerer.
[직접적인,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보일 수도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대답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
☆

087

One of the important job for system administrators is finding and deleting
large and unneeded files from the operating system.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시스템 관리자에게 있어)] [찾아 삭제하는 것이다. [용량이 크고
불필요한 파일을] (컴퓨터 운영 체제에서)]

★
★

088

One way to cope with the inherent uncertainty about an innovation’s
consequences is to try out the new idea on a partial basis.
[한 가지 방법은 (고유하게 존재하는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혁신품의 결과에 관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해 보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
★
☆

089

The most direct way of undoing the damage caused by social exclusion is to bring
the shy, lonely, and alienated back into the embrace of society.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피해를 원상태로 돌려놓는) (사회적 배제에 의해 발생된)] [다시 데려오는 것
이다. [내성적이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회의 포용 속으로)]

★
★
☆

090

Using a pedagogy based on theories of intrinsic motivation appears to be a more
reasonable and effective approach to enhancing learning among culturally diverse
students. ✓pedagogy 교수법
[교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내적인 동기 부여 이론에 기초를 둔)] ~ 것 같다.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법인 (학습을 증진시키는데) (문화적으로 다양한 학생들 사이에서)]

정
답

084
085
086
087
088
089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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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공식 기출구문-

해석공식

to 부정사구 (목적격 보어)

015
★
☆

091

Alone

time

f_________

_____

____

t_____

03강

REVIEW

(S는 V하다 O가 to-V하도록)

a

break

from

everyday

responsibilities and the requirements of others.
[혼자만의 시간은] 여러분이 [잠시 휴식을 취하게 한다.] (일상적인 책임과 다른 사람들의 요구 사항으로부터)
★
★

092

We

a_______

happy

or

sad

participants

____

d______________

the

genuineness of emotional facial expressions displaying the six different
emotions.
우리는 요청했다. [행복한 또는 슬픈 판정자에게] [알아내라고 [감정적인 얼굴 표정의 진실성을] (여섯 개의
기본 감정을 보여 주는)]
★
★

093

The opportunity to sell native artworks to tourists or perform folk
dances for them may e______________ local artists ____ p____________
traditional art forms.
기회는 (고유의 미술품을 팔거나 (관광객들에게) 민속춤을 공연할 (그들을 위해)) [지역 예술가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다. [전통적인 예술 형태를 보존하도록]

★
★

094 All of these process questions r__________ the respondent ____ ____
beyond the simple recall of information and frequently there is no
correct answer to a process question.
[이런 과정 질문들은 모두] 요구하는데 응답자가 [정보를 단순히 상기해 내는 것을 넘어설 것을] [정답이 없는
경우가] 빈번하다. (과정 질문에는)

★
★

095

After the Rome’s conquests, the enormous wealth brought back to Italy
a__________ middle- and upper-class women ____ r____ things with more
independence and power.
(정복하고 나서), [엄청난 부가 (이탈리아로 들여 온)] ~하게 했다. [중상류층의 여성들이] [일을 처리하게 (더 많이
독립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
★
☆

096 It seems almost unrealistic ____ e_________ any target audience ____ v_______
a destination and "put aside" these long-lasting negative images and stereotypes,
just because of an advertising campaign or other promotional effort.
거의 비현실적인 것 같다. [기대하는 것은 [어떤 광고 대상자가] [여행지를 방문하고 이러한 오래 지속된 부
정적 이미지와 고정관념을 ‘무시할’ 것으로] (단지 광고 홍보 혹은 다른 홍보 노력 때문에)

정답

091. forces you to take 092. asked, to determine 093. encourage, to preserve
094. require, to go 095. allowed, to run 096. to expect, to visit

6

EBSi 주혜연의 2020 수능개념

해석공식 기출구문-

해석공식

016
★
☆

097

S+V+O+R

03강

REVIEW

(S가 V하다 O가 R하도록)

One of the simplest and most effective ways to build empathy in
children is to _____ _______ _______ more on their own.
[하나는 (가장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 중) (아이들의 공감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더 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스스로)]

★
☆

098 He has had first-hand experience w____________ his company i__________
its products by listening to customer complaints.
그는 [직접 경험을] 했다. (지켜보는 [자신의 회사가] [자사 제품을 향상시키는 것을] (고객의 불만을 들음으
로써))

★
★

099 Simply warning people about a danger will not _______ _______
c_________ their long-standing habits or avoid unhealthy exposures on
their own.
[단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만으로는 (위험에 대해)] 도움을 주지 못 할 것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오래된
습관을 바꾸거나] [건강에 좋지 못한 노출을 피하도록 하는데] (자력으로)

★
★

100

Some of the early personal accounts of anthropologists in the field
_______ f______________ s_______ exciting, adventuresome and sometimes
easy.
[몇몇은 (초기의 개인적인 기술들 중) (현장에서 작업하던 인류학자들의)] 만든다. 현지 조사가 [흥미진진하고,
모험적이며, 때로는 쉬운 것처럼 들리게]

★
★

101

Experienced trainers and educators have often _______ naturally talented
young a____________ _______ in their performances due to a lack of
mental abilities.
[경험이 많은 트레이너와 교사들은] 자주 보아 왔다. [천부적으로 타고난 재능을 지닌 젊은 운동선수들이]
[경기 수행에서 실패하는 것을 (정신 능력이 부족하여)]

★
★

102

Tory Higgins and his colleagues _____ university students r_____ a
personality description of someone and then s______________ it for
someone else.
[Tory Higgins와 그의 동료들은] 시켰다. [대학생들에게] [어떤 사람의 성격을 기술한 것은 읽고] [그다음 (다른 사람을
위해) 그것을 요약을 해보게]

정답

097. let them play 098. watching, improve 099. help them change 100. make
fieldwork sound 101. seen, athletes fail 102. had, read, summa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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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공식 기출구문-

해석공식

017
★

103

03강

REVIEW

S+V+O+V-ing (S는 V하다 O가 V-ing하는 것을)

I__________ a massive bodybuilder s____________ next to an extraordinarily skinny man.
상상해 보라. [우람한 보디빌더가] [(유별나게 비쩍 마른 남자 옆에) 서 있는 것을]

★
☆

104

The first message l_______ o_________ h_________ to respond to you
instead of the other way around.
[최초의 메시지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반응을 해야만 하게] 만든다. (반대로 하는 대신에)

★
☆

105

In professional sports these days, it is not unusual ____ _______ players
and coaches t__________ about process.
(프로 스포츠에서) (요즘에는) 특이한 일이 아니다. [듣는 것이 [선수와 코치가] [과정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
★

106

Our reputation for providing our customers with the best in diagnostic
technology k_______ _______ c_________ back to us year after year.
[우리의 명성이 (고객에게 (최고의 진단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계속해서 ~하도록 한다. 우리의 고객
들이 [매년 우리를 다시 찾도록]

★
★

107

You f_____ y____________ either t_________ on the assignment and doing
less than your best or a______________ the assignment but not following
through.
여러분은 알게 된다. 자신이 [[그 과제를 맡아서] [결코 최선을 다 하지 않거나]], [[그 과제를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다
끝내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
★

108

Jaki, a seven-year-old chimp living at the Arnhem Zoo, in the Netherlands,
o____________ an older caregiver named Krom t_________ unsuccessfully to
retrieve a tire filled with water.
[(네덜란드의 Arnhem 동물원에 사는) 일곱 살짜리 침팬지 Jaki는] 목격했다. [연상의 보호자 침팬지가
(Krom이라는 이름을 가진)] [헛되이 애쓰는 것을 타이어를 되찾아오려고 (물이 채워진)]

정답

103. Imagine, standing 104. leave others having 105. to hear, talking 106. keeps
them coming 107. find yourself, taking, accepting 108. observed, t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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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공식 기출구문-

해석공식

018
★
☆

03강

REVIEW

S + V + O + p.p. (S가 V하다 O가 p.p.되도록)

109 Examine your thoughts and you will f_____ _______ wholly o____________
with the past or the future.
[당신의 생각을] 점검해보면,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그것들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과거나
미래에)]

★
☆

110 The dogs find the insect nest with their sharp nose and people can
h_____ the insects and their nest r__________.
개가 [곤충의 서식처를] 찾아내면 (예민한 코로) 사람들은 [그 곤충과 곤충의 서식처를] 제거할 수 있다.

★
☆

111

Those local businesses help to k_____ p_________ in the community
e____________,

and,

in

turn,

they

spend

their

money

back

in

the

community.
[이러한 지역 업체는] 도와주고 [[지역 주민들이]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결국) 주민들은 다시 돈을 쓴다.
(지역 내에서)
★
★

112 Establishing a level of self-esteem allows you to make your own choices
as opposed to h_________ _______ _______ for you by others.
[일정 정도의 자존감을 확립하는 것이] ~ 해준다. [여러분이 직접 선택을 하게] (선택이 내려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 의해))

★
★

113 Please check the expiry date of your passport on receiving it for the
first time and remember to _____ your passport r__________ well in
advance of the expiry date.
[여권의 만료 일자를] 확인하시고 ((처음) 여권을 받자마자) 기억하십시오. [여권을 갱신하는 것을 (만료 일자
전에)]

★
★
☆

114 S_________ a slogan or catchphrase r____________ several times causes
the reader unconsciously to recite the words, either silently or aloud,
and this physical movement of the mouth materially assists in the
retention of the words in memory.
[기발한 문구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보는 것은] 만들며 [독자들이] [그 말을 무의식적으로 암송하게] (소리
를 내지 않든 큰소리로 하든) [이러한 입의 물리적 움직임은] 실질적으로 도와준다. (기억 속에 이러한 말을
보유하는 것을)

정답

109. find them, occupied 110. have, removed 111. keep people, employed 112.
having them made 113. get, renewed 114. Seeing, rep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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