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공식 기출구문-

해석공식

060
★
☆

360

09강

REVIEW

as 형용사/부사 as (… 만큼 ‘형용사’한/‘부사’하게)

To produce two pounds of meat requires about 5 to 10 times ____
_______ _________ ____ to produce two pounds of vegetables.
[2파운드의 고기를 생산하려면] 필요하다. [약 5배에서 10배의 물이] (2파운드의 채소를 생산하는 것보다)

★
★

361

One mistake technical professionals make when writing for non-technical
readers is assuming their readers are ____ k____________________ ____
they _____ about the subject.
[한 가지 실수는] (전문가가 저지르는 (비전문적인 독자를 위해 글을 쓸 때)) [추정하는 것이다. [자신의
독자들이 지식이 있다고] ((그 주제에 대해) 자신만큼이나)]

★
★

362

We

typically

associate

procrastination

with

laziness

or

avoidance

behavior, but it can just as easily spring up in people who are trying
earnestly and enthusiastically to get things done ____ q__________ ____
p____________. ✓procrastination 미루는 버릇
우리는 보통 관련짓지만 미루는 버릇을 (게으름이나 회피 행동과) 그것은 그만큼 쉽게 나타날 수 있다. (사람
들에게서도) (노력하는 (진지하게 그리고 열심히)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
★
☆

363

Today in a highly competitive sporting world where one mistake or one slow
reaction can ruin a sporting career, good v_________ is ____ i______________
to sporting performance ____ good physical conditioning and consistent mental
concentration.
오늘날 (매우 경쟁이 치열한 스포츠계에서) ([하나의 실수나 하나의 느린 반응이] 망쳐 버릴 수 있는 [한
종목의 경력을]) 좋은 시력은 중요하다. (운동 수행에) ([좋은 신체적 컨디션 유지와] [지속적인 정신
집중만큼이나])

★
★
☆

364

If the experimental results or observations are definitely opposed to the
hypothesis or if they necessitate overly complicated or improbable
subsidiary hypotheses to accommodate them, you have to discard the
idea with ____ f____ r__________ ____ possible.
(만약 [실험의 결과나 관찰들이] 확실하게 반대되거나 (가설에)) (그것들이 필요로 한다면 [지나치게 복잡하거
나 있을 법하지 않은 부차적인 가설들을] (그것들을 수용하기 위해)) 그 아이디어를 폐기해야 한다. (가능한
한 후회 없이)

정답

360. as much water as 361. as knowledgeable as, are 362. as quickly as possible
363. vision, as important, as 364. as few regrets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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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공식 기출구문-

해석공식

061
★
★

365

09강

REVIEW

more/less … than, most … (~보다 더/덜 …한, 가장 …한)

As powerful as facial expressions are in conveying danger, a person’s
uptight

posture

and

furtive

movements

make

us

_______

_______

u_____________________. ✓furtive 수상한
(강력하긴 하지만 [얼굴표정이] 위험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의 긴장한 자세와 수상한 움직임이]
우리를 만든다. [훨씬 더 불편하게]
★
★

366

Teddy bear manufacturers obviously noticed which bears were selling best
and so made _______ of these and _________ of the _______ p___________
models, to maximize their profits.
[봉제 장난감 곰 제조사들은] 분명히 알아챘으며 [어느 곰이 최고로 잘 팔리고 있는지를] 그래서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그리고 인기가 덜한 모델을 더 적게] (자기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
★
☆

367

The observation that old windows are often t__________ at the bottom
_______ ____ _____ _____ is often offered as supporting evidence for the
view that glass flows over a time scale of centuries.
관찰은 ([오래된 창은] 종종 더 두껍다는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제출된다. ((견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유리가 (여러 세기 동안에 걸쳐서) 흘러내린다는)

★
★
☆

368

If you applaud every time your child identifies a letter, she may become a
praise lover _____ eventually b__________ _______ i________________ in
learning the alphabet for its own sake than for hearing you applaud.
(만약 당신이 박수를 쳐 준다면 (자녀가 글자를 알아볼 때마다)) 자녀는 [칭찬 애호가가] 될 수도 있다. (결국
흥미를 덜 갖게 되는 (알파벳 그 자체를 배우는 것에) (당신이 칭찬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보다))

★
★
☆

369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ransportation was _____ ____ the
_______ i______________ factors in allowing modern tourism to develop on
a large scale and become a regular part of the lives of b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교통의 발전과 향상은]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있게 하는 데 [현대의 관광 산업이] [대규모로
발전해서] [삶의 일상적인 부분이 될 수 (전 세계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
★
☆

370

It’s important to concentrate your food intake during those times when
your body’s energy needs are greatest and not ____ c___________ _______
c____________ _______ your body needs to meet its immediate energy
needs at any time.
중요하다. [음식 섭취를 집중하는 것과 (그러한 시기에) ([여러분 신체의 에너지 요구가] 가장 큰)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신체가 요구하는 것보다)] (신체의 즉각적인 에너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언제라도))

정답

365. even more uncomfortable 366. more, fewer, less popular 367. thicker, than at
the top 368. who, becomes less interested 369. one of, most important factors 370.
to consume more calories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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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공식 기출구문-

해석공식

062
★
★

371

09강

REVIEW

the 비교급, the 비교급/비교급 and 비교급
(~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하다/점점 더 ~하게)

The _______ u______________ of success or easily sidetracked you are, the
_______ l_________ it is that you will do an assignment or chore later.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고, 쉽게 산만해질수록) 가능성이 높다. [당신은 할 [어떤 과업이나 자질구레한 일을]
나중에]

★
★

372

If you plan on participating in this knowledge economy, which g_______
_______ and _______ i______________ with each passing day, you will need
to learn how to write fairly well.
(만약에 당신이 참여할 계획이라면 (지식 경제 사회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하루하루 지남에 따라)) 배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적어도 그럭저럭 글을 잘 쓰는 법을]

★
★

373

The

_______

p___________________

you

take

into

account,

_______

b_________ you can understand something, whether it be yourself, a
relationship with another person, or a situation in the world.
[더 많은 관점을] 여러분이 감안할수록 (더 잘) 여러분은 뭔가를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건, (세상의) 상황이건 간에)
★
★
☆

374

He ignored the dust flying and stared without blinking while Dr. Davis
moved the blade up and down his arm, c__________ d_________ and
d_________ until the tension of the cast released.
그는 무시하고 [먼지가 날리는 것을] 쳐다보았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Davis 선생님이 톱날을 움직여 (그의 팔
위아래로)) (점점 더 깊이 자르는 동안) ([깁스의 압력이] 풀릴 때까지)

★
★
☆

375

Anyone who has tried to complete a jigsaw puzzle as the clock ticked on
toward a deadline knows that the more they struggle to find the missing
pieces, _____ h_________ ____ is ____ f_____ them.
[사람이면 누구나 (조각 그림 맞추기를 완성하려고 노력해 본) (시계가 계속 째깍거리며 (마감 시간을 향해 가는
동안))] 안다. [애쓰면 애쓸수록 (빠진 조각을 찾기 위해) 더 어렵다는 것을 [그 조각들을 찾는 것이]]

★
★
☆

376

Considering that crickets produce 50 percent less carbon dioxide than
cattle per unit of weight gain and convert feed into food t_______ ____
e__________________ ____ chickens, four times more efficiently than pigs,
and twelve times more efficiently than cattle, insects deserve to be more
popular on menus.
(고려해 보면 [귀뚜라미가 만들어 내고 [50퍼센트 더 적은 이산화탄소를] (소보다) (체중 증가량 1단위당) 먹이를
식량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닭보다 두 배) (돼지보다 네 배) (소보다 열두 배 더 효율적으로)]) 곤충은 더욱 인기
를 끌 만하다. (식단표에서)

정답

371. more uncertain, more likely 372. grows more, more important 373. more
perspectives, the better 374. cutting deeper, deeper 375. the harder it, to find 376.
twice as efficiently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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