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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1

It is not always easy to eat well when you have a 

newborn baby. It can seem like you do not have time 

to prepare tasty nutritious meals or even to eat 

them.
m e a l s

• 부분부정 : not + 전체( all,both, every, always, 

completely, absolutely, necessarily): 주제문

You will need to learn the following trick. Try not to 

wait until _______________. When you have a 
구체적인 예

newborn baby, preparing food will probably take 

longer than usual. 

If you start when you are already hungry, you will be 

absolutely starving before the food is ready. When 

you are starving and tired, eating healthy is difficult. 

You may want to eat fatty fast food, chocolates, 

cookies or chips. This type of food is okay 

sometimes, but not every day. [3점]

정말 배고파질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지 마라. 

신생아가 생기면 잘 먹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

다 맛있고 영양가 많은 식사를 준비할 시간, 혹은 

심지어 그것을 먹을 시간조차 없는 것처럼 보일 수

도 있다. 

다음 요령을 배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먹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배고파질 때까지 기다리려

고 하지 마라. 신생아가 있으면,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평상시보다 아마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다. 

이미 배고픔을 느낄 때 (음식 준비를) 시작하게 되

면, 음식이 준비되기 전에 대단히 배가 고플 것이

다. 배가 몹시 고프고 피곤하면, 건강에 이롭게 먹

는 것이 어렵다. 

기름진 패스트푸드, 초콜릿, 쿠키 혹은 감자 칩을 

먹고 싶어질 수도 있다. 이런 종류의 음식은 가끔은 

괜찮겠지만, 매일 그렇지는 않다.

 ③ you are really hungry to think about eati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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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Many people believe that their intellectual ability is 

hardwired from birth, and that failure to meet a 
정 해 졌 다

learning challenge shows how bad their native ability 

is. But every time you learn something new, you 

change the brain—the residue of your experiences 
잔 여 물

is stored. 

It’s true that we start life with the gift of our genes, 

but it’s also true that we become capable through 

the learning and development of mental models that 

enable us to reason, solve, and create. In other 

words, the elements that shape your intellectual 

abilities lie to a surprising extent 

___________________. 

Understanding that this is so enables you to see 

failure as a badge of effort and a source of useful 
상 징

information — the need to dig deeper or to try a 

different strategy. 

지적 능력의 변화 가능성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적 능력이 태어날 때부

터 정해져 있고, 학업의 어려움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의 타고난 능력이 얼마나 좋지 않은가

를 보여 준다고 믿는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여러분은 ‘뇌를 변화시킨다’. 즉 여러분이 

겪는 경험의 잔여물이 저장되는 것이다. 

우리가 유전자라는 선물을 가지고 삶을 시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추론하고, 해결하

고, 창조할 수 있게 하는 정신적 모델의 학습과 개

발을 통해 우리가 유능해진다는 것도 역시 사실이

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형성하

는 요소는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 자신의 통제 안에 

있다. 

이것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면, 실패를 노력의 상

징과 유용한 정보의 원천으로, 즉 더 깊이 탐구하거

나 다른 전략을 시도해 볼 필요성으로 간주할 수 있

게 된다. 

 ② within your own contro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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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If we are what we eat, what is your teenage child? A 

bag of chicken and chips? A kebab? Litres of fizzy  
탄산을 녹인

drink? The benefits of healthy eating and exercise 

are well documented and it is silly of us, as parents, 
문 서 로 증 명 되 다 어리석은

to think we can feed our teens mostly junk food then 

expect them to perform at their  best. 
최상의 상태로

In this age of pesticides, hormone treatment 
살 충 제 치 료

additives (hence the well-built structure of today’s 
첨 가 제

pre-teens), etc. that are in foods, both parents and 

teens need to understand that mental and physical 

well-being are aligned with what we eat. 
맞 춰 진 다

Depression, aggression, lack of focus, headaches 
우 울 증 공 격 성 집 중 력

and so much more can be                               

____________________. Be open to this, for 

yourself and your young person.

건강한 식품 섭취를 통한 정신적 웰빙 향상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의 존재라면, 여러분의 십 

대 자녀는 어떤 존재일까? 치킨과 감자 칩 한 봉

지? 케밥? 탄산수 몇 리터? 건강한 식사와 운동의 

이점은 문서로 잘 증명되어 있으니, 부모로서 우리

가 십대 자녀에게 대부분 정크 푸드를 먹인 다음에 

그들이 최상의 상태로 활동하기를 기대할 수 있다

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식품 속에 살충제, 호르몬 치료 첨가제(그 결과 오

늘날 십 대 미만 아동의 튼튼한 체격이 만들어졌

다), 기타 등등이 만연한 요즘 시대에, 부모와 십대

들 모두 정신적 및 신체적 웰빙은 우리가 먹는 것에 

맞추어 조정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울증, 공격성, 집중력 부족, 두통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올바른 음식으로 좋아질 수 있다. 여러

분 자신과 어린 자녀를 위해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

이라. 

 ② improved with the right foods 1

�3



리카수니 영어블로그
부교재 분석자료

Update 2017. 12. 4.

리딩파워 유형편 기본 10강          http://likasuni.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What was a core competence in one decade may                    

_________________. For example, in the 1970s 

and 1980s quality, as measured by defects per 
측 정 되 는

vehicle, was undoubtedly a core competence for 
핵 심 역 량

Japanese car companies. Superior reliability was an 

important value element for customers and a 

genuine differentiator for Japanese car producers.
진 정 한 차 별 요 소

 It took more than a decade for Western car 

companies to close the quality gap with their 
메 우 다 품 질 격 차

Japanese competitors, but by the mid-1990s quality, 

in terms of initial defects per vehicle, had become a 

prerequisite for every car maker. 
선 행 조 건

There is a dynamic at work here that is common to 
역 학 작동하는

other industries. Over long periods of time, what was 

once a core competence may become a base-line 
기본적인

capability. Quality, rapid time to market, and quick-
능 력

response customer service—once genuine 
진 정 한

differentiators—are becoming routine advantages in 
차 별 요 소 일 상 적 인 이 점

many industries. 

시간이 지날수록 보편화되는 핵심 역량 

어느 10년 동안 핵심적인 역량이었던 것이 다른 10

년 동안에는 하나의 능력에 불과한 것이 될 수도 있

다. 예를 들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차량 한 

대당 결함에 의해 측정되는 품질은 의심할 바 없이 

일본 자동차 회사의 핵심적 역량이었다. 뛰어난 신

뢰성은 고객들에게는 중요한 가치 요소였으며 일본

의 자동차 생산 업체들에게 진정한 차별 요소였다. 

서구 자동차 회사들이 일본의 경쟁업체들과의 품질 

간격을 메우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렸지만, 1990

년대 중반에 이르자, 한 대당 최초 결함의 측면에서 

보는 품질은 모든 자동차 생산업체에게 선행 조건

이 되어 있었다. 

여기에 다른 산업에도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역학이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한때는 핵심 역량이었던 

것이 기본적인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때는 

진정한 차별 요소였던 품질, 빠른 출시 속도, 빠르

게 반응하는 고객 서비스는 많은 산업에서 일상적

인 이점이 되어가고 있다. 

 ② become a mere capability in anoth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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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More than 2000 years ago, Aristotle wrote that 

happiness is a condition. It is not something that is 
조 건

achieved by pursuing it directly; rather, it is 

something that comes out through our engagement 

in purposeful activity. 

This is the statement of the law of indirect effort. This 
말 간 접 적 노 력

law simply says that almost anything we get in life 

involving emotional experiences comes to us 

indirectly rather than directly. It comes to us as a 

result of__________________. 

If we pursue happiness directly, it eludes us. But if 
추 구 하 다 도 망 치 다

we get busy doing something that is important to us 

and make progress in the direction of our dreams, 

we find ourselves feeling very happy. Self-

confidence is also subject to the law of indirect 
자 신 감 ~을 필요로 한다

effort. 

We achieve higher levels by setting and achieving 
달 성 하 다

even higher goals and objectives. As we move 
목 적

forward, step by step, once we feel ourselves 

advancing in life, we feel better and more capable of 
진 보 하 다

taking on even more challenges. 
떠 맡 다

간접적 노력의 법칙

2천 년도 더 되는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

은 조건이다’라고 썼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그것을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적이 

있는 활동에 대한 참여를 통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간접적 노력의 법칙을 표현한 말이다. 이 법

칙은 정서적 경험을 수반하면서 우리가 삶에서 얻

는 거의 모든 것은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간단히 말하고 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온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면 그것은 우리에

게서 빠져 나간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하느라 바쁘고 우리의 꿈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보한다면, 우리는 아주 행복하다고 느끼게 된다. 

자신감도 간접적 노력의 법칙에 지배받는다. 

우리는 훨씬 더 높은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고 달성

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을 달성한다. 한 걸음씩 앞으

로 나아가면서, 일단 삶에서 진보하고 있다고 느끼

면, 우리는 기분이 더 좋아지고 훨씬 더 많은 문제

들을 더 잘 맡을 수 있다고 느낀다. 

 ① doing something els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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