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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1

In an experiment, when people were asked to count 

three minutes in their heads, 25yearolds were quite 

accurate, but 65yearolds went over on average by 
더 걸리다

40 seconds. 

Time seemed to pass faster for the older group. 
지나가다

①This may seem meaningless, but there are a lot 
무 의 미 한

of benefits to perceiving time like 65yearolds. 
인 식 하 는 데

②For example, if you have been working on a 

project for eight hours, but it only feels like six, you 

will have more energy to keep going. 

③If you have been running for 20 minutes, and you 

perceive it to be only 13 minutes, you’re more likely 

to have seven more minutes of energy. 

④One of the greatest benefits of getting older is the 

cooling of passion―not rushing to quick action. 

⑤So, if you want to use your energy to work longer, 

just change your perception of how long you have 

been working.

번역

한 실험에서,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3분을 세도록 

요구받았을 때 25세의 사람들은 꽤 정확했지만, 65
세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40초가 더 걸렸다. 

시간은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더 빨리 가는 
것 같았다. 

이것이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지만, 65세의 사람들
처럼 시간을 인식하는 것에는 많은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8시간 동안 프로젝트 작업

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단지 6시간처럼 느낀다면, 
당신은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더 많은 에너지를 얻

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20분 동안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을 단지 13분이라고 인식한다면, 당신은 7분의 추
가적인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이다. 

나이 드는 것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격정(激
情)을 식히고 성급하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더 오래 일하는 데 자신의 에너
지를 사용하고 싶다면,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에 대
한 인식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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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1

Sometimes conflict can be resolved through an 

expansion of resources. ①For example, a 

department may need five computers but has a 

budget for only three. 

②However, by talking the finance people into 

delaying the purchase of other equipment, there will 

be more money left for departmental computers. 

③Alternatively, the company may be reorganized 

and some people given early retirement, thus 

freeing up funds for computer equipment. 

④Addiction to video games or computer games 

should be treated in much the same way as any 

other addiction. ⑤An expansion of resources 

involves a reworking of the budget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how additional funds can be found. 

재원의 확대를 통한 갈등 해결 

가끔씩 갈등은 재원의 확대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부서는 컴퓨터 다섯 대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오직 컴퓨터 세 대의 예산밖에 없다. 

그러나 재무 부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다른 장비의 

구매를 미루게 함으로써 부서의 컴퓨터에 쓰일 돈

이 더 많이 남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가 

재조직되어 몇 사람이 조기 퇴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컴퓨터 장비를 위한 자금을 쓸 수 있게 

해 줄 수도 있다. 

(비디오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에 대한 중독은 어떤 

다른 중독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치료해야 한다.) 

재원의 확대는 추가적인 자금을 어떻게 찾을 수 있

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예산의 재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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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hild who hears a stern warning about the 

dangers of running in the street will have better self-

esteem than a child who only hears that he’s a “bad 
자 존 감

boy” when he runs into the street. ①The child who’s 

a “bad boy” is getting the message that he and his 
동 격

behavior are not okay. 

②He doesn’t learn the difference between what he 

does and what he is. ③As an adult, his inner critic 

will attack both his behavior and his worth. ④It is 

much more important for parents and children to 

have frequent communication on daily matters. 
빈 번 한 일 상 의 문 제

⑤ Parents who carefully distinguish between 
조 심 스 럽 게 구 별 하 다

inappropriate behavior and the basic goodness of the 

child raise children who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and have a far gentler inner critic. 

자녀의 위험한 행동에 대해 올바르게 경고하는 법

거리에서 뛰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듣는 아이는, 거리로 달려 나갈 때 ‘나쁜 아이’라는 

말만 듣는 아이보다 더 나은 자존감을 가질 것이다. 

‘나쁜 아이’인 아이는 자신과 자신의 행동이 좋지 

않다는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의 본 모습 사이의 차이

에 대해 배우지 못한다. 어른이 되었을 때 그의 내

부에 있는 비판자는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가치 둘 

다를 공격할 것이다. (부모와 자녀들이 일상의 문제

에 대해 빈번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

하다.) 

부적절한 행동과 아이의 근본적인 선함을 조심스럽

게 구별하는 부모들이 자신들을 더 낫게 느끼며 훨

씬 더 온화한 내면의 비판자를 갖는 자녀를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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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go back to our ancestors, back before 

elevators, escalators, cars, and even horses. This is 

when our human physiology was coming of age. Our 

ancestors had to move to survive. Not unlike most 

other mammals, humans had to expend much 
소 모 하 다

energy in order to acquire food and water. 

①These early humans, with whom we share most of 

our physiology, were nomadic, and therefore moving 
떠 돌 이

was an essential part of their lives. ②As 

descendants of these nomadic people, our 

physiology is based on abundant movement and a 
많 은

diet of vegetables, fruits, nuts, fish, and infrequent, 
견 과 류 이 따 금 씩

small portions of meat. 
소 량 의

③We should remember / the side effects of these 
부 작 용

traditional foods and medicines can be 

unpredictable. ④To the extent we have that, we are 

more likely to be healthy. ⑤To the extent we don’t, 

problems arise. 
생 긴 다

건강의 비결이 될 수 있는 조상들의 생활방식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자동차, 그리고 말조차

도 있기 전의 먼 옛날, 우리 조상의 시대로 돌아가 

보자. 이때가 우리 인간의 생리적 기능이 발전하고 

있던 때이다. 우리 조상들은 생존하기 위해 몸을 움

직여야 했다. 대부분의 다른 포유동물과 다르지 않

게 인간은 식량과 물을 얻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써

야 했다. 

우리의 생리적 기능 대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이 초

기 인간은 떠돌이 생활을 했으므로, 움직이는 것이 

그들의 생활의 주요한 일부였다. 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생리적 기능은 

많은 움직임과 채소, 과일, 견과류, 생선, 그리고 이

따금씩 소량의 육류로 된 식단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는 이런 전통적인 음식과 약의 부작용이 예측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면 우리는 건강해질 가능성이 더 많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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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travel companies are very specific about 

what’s included in the price quoted for a trip, but in 
매 겨 진

other cases, you’ll have to ask for details. ①“Some 

meals” might mean dinner but not breakfast or 

lunch, and “sightseeing” may mean a guide and local 

transportation but not admission fees or tips. 
입 장 료

② Another good topic to investigate is your 
조 사 하 다

accommodations. ③Some tour operators don’t 
숙 박 시 설

commit to specific hotels but simply promise three- 
약 속 하 다

or four-star properties, so if you’re particular about 
건 물

lodging, ask where the group stayed on past trips. 
숙 박 지 난

④For instance, with travelers taking more short 

trips, publishers have created more mini-guides that 
안 내 책 자

focus on one city. ⑤And if you and your traveling 

companion want two separate beds, confirm that up 
동 반 자 독 립 된 확 인 해 라

front. 
미 리

여행사에게 사전에 문의할 사항들

일부 여행사는 관광 여행을 위해 제시된 가격에 무

엇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지만, 다

른 경우에는 상세한 내용을 문의해야 한다. ‘몇 차

례의 식사’가 저녁 식사는 의미하지만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는 아닐 수도 있으며, ‘관광’은 관광 안내

인과 현지 교통편은 의미하지만 입장료나 팁은 아

닐 수도 있다. 

조사하기에 적절한 또 다른 주제는 숙박 시설이다. 

일부 여행업자들은 특정한 호텔을 약속하는 것이 아

니라 단지 3성 혹은 4성 건물을 약속할 뿐이므로, 

만약 여러분이 숙소에 대해 까다롭다면, 지난 여행

에서 단체 관광객이 어디에서 묵었는지 물어보라. 

(예를 들어, 여행자들이 짧은 여행을 더 많이 함에 

따라, 출판사들은 한 도시에 초점을 맞춘 미니 관광 

안내 책자를 더 많이 만들어 냈다.) 그리고 만약 여

러분과 여러분의 여행 동반자가 두 개의 독립된 침

대를 원한다면 미리 그것을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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