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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

한 곳은?1

�

Whether we like it or not, globalization is changing 

the way we work and live. (①) First of all, we are 
방 식 을

increasingly faced with complex problems that affect 

the whole world, whether it is global warming, 

pollution, financial crises, or new epidemics. 
재 정 위 기 유 행 병

(②) We need good thinking and creative ideas to 

coordinate efforts to solve  these problems. (③) We 
조직화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한

have a huge amount of information available, but 

what we learn today might easily become obsolete 
쓸 모 없 는

tomorrow. 

(④) Although fast changes also bring new 

opportunities, we now have to compete with talented 

people across the world. (⑤) To be successful in this 

environment, we need good thinking skills that can 

help us make reliable decisions and acquire new 
확 실 한

knowledge quickly.  *obsolete 더 이상 쓸모없는

번역

개인적 차원에서는, 세계화가 계속해 서 빨라지는 

삶을 초래한다.

좋든 싫든, 세계화가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방식

을 변화시키고 있다. 우선, 그것이 지구 온난화이

든, 오염 이든, 재정 위기이든, 아니면 신종 유행병

이든, 우리는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복잡한 문제

들에 점점 더 직 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훌륭한 사고와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양의 가용 정보가 있

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내일이면 쉽사리 더 이

상 쓸모없게 될 수 있다. 

빠른 변화가 새 로운 기회를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전 세 계의 인재들과 경쟁해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지식 을 빠르게 습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At the personal level, globalization brings about 
초 래 하 다

an ever-quickening pace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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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

한 곳은?1

�

Although you want to focus on the reader or 

listener, don't overuse or misuse the second-
과도하게 사용해라 잘못 사용하다

person pronoun you. (①) Readers and listeners 
2 인 칭 대 명 사

appreciate genuine interest; on the other hand, 
평 가 하 다 진 심 어 린 관 심

they feel bitter about obvious attempts at 
명 백 한 시 도

manipulation. 
조 종 하 려 는

(②) The authors of some sales messages, for 
작성하는 사람 판 촉 메 시 지

example, are guilty  of overkill when they include 
과오를 저지른다 과 잉

you dozens of times in a direct-mail promotion. (③) 
광 고 용 우 편 물

Consider this statement: You cannot return 
진 술 을

merchandise until you receive written approval. 
상 품 을 서 면 승 인

not A until B: B하고 나서야 비로서 A하다 

(④) The word you appears twice, but the reader 

may feel singled out for criticism. (⑤) In the 
지 목 된 다 비판 대상으로

following version, the message is less personal and 
개 인 적 인

more positive: Customers may return merchandise 
긍 정 적 인 상 품 을

with written approval.

번역

더구나 그 단어는 때때로 그릇된 인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비록 여러분이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 고 싶을지라도, 2인칭 대명사 ‘you’를 과도하

게 사용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마라.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진심 어린 관심을 높이 평가하지만, 반

면에 그들은 조종하려는 명백한 시도에 대해서는 

야속하게 여긴다. 

예를 들어 일부 판촉 메시지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광고용 우편물 홍보에서 ‘you’를 수십 번이나 포함

시켜 과잉 의 과오를 저지른다. 다음의 진술을 생각

해보라. ‘당신은 당신이 서면 승인을 받고나서야 비

로소 상품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 

‘you’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 지만, 읽는 사람은 

비판 대상으로 지목된 것으로 느낄 수 있다. 다음의 

변형된 진술에서 그 메시지는 덜 개인 적이고 더 긍

정적이다. ‘고객들은 서면 승인을 받아 상 품을 반

품할 수 있습니다.’

What's more, the word can sometimes create 
게 다 가

the wrong im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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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

한 곳은?1

 �

It takes 50% of our energy to digest a meal of fruits, 
소화시키다

vegetables, grains, and nuts. (①) If our meal 

consists of cooked and processed foods, our body 

will direct about 80% of its energy toward digestion. 

(②) Heavy meals, with fat and sugar, can take up to 
걸 리 다 최 대

14 hours to digest, forcing your body to work all 

through the night and early hours of the morning. (③) 

No wonder you're not full of energy after a night's 

sleep. 

(④) So, if you eat more raw fruits and vegetables and 

less fat and sugar you'll regain some of that lost 

energy. (⑤) Not only does it cause the body to 
도 치

work overtime digesting food, but the extra weight 
오 랫 동 안 소 화 시 키 면 서

that we have to carry throughout the day saps even 
소모시키다

more energy. 

번역

과식은 신체의 제한된 에너지 자원을 이중으로 공

격하는 것이다. 

과일, 채소, 곡물, 그리고 견과의 한 끼 식사를 소화

시키는 데는 우리가 가진 에너지의 50%가 필요하

다. 우리가 먹는 식사가 조리되고 가공된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우리 몸은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

의 약 80%를 쏟을 것이다. 

지방과 설탕이 들어간, 소화가 잘 안 되는 식사는 

소화되는 데 최대 14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 때

문에 여러분의 몸은 밤새도록, 그리고 이른 아침 시

간 내내 일을 해야만 한다. 하룻밤을 자고 난 후에 

활력이 넘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먹고 

지방과 설탕을 덜 섭취한다면, 잃어버린 그 활력의 

일부를 되찾을 것 이다. 그것은 몸이 음식을 소화시

키면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하도록 하게 할 뿐만 아니

라, 하루 종일 견뎌야만 하는 가외의 체중은 훨씬 

더 많은 기력을 소 모시킨다.

Overeating is a double attack on the body's 

limited resources of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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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

한 곳은?1

�

 Human curiosity about the stars predates travel and 
시간상 ~보다 앞서다

tourism as we know it today, so it is not surprising 

that travel into space should be gaining in 
인 기 를 얻 다

popularity. (①) In this regard, Brown identifies a 
이와 관련하여 찾 아 낸 다

number of studies demonstrating public interest in 
보 여 주 는 대 중 의 관 심

space tourism. 

(②) Despite this interest, the prohibitively expensive 
관 심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비싸

cost of space travel makes it clear that not too many 

of us are likely to be getting a "moon-tan" in the near 

future. (③) The establishment of many space tourism 
설 립

companies and the building of spaceports in New 
건 설 우 주 공 항

Mexico,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Sweden are 

clear signals that space tourism has a future. 
신 호 동 격

(④) Wikipedia lists twenty-nine private companies 
열거하다

offering or planning manned spaceflights. (⑤) The 
유 인

two most prominent companies seem to be Space 

Adventures and Virgin Galactic.

번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여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 

심은 그 개념이 신흥 시장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별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이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

는 바의 여행과 관광보다 시간상 앞서기 때문에, 우

주여행 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

니다. 이와 관련하여, Brown은 우주여행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보여 주는 수많은 연구를 찾아낸다.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엄두도 못 낼 만큼 비싼 

우주여행의 비용은 우리들 중 썩 많은 사람들이 가

까운 미래에 ‘달빛으로 피부를 그을리게’ 될 것 같지

는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많은 우주관광 회사의 

설립과 뉴멕시코, 아랍에미리트 연방, 스웨덴의 우

주 공항 건설은 우주여행에 미래가 있다는 분명한 

신호이다. 

위키피디아는 유인(有人) 우주 비행 을 내놓거나 계

획하고 있는 29개의 개인 회사를 열거 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두 개의 회사는 Space Adventures

와 Virgin Galactic으로 보인다.

Nevertheless, the continued interest in space 

tourism indicates that the concept is an 

emerging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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