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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기법 09 

1.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You may have been told that (sit) too close to the TV 

is bad for your eyes. ________, (A) [similar /

contrary] to popular belief, (sit) close to the TV will 

________ to hurt your eyesight. So where did this 

belief come from? 

In the 1960s, there was a time when doing this would 

actually hurt your vision. ________, this was only 

true if you had a General Electric TV. Back in 1967, 

GE’s color TVs were (B) [absorbing / emitting] too 

many x-rays due to a “factory error.” 

The amount of radiation [given / giving] off by these 

(C)[flawless/  defective] TVs was higher than [what  / 

that] was considered acceptable. So, health officials 

began telling TV owners that if they had these GE 

TVs, then they shouldn’t sit too close to them. 

Soon the TVs were recalled and the problem was 

fixed, (make) the issue ________. 

But________________ even though it’s no longer 

______.

  

번역

당신은 TV 에 너무 가까이 앉는 것이 당신의 눈에 

나쁘다는 말을 들어 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반

적인 믿음과 달리, TV 에 가까이 앉는 것은 당신의 

시력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1960 년대에,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당신의 시

력에 해를 끼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당

신이 General Electric 사(社)의 TV 를 가지고 있

을 경우에만 사실이었다. 1967 년 당시, GE 사의 

컬러 TV 는 ‘공장의 실수’ 때문에 너무 많은 엑스선

을 내뿜고 있었다. 

이런 결함이 있는 TV 에 의해 방출되는 방사선의 

양은 허용할 수 있다고 간주되는 것보다 더 많았다. 

그래서, 보건 당국 관계자들은 TV 소유자들에게 그

들이 이 GE 사의 TV 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너

무 가까이 앉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곧 그 TV 들이 회수되었고 그 문제는 해결되어서, 

그 논란을 사라지게 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더 이

상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다.

 ⑤ contrary - emitting - defectiv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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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1

Broken heart syndrome, or Takotsubo Syndrome 

(TTS), is a condition that occurs when stress 

[weakens  / improve] the heart’s ability to pump 

blood. 

TTS can occur after stressful events such as the loss 

of a family member or a natural disaster. ① 

Surprisingly, researchers say / people can also get 

TTS when ________________, and they call this 

“happy heart syndrome.” 

③ A researcher discovered this syndrome while 

analyzing data from 1,750 patients with Takotsubo 

Syndrome. ④ Of the 485 patients diagnosed after 

emotional events, 20 were diagnosed after happy 

events. 

⑤ The researcher concluded that the brain reacts 

________ to ________________ and 

________________, so both can result in Takotsubo 

Syndrome.

• lead to = cause, bring about, result in, give rise to do, 
generate, trigger,incur 초래하다

   

번역

상심 증후군 즉 ‘ Takotsubo Syndrome ( TTS )’

은 스트레스가 피를 내보내는 심장의 능력을 약화

시킬 때 일어나는 질환이다. 

TTS 는 가족의 죽음이나 자연재해와 같이 스트레

스를 주는 일들 후에 일어날 수 있다. 놀랍게도, 연

구원들은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도 사람들이 

TTS 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들은 이것을 

‘행복 심장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한 연구원이 ‘ Takotsubo Syndrome ’을 겪는 환

자 1 , 750 명의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증

후군을 발견했다. 감정을 자극하는 일들을 겪은 후

에 진단을 받은 485 명의 환자들 중 20 명은 기분 

좋은 일들을 겪은 후에 진단을 받았다. 

연구원은 뇌가 극도로 긍정적인 일들과 부정적인 

일들에 유사하게 반응해서, 두 경우 모두 ‘ 

Takotsubo Syndrome ’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

 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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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기법 10 

3.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

장 적절한 것은?1

Everyone knows that gold is valuable, but few people 

understand ________________. For investors, 

________,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things that 

can influence rising gold prices. As with most 

investments, the price of gold depends on supply and 

demand. 

But the gold market is ________ —nearly all of the 

gold ever(A) [mining / mined] still exists. ________, 

during times of depression, gold prices [rise / drop], 

as people ________ in money and view gold as an 

________ that can always (B)[use / be used] to 

purchase necessities. 

Another common factor (influence) gold prices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is the real estate 

market. When real estate values [drop / rise], the 

demand for gold is generally expected ___ (C) 

[increase / increasing].

번역

모든 사람들이 금이 값비싸다는 것을 알지만, 그 가

격이 어떻게 정해지는 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상승하는 금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투자에서 그렇듯, 금값은 수요와 공급에 

달려 있다. 

하지만 금시장은 독특한데, 지금까지 채굴된 거의 

모든 금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불경기에는 사

람들이 화폐에 대한 신뢰를 잃고 금을 필수품을 구

매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는 자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금값이 오른다.

 

나라 안팎에서 금값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일반

적인 요인은 부동산 시장이다. 부동산 가치가 하락

하면, 금에 대한 수요는 보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③ mined - be used - to increas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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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1

Many shoppers wonder how to store their fresh 

tomatoes, in the refrigerator or on the shelf. 

According to a new study, the people (put) their 

tomatoes in the refrigerator are ________________. 

②Researchers discovered that when temperatures 

[drop / rise] below 20 °C, the genes that [create / 

remove] the familiar tomato flavor stop (work). ③ 

They conducted an experiment to determine what 

makes a tomato [lose / to lose] its taste. 

④In the experiment, they compared freshly picked 

tomatoes ____ ones that (keep) in a refrigerator. ⑤ 

The ones that had been chilled the longest had the 

______ taste chemicals, while the fresh ones had the 

_____.

  

번역

많은 구매자들은 신선한 토마토를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냉장고 안에 보관해야 하는지 선반 위에 보

관해야 하는지 궁금해 한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냉장고 안에 토마토를 넣는 사람들은 실수하고 있

는 것이다. 

연구원들은 온도가 20 도 아래로 떨어지면, 친숙한 

토마토의 풍미를 만드는 유전자가 활동을 멈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무엇이 토마토가 맛을 잃게 

만드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실험을 했다. 

그 실험에서, 그들은 갓 수확한 토마토와 냉장고 안

에 보관되어 있었던 토마토를 비교해 보았다. 갓 수

확한 토마토가 맛의 화학 물질이 가장 많았던 반면

에, 가장 오랫동안 차가워진 상태에 있었던 토마토

가 맛의 화학 물질이 가장 적었다. 

 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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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기법 11 

5.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

한 곳은?1

When we experience feelings of fatigue, they may 

seem to be _______. ________ studies show that 

these feelings ________________________ body. 

Even when people report (be) exhausted from 

exercise, _____________________ in their muscle 

tissues to continue on for several minutes more. 

• still, nonetheless, nevertheless, yet, however, even so(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_____________ it is actually the brain that sends us 

the message to stop (exercise) / before we [reach / 

reach at] our physical ________, in order to prevent 

potential injuries. _____________, scientists have 

found it possible to _____________. 

________, (run) a small electrical current through 

their brain ________ cyclists’ output by 10%. And 

other athletes have shown ________ in their 

performance in hot conditions when (give) [incorrect 

/ correct] information about the temperature.

번역

우리가 피로감을 겪을 때, 그것은 신체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연구는 이 피로감이 실제로

는 몸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람

들이 운동으로 기진맥진하다고 할 때에도, 그들의 

근육 조직에는 몇 분 동안 더 계속할 수 있는 충분

한 힘이 아직 있다고 한다. 

이는 잠재적인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

체적인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운동을 멈추도록 우

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실제로는 뇌이기 때

문이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뇌를 속이는 것이 가능

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예를들어, 자전거를 타는 운동선수들의 뇌에 약한 

전류를 흘려보내는 것은 그들의 기량을 10 % 증가

시켰다. 또한 다른 운동선수들은 기온에 대해 잘못

된 정보를 받았을 때 더운 환경에서 실력의 향상을 

보여 주었다.

 ④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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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When danger threatens dolphins, they literally take to 

the air in rapid leaps ten feet high. This action is so 

different from the dolphins’ normal method of travel—

swimming just beneath the surface—that scientists 

have long [wondered / wandered] why they do it. 

Two biologists have discovered the answer: at high 

speeds,______________. They calculated the 

energy that dolphins need / to leap and swim. They 

also measured water friction and found that dolphins 

[waste /wasted] energy by making waves when they 

swim close to the surface.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 

Above ten knots, dolphins find it more [economical / 

economic] to propel [themselves / them] through 

the air in leaps.

   

번역

위험이 돌고래들을 위협할 때, 그것들은 말 그대로 

공중으로 튀어 오르는데, 10 피트 높이로 빠르게 

도약한다. 이 행동은 돌고래의 일상적인 이동 방법

인 수면 바로 아래에서 헤엄치는 것과 너무 달라서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돌고래가 왜 이렇게 하는 것

인지 의아하게 여겨 왔다. 

두 명의 생물학자가 그 답을 알아냈는데, 빠른 속도

에서는 도약하는 것이 에너지를 절약해 준다는 것이

다. 그들은 돌고래가 도약하고 헤엄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계산했다. 그들은 또한 물의 마찰을 측정하

여 돌고래가 수면 가까이에서 헤엄칠 때 파도를 발생

시킴으로써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돌고래는 더 빨리 헤엄칠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낭

비한다. 10 노트의 빠르기를 넘으면 도약해서 공중

으로 몸을 띄워 올리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것을 

돌고래는 아는 것이다.

 ① leaping saves energ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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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기법 12 

7.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What if your book knew [where / when] you were 

looking? A German research team has developed 

new eye-tracking software for e-readers. While you 

read, this software shines an infrared light into your 

eyes. 

It uses the reflected pattern to analyze how quickly 

you read, where you pause and which parts you read 

twice. This information can then be used by the 

software to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if the software senses you [lingering / to 

linger] over a difficult word, it could automatically 

provide a definition. 

It could also help with pronunciation, offer foreign 

translation, or even provide sound effects for 

sentences as you read them. [Whatever / What] new 

reading experiences this technology promises, we’ll 

surely ________ from [them / it].

• [any ~ that] 명사절, no matter which [what] 부사
• Whichever team scores the most points wins.
• = Any team that scores the most points wins. 
• Whatever decision you make, I will support it. 
• = No matter what decision you make, I will support it. 

번역

당신의 책이 당신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안다면 

어떻겠는가? 독일의 한 연구팀이 전자책 단말기 용

으로 새로운 안구 추적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당

신이 (전자책을) 읽는 동안, 이 소프트웨어는 당신

의 눈에 적외선을 비춘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빨리 읽는지, 어디에서 멈추

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두 번 읽었는지를 분석하

기 위해 반사된 패턴을 사용한다. 그러고 나서 이 

정보는 그 소프트웨어에 의해 당신의 독서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그 

소프트웨어가 당신이 어려운 단어에서 오래 머물고 

있는 것을 감지한다면, 그것은 자동으로 (단어의) 

의미를 제공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발음을 도와줄 수도 있고, 외국어 번역

을 제공하거나, 심지어 당신이 문장을 읽을 때 그것

에 대한 음향 효과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기술이 

어떤 새로운 독서 경험을 약속하든지 우리는 틀림

없이 그것들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다.

 ④ Making Reading an Interactive Experienc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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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1

The word “spoiler” sometimes refers to information 

that gives away important details about a piece of 

fiction, particularly its ending. The term “spoiler alert” 

was created by online groups that discussed films 

and literature. 

Sometimes a member would reveal a key part of the 

story, thus “spoiling” the enjoyment for others who 

hadn’t yet finished the book or watched the movie. 

Nowadays, the posting of spoilers is best avoided. 

________, it’s occasionally impossible to describe 

something without ________________. 

In this case, you should place the warning “spoiler 

alert!” in the title or carefully [hide / reveal] the 

spoiler itself so it can’t be easily viewed. Some 

people ________, accidentally or on purpose, these 

warnings, and ___________, others have their 

experience of reading a book or watching a movie 

⑤[ruin /ruined].

번역

‘스포일러’라는 단어는 때때로 한 픽션 작품에 관한 

중요한 세부 사항, 특히 그 결말을 누설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스포일러 경고’라는 용어는 영화와 문학

을 토론하는 온라인 모임에 의해 만들어졌다. 

때때로 한 회원이 이야기의 핵심부를 폭로하곤 해

서 그 책을 아직 다 읽지 못했거나 그 영화를 보지 

못한 사람들의 즐거움을 ‘망쳐버렸다.’ 요즘은 스포

일러의 게시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중

요한 세부 사항을 드러내지 않은 채로 무언가를 묘

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가끔 있다. 

이런 경우에 당신은 ‘스포일러 경고!’라는 경고 문

구를 제목에 달거나, 스포일러 자체를 교묘하게 숨

겨서 그것이 쉽게 눈에 띄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

떤 사람들은 우연히 혹은 고의적으로 이 경고 문구

를 빠뜨리는데,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경험을 망치게 된다.

 ⑤ ruin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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