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All of our satisfactions from material things [realize / are realized] through
our sensory system of sight, sound, touch, smell, and taste.67)
8. Thus describing in depth the scenario where a person walking up the down
escalator is an analogy for homeostasis being more useful to a student’s
understanding than just stating superficially that an atom is like a ball.68)
9. This means that the child does not understand itself properly as a thinking
being since it has not realized that its own thoughts, perceptions, knowledge
and memories being dependent on its own particular experience and
perspective.69)
10. The fact that other astronomers, and particularly Galileo, set out to prove
all of the things that Copernicus claimed helped a lot, but it was still an
uphill struggle, with perhaps only a couple of dozen people [agreed /
agreeing] with Copernicus even 100 years after his death.70)
11. Not unnaturally, the Pope wasn’t having any of this radical nonsense and
had Galileo [put / putting] under house arrest for the rest of his life.71)
12. Unfortunately for the general reader, the more we learn about the Universe,
the more [complicated / complicatedly] it seems to get.72)
13. Among the many mathematical texts that survive from the Old Babylonian
period (1800–1600 B.C.) being study texts working out the solution to the
accrual of interest.73)
14. Museums can use their resources creatively, conferred upon them through
their interactions qualities previously unrealized or unrecognized.74)
15. Natural scientists can know how closely a model is to reality by measuring
the behavior of physical things such as rocks, chemicals, and bridges.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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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그들의 언어는 비교적 적은 수의 병사, 상인, 관료,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군사적, 종교적, 혹은 경제적
힘을 통해 그 존재가 느껴지게 할 수 있다. [requiring]
02)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은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언어를 피정복 혹은 식민지 집단에게 매력적이고 때로는
필요하게 만들었다. [necessary]
03) 이전 식민지 지역에 존재하는 유럽 언어의 이형태에 대한 지속적인 고수가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is]
04) 그녀의 할아버지가 도서관에서 온종일 걸려 했을 일이 그녀에게는 한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What]
05) 예를 들어, 많은 문화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는 어떤 사람은 눈썹을 잠시 치켜올린다.
[giving]
06)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조차 그것이 인사에 매우 중요한 측면이며 당시 발언된 말에 대한 그 사람의 해석
을 바꾼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눈썹 찡긋하기를 봤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despite]
07) 사람들 사이에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일컫는 것에는 다른 많은 사례가 있으며, 그것의 대부분은 무심
결에 신호로 주고받게 된다. [which]
08) 우리가 분노로서 경험하는 느낌은 신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내는 생리학적 준비 과정이다.
[itself]
09) 상대성 이론 및 양자 역학과 관련된 획기적 발전은 물질계에 대한 현대의 이해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왔
다. [associated]
10) 아리스토텔레스가 갈릴레오와 가까운 것보다 소포클레스가 셰익스피어에 훨씬 더 가깝다. [is]
11) 사회 문화 연구로부터 얻은 지식은 인간 개인과 인간 사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었다. [has]
12) 한 실험에서 8개월 된 유아에게 멋진 장난감이 주어지고, 그들의 엄마가 “그래, 착하다” 혹은 “안 돼, 만
지지 마”라고 말했다. [presented]
13) 사람들이 아무리 미숙하더라도, 그들은 성장하도록 자극받을 필요가 있다. [how]
14) 몇몇 기업에는 일이 한가하거나 사람들이 지시를 기다릴 때, 매일 하는 일에서 벗어나 다른 과업을 맡을
수 있게 하는 한가한 시간의 목록이 있다. [to take]
15) 이런 식으로 일정에 잠시 비는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은 직원들의 생산성을 유지시킬 수 있다.
[productive]
16) 중심가나 쇼핑몰에서 진열장의 상품 진열이 우리의 눈길을 잡아끄는 전문점들이 로마에서 처음 출현했는
데, 이곳에는 책을 파는 가게, 보석과 가구를 파는 가게들이 있었다. [made]
17) 그는 새로운 생산 과정의 개발과 오염 방지에 대한 책무에는 돈이, 그것도 아주 많은 돈이 들것이라고 추
정했다. [that]
18) 물고기가 강 밖으로 끌려 나와 부분적으로 다른 동물들에 먹힐 때, 남은 것은 땅바닥 여기저기에 널브러
져 있게 된다. [are]
19) 시간이 지나면서 불관용과 관련된 충분히 이용되지 않은 부정적 신경의 경로는 줄어들어 사라지고 우리
의 회복력에 보탬이 되는 더 바람직한 경로로 대체될 것이다. [be replaced]
20) Max Weber에 따르면, 대규모 관료제 형태에서의 권위 구조는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특징
이다.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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