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면서
기본적인 접근법: 우리는 영어 문장을 읽는 순간 두뇌가 그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학습
한다. 그 외에 문장을 번역하여 깔끔하게 만들거나, 혹은 눈만 문장을 읽고 있고 두뇌는 아무
생각이 없는 무지의 상태를 지양한다. 읽는 동시에 문장이 이해되게끔 연습하며, 그 외 영어
독해는 무용(無用)하다.

조왕규의 4주 Weekly [평가원 /

사관학교

/ 교육청]

1.Perhaps the bodies were buried so that the women would enter the next world
with both the weapons they would need as warriors and the ornaments they would
desire to enhance their appearance. 2022 사관.

**ornaments 장식품

2.Given their disposition to be attentive to situational cues, high self-monitors
(HSMs) are keen to make sure they know the nature of the situations they are
about to encounter. 2022 사관.

3.The absence of a world government makes for an insecure environment which
forces states to seek power in order to ensure their own survival. 2022 사관.

4.Subsidies

are payments made to business or economic sectors with the intention

of reducing prices or increasing profitability. 2022 사관

5.It is therefore difficult to retain existing customers if there is no deliberate effort

to understand and respond to their needs. 2022 사관

6. She was one of the first to combine geological and biological evidence to show
how the brains of animals had evolved over millions of years. 2022 사관

7.

Simply memorizing the classics does not make one a true gentleman or lady –

you need to incorporate this knowledge, make it part of your embodied being.
2022 사관

8.

Researchers demonstrated repeatedly that animals do not associate everything

equally and cannot be trained to do all tricks the experimenter expects them to
do. 2022 사관

9. When negotiating with someone as part of a wider relationship, should you aim
at cooperating or being selfish? 2022 사관

10. Krause describes a memorable encounter with an elder of the Nez Perce tribe
named Angus Wilson. 2022 사관.

11. It is also true that under many circumstances mixes of specialists can perform
qualitatively different tasks not easily managed by otherwise equivalent groups of
generalists, whereas the reverse is not true. 문장끝 otherwise 2022 사관

12. Rather, the primary motivations for their behaviors remain spontaneous
reactions both to internal, unrelated, genetic programming as well as cues from
their environment. 2022 사관

13.There was little emphasis on abstract theorizing or the learning of general
principles. 2022 사관

14. Early behavioral observations already argued against the idea of the brain as
a blank slate. 2022 사관.

15. Compared to life forms whose lives are controlled mostly by thoughtless,
genetic programming, humans now had the heavy burden of having to think
before acting.

2022 사관.

16. We know that focusing conscious awareness on the mechanics of one’s
performance, while useful in very early stages of skill acquisition, has a disruptive
effect on more experiences players or performers.

2022 사관

17. While parents are better informed now than they were in the days of Holt and

Watson about children’s need for affectionate touch, busy work schedules may not
give them much opportunity to provide it.

2022 사관

18. Nor are children likely to receive their quota of hugs and kisses outside of
the home as childcare providers are increasingly fearful that affectionate touch
maybe interpreted as an inappropriate, abusive touch. 2022 사관.

19. Moral relativism is the idea that the truth of a moral judgement or principle is
dependent upon

and relative to its acceptance by some person or group of

persons. 2022 사관.

20. Individuals tended to eliminate colleagues from their network if these
co-workers provided negative feedback. 2022 사관.

21. Nonetheless, there may be what clinical psychologists call “secondary gain”
that derives from the memory. 2022 사관.

22. About 19 percent of crops produced and sold in the United States come from
irrigated land. 2021 사관

*irrigated 관개지의

23. Conflicts do not necessarily happen for the best, but we are learning to make
the best of conflicts that happen. 2021 사관

24. The instructions will be carefully reviewed in the capital and sent by encoded
means to the nation’s embassy or mission abroad. 2021 사관.

25. Some contact or acquaintance between a pair of people is an essential
precondition for the formation of a relationship between them. 2021 사관.

26. Skepticism, as a method of doubt that demands evidence and reasons for
hypotheses,

is

essential

to

the

process

of

scientific

research,

philosophical

dialogue, and critical intelligence. 2021 사관.

27. The man was captured and held prisoner in France from 1807 to 1808. 2021
사관

28. Nevertheless, the study of thinking has moved out of the philosopher’s library
and into the laboratory—out of the philosopher’s head and into the scientist’s.
2021 사관

29. So slow and painful is the process of mastering a technique, whether of
handicraftsmanship or of art, that we are taken aback by the realization that all
around us are creatures carrying on the most elaborate technique. 2021 사관.

30. When you’re feeling stressed, your primitive brain wants to kick in—and when
the primitive brain is in charge, it tends to make decision that are bad news for
relationships. 2021 사관

전치사 정리[reference:전치사연구/구동사연구(이기동 교수)]
(MADE BY 조왕규)

전치사의 종류
Ⅰ. OF
A of B
B
A

①소유***
It is kind of him to say so.
②동격
the city of New York.
③제거, 박탈
Rob A of B / Deprive A of B 등
④상술
a cup of coffee / the month of April.
⑤정보동사 of
Inform A of B / Remind A of B.

Ⅱ. BY
A by B

B
A

그림 2 A가 B의 영
향력 안에 있음

①영향력
→거리의 영향력(~의 주위에)
→주어의 영향력(~에 의해)

Ⅲ. For
A for B
B
A

①A가 B로(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채움
It’s good for your health
Train for Gangnam station.
②대체하기/대신하기

Substitute A for B (A가 B를 대체)
Exchange A for B (A가 B를 대체)
③이유
Thank you for your help!
④기간
for twenty years.

Ⅳ. TO
A to B

A

B

①방향성***(~을 향해)
②~에게

Ⅴ.ON
A on B ~위에

A
B

①~위에(접촉)
②(글/연구) 주제
③(논리/주장) 근거

Ⅵ.OFF
A off B
A

B

①떼내기 ex)The plane takes off at 8:00pm, pay off[빚을 갚다]
②드러내기 ex)show off, set off [뽐내다]

Ⅶ.OUT
A out B
B
A

①밖으로 나가기
②완전히 ex)The house burned out

Ⅷ.Against(~에 대항하여)
A against B

A

①맞섬/반대

B

Ⅸ.THROUGH
A Through B

①시간(~을 통해서)
②공간(~을 통해서)

Ⅹ. INTO
A into B

B
A

①안으로 들어가기
②변환·바꿈 ex)Turn A into B, Change A into B

Ⅺ. ALONG
A along B

A

B

①~을 따라서

Ⅻ.WITH
A with B ~와 함께

A

B

①한 공간 안에 있기
②재료 ex)She cooks with gas

기타 전치사들과 전치사 합성(IN, AT, FROM…)

1)IN
A in B

B
A

①~안에

2)AT(~에서)

①그 지점(시간·장소)

3)FROM(~로부터)
A FROM B
B
A

①출발지/출신지

4)ACROSS(~을 건너서)

4)A AMONG B(~의 사이에서)

B

B

B

B

A
B

B
B

5)ONTO(~을 향해)

To (방향성) + On(위에 접착) 방향으로 가다가 접착

A

A

B

6)THROUGHOUT(~을 통과하여)

Through(통과) + Out(나가기) ~을 통과해서(완료까지)

7)Up/Down(위/아래)
A
B
A

①올라감/내려감
②드러남/소멸
③증가/감소

8)About(~에 대해)
A about B

①주위/주변
②흩어짐

9)Under / Over / Above / Beneath / Beyond [아래에, 위에, 위/아래, 너머]

A

[beyond]

A[over]

A[above]
A[behind]
A[ahead]

B

A[beneath]

A[under]

①Under / Over 은 공간개념[+Over은 “포물선” 모양을 암시]
②Above / Beneath 는 수직선 개념
③Beyond (공간) 너머

9)Before / After [전/후]
A before B (B after A)

A

B

①시간 전/후
②before(면전 앞) / After(따라가기)

10)Out of

A out of B

B
A

①밖으로~
②~없이(소모) ex)run out of
③~중(일부)

조왕규 “문장별” 주간지 [평가원 / 사관학교 / 교육청]

/ 의미 단위, [] 수식, bold 중요 표현

1.Perhaps the bodies were buried so that the women would enter the next world
with both the weapons they would need as warriors and the ornaments they would
desire to enhance their appearance. 2022 사관 병렬 문장끝.

**ornaments 장식품

Step A. 문장구조 파악
Perhaps the bodies were buried / so that the women would enter the next world /
with both the weapons [they would need as warriors] and the ornaments [they
would desire to enhance their appearance.] 2022 사관 병렬 문장끝.

**ornaments

장식품

Step B. 직독직해
아마도 그 시체는 파묻어졌을 것이다. / 그 여성들이 그들이 전사로서 필요한 무기와 그들의
외모를 꾸밀 장식품을 가지고 사후세계로 가도록 하기 위해

Step C. 문장의 의미
여성들이 전사로서 필요한 무기, 그리고 그들의 외모를 꾸밀 장식품을 가지고 사후세계로 가
도록, 그 시체들이 수장되었을 것이다.

2.Given their disposition to be attentive to situational cues, high self-monitors
(HSMs) are keen to make sure they know the nature of the situations they are
about to encounter. 2022 사관.

Step A. 문장구조 파악
Given their disposition to be attentive to situational cues, high self-monitors
(HSMs) / are keen to make sure / they know the nature of the situations [they are
about to encounter.] 2022 사관.

Step B. 직독직해
상황적 단서에 주의깊은 그들의 성향을 고려할 때, 높은 자기 감시자들은 확실히 하고 싶어한

다. / 그들이 마주칠 상황적 단서들의 본성을 아는 것을.

Step C. 문장의 의미
상황적 단서에 민감한 그들의 성향을 고려하면, 높은 자기 감시자들은 그들이 마주칠 상황적
단서의 본질[본성]을 확실히 하고 싶어한다.

3.The absence of a world government makes for an insecure environment which
forces states to seek power in order to ensure their own survival. 2022 사관.
Step A. 문장구조 파악
The absence of a world government / makes for an insecure environment [which
forces states to seek power] / in order to ensure their own survival. 2022 사관.

Step B. 직독직해
세계정부의 부재는 불안한 환경을 조성한다. 국가들이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힘을 찾
도록 강요하는

Step C. 문장의 의미
세계정부의 부재는 국가들이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기[받기]위해 힘을 찾도록 강요하는 불안한
환경을 조성한다. <idea> : 세계정부는 필요하다로 논지전개 가능성 높음.

4.Subsidies

are payments made to business or economic sectors with the intention

of reducing prices or increasing profitability. 2022 사관

Step A. 문장구조 파악
Subsidies are payments [made to business or economic sectors] / with the
intention of reducing prices or increasing profitability. 2022 사관

Step B. 직독직해
보조금은 지불이다. 사업 혹은 경제분야를 향해 만들어진 / 가격 하락 또는 이득 증가의 목적
을 가지고.

Step C. 문장의 의미
보조금은 사업 혹은 경제분야를 위해 만들어진 지불이다. / 가격 하락 또는 이익 증가의 목적
을 가지고.

5.It is therefore difficult to retain existing customers if there is no deliberate effort
to understand and respond to their needs. 2022 사관

Step A. 문장구조 파악
It is therefore difficult / to retain existing customers / if there is no deliberate
effort to understand and respond to their needs. 2022 사관

Step B. 직독직해
이것은 그러므로 어렵다. 현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 만약 그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반응할
꾸준한 노력이 없다면

Step C. 문장의 의미
현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만약 그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반응할 꾸준한 노력이 없다
면. <idea>:고객의 욕구를 이해하고 반응해야 그들을 유지할 수 있다.

6. She was one of the first to combine geological and biological evidence to show
how the brains of animals had evolved over millions of years. 2022 사관

Step A. 문장구조 파악
She was one of the first [to combine geological and biological evidence]

/ to show

how the brains of animals had evolved over millions of years. 2022 사관

Step B. 직독직해
그녀는 최초 중 하나이다. / 지리학과 생물학적 증거를 통합한 / 동물의 뇌가 수백만년 동안
어떻게 진화했었는지를 보여주는

Step C. 문장의 의미
그녀는 지리학과 생물학적 증거를 통합한 최초[의 사람] 중 하나[한 명]이다. 동물의 뇌가 수

백만년 동안 어떻게 진화해왔었는지를 보여주는

7.

Simply memorizing the classics does not make one a true gentleman or lady –

you need to incorporate this knowledge, make it part of your embodied being.
2022 사관

Step A. 문장구조 파악
Simply memorizing the classics / does not make one a true gentleman or lady –
you need to incorporate this knowledge, make it part of your embodied being.
2022 사관

Step B. 직독직해
간단히 고전들을 기억하는 것은 사람을 진정한 신사 숙녀[=교양있는 사람]로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너는 이 지식들을 통합해야 하며, 그것을 너의 구체화된 부분으로 만들어야한다.

Step C. 문장의 의미
간단히 고전들을 기억하는 것은 사람을 진정한 신사 숙녀[=교양있는 사람]로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너는 이 지식들을 통합해야 하며, 그것을 너의 구체화된 부분으로 만들어야한다.
<idea:고전을 기억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통합하는 단계까지 가야한다.>

8.

Researchers demonstrated repeatedly that animals do not associate everything

equally and cannot be trained to do all tricks the experimenter expects them to
do. 2022 사관

Step A. 문장구조 파악
Researchers demonstrated repeatedly / that animals do not associate everything
equally and cannot be trained to do all tricks [the experimenter expects them to
do.] 2022 사관

Step B. 직독직해
연구자들은 반복적으로 증명했다. / 동물들이 모든 것에 동등하게 연관하지[지내지] 않고 훈련
되지 못한다는 것을 / 모든 함정들을 수행하도록 / 실험자들이 그들에게 하기를 바라는 /

Step C. 문장의 의미
연구자들은 반복적으로 증명했다. 동물들이 모든 것에[모든 것과] 동등하게 연관하지[지내지]
않고, 모든 함정들을 수행하도록 훈련되지 못한다는 것을 실험자들이 그들에게 하기를 바라
는.

9. When negotiating with someone as part of a wider relationship, should you aim
at cooperating or being selfish? 2022 사관

Step A. 문장구조 파악
When negotiating with someone as part of a wider relationship, should you aim at
cooperating or being selfish? 2022 사관

Step B. 직독직해
누군가와 더 넓은 관계의 부분으로서 협상할 때, 너는 협력을 목표로 해야하는가 혹은 이기적
인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

Step C. 문장의 의미[같음]
누군가와 더 넓은 관계의 부분으로서 협상할 때, 너는 협력을 목표로 해야하는가 혹은 이기적
인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

10. Krause describes a memorable encounter with an elder of the Nez Perce tribe
named Angus Wilson. 2022 사관.

Step A. 문장구조 파악
Krause describes a memorable encounter [with an elder of the Nez Perce tribe]
[named Angus Wilson.] 2022 사관.

Step B. 직독직해
Krause는 기억될만한 마주침을 묘사한다. / Nez Perce 부족의 연장자와의 / Angus Wilson
이라고 불리는

Step C. 문장의 의미[같음]
Krause는 기억될만한 마주침을 묘사한다. / Nez Perce 부족의 연장자와의 / Angus Wilson
이라고 불리는

11. It is also true that under many circumstances mixes of specialists can perform
qualitatively different tasks not easily managed by otherwise equivalent groups of
generalists, whereas the reverse is not true. 문장끝 otherwise 2022 사관

Step A. 문장구조 파악
It is also true / that under many circumstances mixes of specialists can perform
qualitatively different tasks [not easily managed by otherwise equivalent groups of
generalists], whereas the reverse is not true. 문장끝 otherwise 2022 사관

Step B. 직독직해
이것은 사실이다 / 많은 상황 하에서 스페셜리스트의 조합이 질적으로 다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 그 일은 동등한 Generalist의 그룹이었다면 쉽게 처리되지 않았을 / 반면에,
역은 사실이 아니다.

Step C. 문장의 의미
이것은 사실이다 / 많은 상황 하에서 스페셜리스트의 조합이 질적으로 다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 그 일은 동등한 Generalist의 그룹이었다면 쉽게 처리되지 않았을[=스페셜 리
스트 그룹의 업무 진행이 generalist 보다 좋다.] / 반면에, 역은 사실이 아니다.

12. Rather, the primary motivations for their behaviors remain spontaneous
reactions both to internal, unrelated, genetic programming as well as cues from
their environment. 2022 사관

Step A. 문장구조 파악
Rather, the primary motivations for their behaviors remain spontaneous reactions
both to internal, unrelated, genetic programming as well as[=and] cues from their
environment. 2022 사관
☞both A as well as B [=both A and B] A 와 B 둘 다

Step B. 직독직해
오히려, 그들의 행동에 대한 주요 동기는 자발적인 반응으로 남아있다. 내부적, 비관계적, 유
전적 프로그래밍에 대한 그들의 환경에 대한 단서 뿐만 아니라.

Step C. 문장의 의미
오히려, 그들의 행동에 대한 주요 동기는 자발적인 반응으로 남아있다. 내부적, 비관계적, 유
전적 프로그래밍에 대한[를 향한] 그들의 환경에 대한 단서 뿐만 아니라.

13.There was little emphasis on abstract theorizing or the learning of general
principles. 2022 사관

Step A. 문장구조 파악
There was little emphasis [on abstract theorizing or the learning of general
principles.] 2022 사관

Step B. 직독직해
강조점이 거의 없다. 추상적 이론화 또는 일반적 원리의 학습에 대한

Step C. 문장의 의미[=같음]
강조점이 거의 없다. 추상적 이론화 또는 일반적 원리의 학습에 대한

14.Early behavioral observations already argued against the idea of the brain as a
blank slate. 2022 사관.

Step A. 문장구조 파악
Early behavioral observations already argued against the idea of the brain as a
blank slate. 2022 사관.

Step B. 직독직해
초기 행동관찰들은 이미 반대했다 / 뇌를 빈 slate라고 보는 생각에 /

Step C. 문장의 의미[=같음]
초기 행동관찰들은 이미 반대했다 / 뇌를 빈 slate라고 보는 생각에 /

15. Compared to life forms whose lives are controlled mostly by thoughtless,
genetic programming, humans now had the heavy burden of having to think
before acting. 분사구문 문장끝 2022 사관.

Step A. 문장구조 파악
Compared to life forms [whose lives are controlled mostly by thoughtless, genetic
programming], humans now had the heavy burden of having to think / before
acting. 분사구문 문장끝 2022 사관.

Step B. 직독직해
삶의 형태랑 비교되었을 때, / 그것의 삶이 대개 생각없는, 유전적 프로그래밍에 좌우되는 /
지금 인간은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야만 하는 큰 짐을 가지고 있다.

Step C. 문장의 의미
삶의 형태랑 비교되었을 때, / 그것의 삶이 대개 생각없는, 유전적 프로그래밍[=유전자]에 좌
우되는 / 지금 인간은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야만 하는 큰 짐[책임]을 가지고 있다. <idea:인간
은 다른 삶의 형태와 비교하여 큰 책임을 지닌다>

16. We know that focusing conscious awareness on the mechanics of one’s
performance, while useful in very early stages of skill acquisition, has a disruptive
effect on more experiences players or performers. 표현 문장끝 2022 사관

Step A. 문장구조 파악
We know / that focusing conscious awareness on the mechanics of one’s
performance, while useful in very early stages of skill acquisition, / has a
disruptive effect on more experienced players or performers. 표현 문장끝 2022 사관

Step B. 직독직해
우리는 안다. / 누군가의 수행 원리에 대해 의식적인 인지 집중을 하는 것은 / 그것이 skill
획득 단계에서는 유용하지만, / 더 숙련된 플레이어 혹은 수행자들에게 방해효과를 준다는 것
을.

Step C. 문장의 의미
우리는 안다. / 누군가의 수행 원리[=수행]에 대해 의식적인 인지 집중을 하는 것은 / 그것이
skill 획득 단계에서는 유용하지만, / 더 숙련된 플레이어 혹은 수행자들에게 방해효과를 준다
는 것을. <idea:다른 사람의 수행에 집중하는 것은 스킬 획득 단계에서는 유용하지만 숙련된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17. While parents are better informed now than they were in the days of Holt and
Watson about children’s need for affectionate touch, busy work schedules may not
give them much opportunity to provide it. 비교급 문장끝 2022 사관

Step A. 문장구조 파악
While parents are better informed now than they were in the days of Holt and
Watson [about children’s need for affectionate touch], / busy work schedules may
not give them much opportunity to provide it. 비교급 문장끝 2022 사관

Step B. 직독직해
부모들이 그들이 Holt와 Watson 시절 보다 현재 아이들에 대한 애정적인 손길의 필요성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지만, 바쁜 work schedules은 그들에게 그것을 줄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것 같다.

Step C. 문장의 의미[=같음]
부모들이 그들이 Holt와 Watson 시절 보다 현재 아이들에 대한 애정적인 손길의 필요성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지만, 바쁜 work schedules은 그들에게 그것을 줄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것 같다.

18. Nor are children likely to receive their quota of hugs and kisses outside of
the home as childcare providers are increasingly fearful that affectionate touch
maybe interpreted as an inappropriate, abusive touch 도치 문장끝 2022 사관.

Step A. 문장구조 파악
Nor are children likely to receive their quota of hugs and kisses [outside of the
home] / as childcare providers are increasingly fearful / that affectionate touch
maybe interpreted as an inappropriate, abusive touch 도치 문장끝 2022 사관.

Step B. 직독직해
아이들이 집 밖에서 포옹과 kiss의 할당량을 받을 것 같지 않다. / 왜냐하면 아이 돌보미들이
점점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 애정적인 손길이 부적절하고 학대하는 손길로 해석되는 것을.

Step C. 문장의 의미
아이들이 집 밖에서 포옹과 kiss의 할당량을 받을 것 같지 않다. / 왜냐하면 아이 돌보미들이
점점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 애정적인 손길이 부적절하고 학대하는 손길로 해석되는 것을.
<idea:아이 돌보미들이 자신의 애정적 손길이 학대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포옹과 kiss의
할당량 부족으로 이어진다.>

19. Moral relativism is the idea that the truth of a moral judgement or principle is
dependent upon

and relative to its acceptance by some person or group of

persons. 2022 사관.

Step A. 문장구조 파악
Moral relativism is the idea / that the truth of a moral judgement or principle is
dependent upon and relative to its acceptance [by some person or group of
persons.] 2022 사관.

Step B. 직독직해
도덕적 상대주의는 생각이다. / 도덕적 판단 혹은 원리의 진실이 몇 사람과 혹은 사람들의 그
룹에 의한 수용에 달려있고, 그것에 상대적이라는

Step C. 문장의 의미
도덕적 상대주의는 생각이다. / 도덕적 판단 혹은 원리의 진실이 몇 사람과 혹은 사람들의 그
룹에 의한 수용[=그 사람들이 수용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고, 그것에 상대적이라는

20.Individuals tended to eliminate colleagues from their network if these
co-workers provided negative feedback. 2022 사관.

Step A. 문장구조 파악
Individuals tended to eliminate colleagues from their network / if these co-workers
provided negative feedback. 2022 사관.

Step B. 직독직해
개인들은 그들의 네트워크에서 동료를 제거하는 경향이 있다. / 만약 이 동료들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했다면.

Step C. 문장의 의미[=같음]
개인들은 그들의 네트워크에서 동료를 제거하는 경향이 있다. / 만약 이 동료들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했다면.

21.

Nonetheless, there may be what clinical psychologists call “secondary gain”

that derives from the memory. 2022 사관.

Step A. 문장구조 파악
Nonetheless, there may be what clinical psychologists call “secondary gain” [that
derives from the memory.] 2022 사관.

Step B. 직독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 심리학자가 기억에서부터 나오는 “두 번 째 획득”이라고 부르는 것
이 있다.

Step C. 문장의 의미[=같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 심리학자가 기억에서부터 나오는 “두 번 째 획득”이라고 부르는 것
이 있다.

22. About 19 percent of crops produced and sold in the United States come from
irrigated land. 2021 사관

*irrigated 관개지의

Step A. 문장구조 파악
About 19 percent of crops [produced and sold in the United States] come from
irrigated land. 2021 사관

*irrigated 관개지의

Step B. 직독직해
미국에서 생산된 약 19퍼센트의 작물들은 관개지에서 온다.

Step C. 문장의 의미[=같음]
미국에서 생산된 약 19퍼센트의 작물들은 관개지에서 온다.

23. Conflicts do not necessarily happen for the best, but we are learning to make
the best of conflicts that happen. 2021 사관

Step A. 문장구조 파악
Conflicts do not necessarily happen for the best, but we are learning to make the
best of conflicts [that happen.] 2021 사관

Step B. 직독직해
갈등은 반드시 최선으로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최
선을 만드는 것을 학습할 것이다.

Step C. 문장의 의미
갈등은 반드시 최선으로[=최선의 방향으로]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최선[=최선의 갈등]을 만드는 것을 학습할 것이다.

24. The instructions will be carefully reviewed in the capital and sent by encoded
means to the nation’s embassy or mission abroad. 2021 사관.

Step A. 문장구조 파악
The instructions will be carefully reviewed in the capital and sent by encoded
means to the nation’s embassy or mission abroad. 2021 사관.

Step B. 직독직해
그 지침은 조심스레 수도에서 다시 검토된다. 그리고 암호화된 수단으로 보내진다. 국가의 대
사관 혹은 해외 사절단으로.

Step C. 문장의 의미[=같음]
그 지침은 조심스레 수도에서 다시 검토된다. 그리고 암호화된 수단으로 보내진다. 국가의 대
사관 혹은 해외 사절단으로.

25. Some contact or acquaintance [between a pair of people] is an essential
precondition [for the formation of a relationship] [between them.] 2021 사관.

Step A. 문장구조 파악
Some

contact

or

acquaintance

[between

a

pair

of

people]

is

an

essential

precondition [for the formation of a relationship] [between them.] 2021 사관.

Step B. 직독직해
사람들 사이의 연락 혹은 앎은 / 그들 사이의 관계 형성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Step C. 문장의 의미[=같음]
사람들 사이의 연락 혹은 앎은 / 그들 사이의 관계 형성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26. Skepticism, as a method of doubt that demands evidence and reasons for
hypotheses, / is essential [to the process of scientific research, philosophical
dialogue, and critical intelligence.] 2021 사관.

Step A. 문장구조 파악
Skepticism, as a method of doubt [that demands evidence and reasons for
hypotheses], / is essential to the process of scientific research, philosophical
dialogue, and critical intelligence. 2021 사관.

Step B. 직독직해
회의주의는, 가설을 위해 증거와 합리를 요구하는 의심의 방법으로서, 과학적 조사, 철학적 담
화, 그리고 비판적 성찰의 과정에 필수적이다.

Step C. 문장의 의미[=같음]
회의주의는, 가설을 위해 증거와 합리를 요구하는 의심의 방법으로서, 과학적 조사, 철학적 담
화, 그리고 비판적 성찰의 과정에 필수적이다.

27. The man was captured and held prisoner in France from 1807 to 1808. 2021
사관

Step A. 문장구조 파악
The man was captured and held prisoner / in France from 1807 to 1808.

Step B. 직독직해
그 사람은 포획되었고 죄수로 수감되었다. / 프랑스에서 1807년부터 1808년까지.

Step C. 문장의 의미[=같음]
그 사람은 포획되었고 죄수로 수감되었다. / 프랑스에서 1807년부터 1808년까지.

28.Nevertheless, the study of thinking has moved out of the philosopher’s library
and into the laboratory—out of the philosopher’s head and into the scientist’s. 문장

끝 전치사 2021 사관

Step A. 문장구조 파악
Nevertheless, the study of thinking / has moved out of the philosopher’s library
and into the laboratory—out of the philosopher’s head and into the scientist’s. 문장
끝 전치사 2021 사관

Step B. 직독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대한 연구는 철학자의 서재로부터 나와 연구실로 들어갔다. 철학
자의 머리에서 나와 과학자의 머리로 들어간 것처럼.

Step C. 문장의 의미[=같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대한 연구는 철학자의 서재로부터 나와 연구실로 들어갔다. 철학
자의 머리에서 나와 과학자의 머리로 들어간 것처럼.

29.So slow and painful is the process of mastering a technique, whether of
handicraftsmanship or of art, that we are taken aback by the realization that all
around us are creatures carrying on the most elaborate technique. 문장끝 도치
2021 사관.

Step A. 문장구조 파악
So slow and painful / is the process of mastering a technique, whether of
handicraftsmanship or of art, / that we are taken aback by the realization / that
all [around us] are creatures [carrying on the most elaborate technique.] 2021 사
관.

Step B. 직독직해
기술을 숙련하는 과정이 너무 느리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이 손공예 이든 예술 이든, 우
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가장 정교한 기술을 담고있다는 앎[사실]에 허를 찔린다.

Step C. 문장의 의미
기술을 숙련하는 과정이 너무 느리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이 손공예 이든 예술 이든, 우
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가장 정교한 기술을 담고있다는 앎[사실]에 허를 찔린다.

30. When you’re feeling stressed, your primitive brain wants to kick in—and when
the primitive brain is in charge, it tends to make decision that are bad news for
relationships. 2021 사관

Step A. 문장구조 파악
When you’re feeling stressed, your primitive brain wants to kick in—and when the
primitive brain is in charge, it tends to make decision [that are bad news for
relationships.] 2021 사관

Step B. 직독직해
네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너의 원초적 뇌는 관여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너의 원초적 뇌가 충
전 중일 때, 관계에 나쁜 소식[=관계를 망치는]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Step C. 문장의 의미
네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너의 원초적 뇌는 관여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너의 원초적 뇌가 충
전 중일 때, 관계에 나쁜 소식[=관계를 망치는]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