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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Leadership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this era of 
change. 

A lot of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s have been 
created out of a mistaken identity between 

인 식 . . . .

leadership and management. 
경 영 . .

Leadership is not simply a matter of memorizing 
병 렬 a . . .

financial facts and adopting strategies of the past. 
병 렬 b , , , ,

A good leader can allow each member to share 
goals and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regardless of their status within an 

직 위 . .

organization. 

Leadership is an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 and followers, not an authority relationship 
between so-called superiors and subordinates. 

상 사 . . . 부 하 직 원 . . .

not A but B = B, not A

There are no cookbooks on the invention of 
leadership for the future, but understanding the true 
nature of leadership as ______________ will guide 
본 질 . . . 안 내 하 다

you in the right direction.
• attitude / altitude / aptitude: _____________________

민주적인 지도력의 필요성

지도력은 이 변화의 시기에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많은 지도력 개발 프로그램들이 지도력과 경영의 
개념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

지도력은 단순히 재정에 관련된 사실들을 기억하고 
과거의 전략들을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구성원들이 목표를 공유하도록 하
고, 조직 내의 직위와 상관없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
여하도록 격려한다. 

지도력은 소위 상사와 부하직원 간의 권위적 관계
가 아니라 지도자와 따르는 자들 간에 서로 영향력
을 주는 관계이다.

미래의 지도력 개발에 대한 비법은 따로 없지만 지
도력의 진정한 본질을 민주적 태도로 이해하는 것
이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a democratic attitud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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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The name seems to say it all. 
주 제 암 시

The Great Depression was bad all around, wasn't it? 
Maybe not. 

New findings show that the Great Depression was 
역접암시

actually good for our health. 
• New findings show that ~: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른면

Annual death rates declined during the years of 
downturn. 
경 기 하 락 . . .

The findings could offer a silver lining to today's 
financial crisis. 

The results reinforce earlier research showing / 
보 강 하 다 . .

depressions reduce mortality. 
사 망 률 . .

In the new study, researchers analyzed mortality 
rate and life expectancy in the years 1920 to 1940. 

"For most age groups, mortality tended to peak 
during years of strong economic expansion," the 

팽 창 기 . . .

authors wrote. 

"In contrast, the depressions coincided 
일 치 했 다 . .

with________________.

불경기일 때, 사망률이 낮고, 호경기일 때, 사망률이 높다

이름이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 같다. 

대공황은 모든 면에서 나빴다 그렇지 않았던가? 아
마 아닐 수도 있다.

새로운 연구 결과는 대공황이 실제로 건강에는 좋
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간 사망률이 경기 하락기 동안 감소했다. 

결과는 오늘날의 금융위기에 한줄기 희망을 줄 수 
있다.

이 결과는 경기침체가 사망률을 줄인다는 것을 보
여주는 이전의 연구들을 보강한다. 

새로운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1920년에서 1940년
까지의 사망률과 평균 수명을 분석했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사망률은 경기 팽창기에 절
정을 이루는 경향이 있었다.

대조적으로 불경기는 평균 수명의 증가와 일치했
다.”라고 필자들은 적었다. 

 gains in life expectancy1
증 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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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There are many theories as to how we think and how 
language plays a role in that process.
• as to: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o we think if  we cannot express our thoughts in 
조건

words? 

Many researchers will not accept the thought that 
동 격 . .

abstract thoughts can occur without language 
attached. 

I disagree with this / because I am convinced that 
확 신 하 다 . .

my dog thinks. 

She is able to reason and determine right from 
추 론 하 다 . .

wrong. 

She amuses herself and seems to dream while she 
즐 긴 다 . .

sleeps and has different facial expressions 
depending on the situation at hand.

All of this leads me to believe that animals, 
l e a d ( X )

including people, think to some extent 
___________.
• all of: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말은 할 줄 몰라도 생각은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언어가 어
떻게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하여 많은 이론이 있다.

우리가 말로 생각을 표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생각
하는 것인가?

많은 연구자들은 추상적인 사고가 언어의 결부 없
이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이다.

나는 나의 개가 생각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
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 개는 추론할 수 있고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스스로 즐기고 자는 동안은 꿈을 꾸는 것으로 보이
고 목전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얼굴 표정을 짓는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사람을 포함한 동물은 어느 정
도 언어 없이 생각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without langu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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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The survival of the African elephant in Kenya is 
being threatened / by ___________________.

Consumers in Asia, America, and Europe do not 
realize that about 80 percent of the ivory on the 
market today is from elephants that have been killed 
illegally. 
불법적으로 . .

• percent of N: 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ey do not realize / they are helping to kill off the 
animal by buying this ivory, creating continuous 
demand. 

The widespread poverty in this part of Africa is 
another reason.

A poacher can earn much more by killing one 
밀 렵 꾼 . . .

elephant than he would normally earn in one year. 

• 비교급 강조: _________________________

Even some governments are willing to participate 
in the illegal ivory trade in order to help their 
economies.
                                                         

아프리카 코끼리의 생존이 무지와 가난으로 위협

케냐에서 아프리카 코끼리의 생존이 무지와 가난으
로 위협받고 있다.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의 소비자들은 오늘날 시장
에 나온 상아의 대략 80%가 불법적으로 죽인 코끼

리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이런 상아를 구매하면서 이 동물을 죽이는 
것을 돕고, 계속적이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을 깨닫지 못한다.

아프리카 이 지역에서 만연하고 있는 가난이 또 다

른 원인이다. 

밀렵꾼은 코끼리 한 마리를 죽여서 일반적으로 일 
년에 벌 것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다.

일부 정부들조차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불법 상아 
무역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다. 

 ignorance and povert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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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There is a single tennis tournament. It is a knockout 
일 대 일 . .

tournament. 

One player plays against another and the winner 
plays the winner of another match — and so on until 
there is a final winner. 

There is one final, two semi-finals, four quarter-
finals, and so on. 

Now, let's suppose / there are 72 entries. 
참 가 자 . . .

How many games will be required to find the 
winner? 

I sometimes use this problem in my seminars, and 
the audience usually get quite upset when I only 
give them 10 seconds to find the answer. 

With this problem, we normally seek to find the 
winner. 

With lateral thinking, there is another possibility. 
측 면 의 . .

• 수평적사고 - 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고방식

Forget about a winner; let us find the losers. Each 
game produces one loser. 

So ________________ are needed. That only takes 
걸 리 다 . .

five seconds.

문제 해결 방법으로의 수평적 접근

일대 일 테니스 토너먼트가 있다. 그것은 승자만이 

올라가는 토너먼트이다.

한 선수는 다른 한 선수를 상대하고, 최종 우승자 
한 명이 있을 때까지 계속된다. 

한 번의 결승전이 있고, 두 번의 준결승, 네 번의 준
준결승, 기타 등등이 있다. 

이제 72명의 참가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우승자를 찾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경기가 필요
할까?

나는 이따금 이 문제를 나의 세미나에서 사용하는
데, 청중들은 그들에게 답을 찾는데 10초 만을 주
게 되면 보통 꽤 당황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보통 승자를 찾으려고 한
다.

수평적 사고로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 

승자는 잊고, 패자들을 찾아보자. 각각의 경기는 한 
명의 패자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71회의 경기가 필요하게 된다. 그것은 5초 
밖에 걸리지 않는다. 

 71 gam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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