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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1

An economist says that he wants to tell the young 
people who are still crowding restaurants to stay 
home and eat home‐cooked meals. 
• tell N to do: _________________

And he says, "Save for the rainy days." 

I hope no one listens, because this approach could 
lead to disaster. 
• lead to = cause = result in = bring about

The restaurant industry is the largest employer of 
unskilled labor in the country. 

And unlike in other industries, these workers live 
here among us, not on the other side of the globe. 
• not A but B = B, not A

Large‐scale layoffs among food service workers 
haven't happened yet, but it is important to see that 
they don’t .

don’t (happen)

• they: Large‐scale layoffs

For our country to remain economically stable, it is 
e c o n o m i c a l ( X )

of great importance that customers continue to 
spend as they  normally do .

customers spend

• of great importance = very important

외식의 필요성

어느 경제학자는 여전히 음식점을 가득 채우고 있
는 젊은이들에게 집에 가서 집에서 요리한 음식을 
먹으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곤궁한 때를 대비하라."라고도 말한다.

이런 방법은 재앙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나는 아
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란다.

외식업은 우리나라에서 비숙련 노동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는 산업이다.

그리고 다른 산업에서와는 달리, 이러한 노동자들
은 지구의 다른 편이 아닌 바로 이곳에서 우리와 함
께 살고 있다.

외식업계 종사자들의 대량 해고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이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고객들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소비를 계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요지 : 외식비 지출을 유지해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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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1

In recent years, I've learned that a failure to take 
regular breaks is an enormous mistake that not only 

동 격 . .

wears you down over time, but actually makes you 
less productive. 
more(X) p r o d u c t i v e l y ( X )

I assumed  that by skipping my breaks, I'd be able to 
작가의 판단(주제암시)

save a great deal of time and get more work done.

Now I have an idea that more isn't always better. 
주제암시 동 격 명사로 쓰임

• 부분부정 : not + 전체( all,both, every, always, 
completely, absolutely, necessarily): 주제문

While you may not even feel it at the time, slowly but 
surely your exhaustion will sneak up on you.
• it =  more isn't always better

You'll become less patient and attentive, and your 
more(X) 주 의 하 는

concentration and listening skills will suffer. 

You'll burn out much more quickly, and your 
creativity and insights will slowly fade away.

You'd better push the "pause button" once in a 
while, and push the "replay button" returning to your 

복 귀 하 면 서

work feeling refreshed.
• had better R = might as well R = would rather R : ~하
는 것이 더 좋다 /might well :당연하다

휴식의 필요성

최근 몇 년간 나는 정기적인 휴식을 취하지 않는 것
이 오랜 시간에 걸쳐 당신을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당신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엄청난 실수라
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휴식 시간을 건너뜀으로써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더 많이 한다는 것이 항상 더 나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당시로서는 느끼지 못할 지도 모르지만, 서서히 하
지만 분명히 당신의 피로가 당신을 잠식할 것이다.

당신을 참을성과 주의력이 떨어지고 집중력과 귀담
아듣는 능력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당신은 훨씬 빨리 소진될 것이고, 당신의 창의력과 
통찰력은 서서히 시들 것이다. 

가끔씩 ‘정지 버튼’을 누르고, 새로운 상태로 일에 
복귀하면서 ‘재생 버튼’을 누르는 것이 낫다.

 요지 - All work and no play makes Jack a dull bo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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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1

In a research examining students studying for 
병 렬 A . .

midterms and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a 
병 렬 B . .

psychologist Shelley Taylor compared the students 
who practiced mental rehearsal and focused on 

병 렬 A . . 병 렬 B . .

what they needed to do / to succeed with those 
whose mental rehearsal focused strictly on the 
outcome / they desired.

Students who rehearsed the steps that they needed 
to take / in order to get good grades and to deal 

병렬A 병 렬 B

with stressful experiences enhanced their 
performance more often / than students who 
imagined themselves getting good grades and 

병 렬 A

alleviating stress. 
병 렬 B

• take a step = take a measure = take action

So, when you focus on the process of achieving 
병 렬 A

your goal rather than imagining the end product of 
병 렬 B

your efforts, your chances of success will increase.
• chance of -ing & chance to do
• 주제문

결과물보다는 과정이 중요함

중간시험을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주는 일들에 대
처하는 학생들을 검사한 한 연구에서, 심리학자인 
Shelley Taylor는, 정신적인 예행연습을 하고 성
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한 학생들과, 정
신적인 예행연습이 순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물
에만 집중되었던 학생들을 비교했다.

좋은 성적을 얻고 스트레스를 주는 경험들을 처리
하기 위해 자신들이 밟아야 할 단계를 연습했던 학
생들은, 좋은 성적을 얻고 스트레스를 줄인 자신을 
상상했던 사람들 보다 더 자주 수행 능력이 향상되
었다.

그러므로 당신이 노력의 최종 결과물을 상상하는 
대신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출 때, 당신
이 성공할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요지 -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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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1

 

I know a teacher / who once told her class, on the 
first day of school, that at the end of the year she 
would take them on a very exciting trip. 

Practically every day, students who were not 
behaving properly were threatened with the 
punishment of not going on the special trip. 

Many students even did extra work to make sure /
they would be included. 

During the last week of school, the teacher 
announced to the children that she was moving 
away and would not be able to take them on the trip 
after all. 

This betrayal not only ruined anything good she had 
배 신 . .

done with the kids that year, but soured many of 
싫어하게 만들다

them on school and adults in general. 
the kids

A broken trust has to be avoided at all costs.

• 주제문/ 어휘예상: A broken trust

학생들과의 약속

나는 선생님 한 분을 알고 있는데, 그녀가 한번은 
학기 첫 날에 학급 아이들에게 연말에 아주 신나는 
여행에 데려가겠다고 말했다. 

사실 매일 똑바로 행동하지 않는 학생들은 그 특별
한 여행에 가지 못하는 벌을 받을 거라는 위협을 받
았다.

심지어 많은 학생들이 자기들은 여행에 꼭 포함되
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더 많은 공부를 했다.

학기의 마지막 주에 그 선생님은 자기가 멀리로 옮
겨가게 되어서 결국 아이들을 여행에 데려갈 수 없
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배신은 그 해에 그녀가 아이들과 했던 좋았던 것 
전부를 망쳤을 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학교와 
대부분의 어른들을 싫어하게 만들었다. 

신뢰가 깨지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피해야 한다.

 요지 - 학생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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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1

We are what we eat. 
• 빈칸예상

The diet of the animals we eat has a connection 
with the nutritional quality of our food itself. 

This should be self-evident, yet it is a truth often 
overlooked by the food industry in its desire to 
produce vast quantities of cheap animal protein.
• yet: ___________________

That greed has changed the diet of most of our food 
animals from plants to seeds, because animals 
grow faster and produce more milk on a high-
energy diet of grain. 

But some of our food animals, such as cows and 
sheep, are ruminants that evolved  / to eat grass. 

i s ( X ) 반 추 동 물 . .

If they eat too many seeds, they become sick, which 
is why  grain-fed cattle have to be given antibiotics. 

because(X) 항 생 제 . .

• this is why & this is because

In their natural state, cattle spent their lives grazing  
on local grasses. 
• spend[waste] + N + ing / on +N

Do not force them to eat against their natural 
preference.
• 빈칸예상: natural preference 

소와 양의 먹이

우리는 먹는 대로 된다.

우리가 먹는 동물의 먹이가 우리가 먹는 음식 자체
의 영양학적인 질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어야 하는데 값싼 동물 단
백질을 엄청난 양으로 생산하려는 욕심에서 식품 
산업에 의해 자주 간과된 사실이다.

그 욕심이 대부분의 식용 가축의 먹이를 풀에서 씨
로 바꾸었는데, 왜냐하면 곡물로 된 고에너지 먹이
를 먹으면 동물들이 더 빨리 자라고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나 양과 같은 일부 식용 가축들은 풀을 먹
도록 진화된 반추동물이다.

반추동물들은 너무 많은 씨를 먹으면 병들게 되고 
그래서 곡물을 먹인 소들은 항생제를 투여해야만 
한다.

자연적인 상태에서 소들은 살고 있는 땅의 풀을 먹
으며 생활한다.

그들의 자연적인 선택에 상반되게 먹도록 그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요지 - 소와 양에게는 곡물보다는 풀을 먹도록 해줘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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