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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강 어휘의 이해 (3)  - 78p
기출1

In early times, the healer's task was to drive bad 
spirits out of the sick person.

drive  
1. To steer or operate a motor vehicle, such as a car: 

조종하다

I drove into town and went to the restaurant.  

2. To carry in a vehicle: Our parents drive us to 
school.  

3. To put into and keep in motion: The machine is 
driven by electricity.  

4. To make something or someone go to or from 
that place: The smoke also drove mosquitos away.  

5. To force or cause to penetrate: Drive nails into the 
관 통 하 다

wall.

drive 

초기 시대에 치료사의 임무는 병든 사람으로부터 
악령들을 쫓아내는 것이었다.

1. 자동차와 같은 자동차류를 조종하거나 운전하
다: 나는 시내로 차를 운전하고 들어가 음식점으로 
갔다.  

2. 차량에 태워가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차에 
태워 학교에 데려다 주신다.  

3. 움직이게 하여 움직이는 상태를 유지하다: 그 
기계는 전기에 의해 작동된다.  

4.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어떤 곳으로 가게 하거나 
그 곳에서떠나게 하다: 연기는 또한 모기들을 쫓아
냈다.  

5. 관통하게 만들거나 관통하게 하다: 벽에 못을 
박아라.

 ④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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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ing as it does on a hill, the tower has a good 
command of the area. 

command

1. An order given by a person in authority: The king 
issued a command for the prisoner to be set free.  

2. Control of a situation that someone has because 
he or she has power or authority: He would take 
command of the campaign.  

3. Knowledge of a language or the ability to use the 
knowledge: His command of English was excellent.  

4. An instruction that you give to a computer: 
Commands given to the computer can be typed in 
from the keyboard.  

5. Power of dominating a region by reason of 
location: The castle has an excellent command of 
the surrounding countryside.

command 

언덕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타워에서는 그 지
역이 잘 내려다보인다.

1. 권위 있는 사람에 의해 주어지는 명령: 왕은 그 
죄수를풀어주라는 명령을 내렸다.  

2. 어떤 사람이 힘이나 권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 그가 그 캠페인에 
대한 지휘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3. 언어에 대한 지식이나 그 지식을 사용할 줄 아
는 능력: 그의 영어 구사 능력은 뛰어났다.  

4. 컴퓨터에 내리는 지시 사항: 컴퓨터에게 지시하
는 명령어들은 키보드를 이용하여입력하는 것이 
가능하다.  

5. 위치상의 이유로 어떤 지역을 지배하는 능력: 
그 성에서는 주변 시골 지역을 아주 잘 볼수있다.  

 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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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Britons seem to be obsessed by the weather 
because it is a wonderful ice-breaker. 

It's the only way we'd talk to anyone without being 
introduced. 

We can sit in a train (A) [compliment / 
compartment] for five hours and just say, "It's a fine 
day, isn't it?" 

Although British weather often appears uniform, 
획 일 적 인

each day actually brings many fascinating (B) 
[variations / vaccinations]. 

What we have now is not what we might have in an 
hour. 

We don't like it if we have the same weather for 
more than four or five days at a time.  

So be careful when you say, "There won't be any rain 
tomorrow, either." 

You have to remember that a lot of people want rain. 

You must not (C) [smile / frown] when you say it.

영국인과 날씨

우리 영국인들은 날씨에 관한 대화가 모르는 사람
과 말문을트는 아주 멋진 소재가 되므로 날씨에 관
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것 같다. 

그것은 우리가 소씨개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화제 거리이다. 

우리는 기차의 객실에서 “날씨가 좋네요. 그렇죠?”
라는 말만을 하고 다섯 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 있
다. 

비록 영국의 날씨는 종종 획일적인 것처럼 보이지
만, 실제로는 매일 여러 가지다양한 멋진 변화를 
가져다준다. 

현재의 날씨는 한 시간 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
도 모르는 날씨가 아니다. 

4, 5일 이상 똑같은 날씨가계속되면, 우리는 그것
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일도 역시비가 오지 않을 거예요.”라
고 말할 때에 조심하도록 하라.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할 때에미소를 짓지 말아야 한다.  

 (A) compartment - (B) variations - (C) smi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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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번1

Hamilton's creek provides drainage for quite a 
샛 강 배 수 . . .

scope of country, and when the creek is swelled by 
heavy rains, the flood rises rapidly and comes down 

나 타 나 다

in a great wall of water. 

I have often seen the creek, which is ordinarily a 
trivial stream, become a torrent within a few minutes. 

급 류 . .

On one occasion a party of sightseers had a narrow 
escape. 

Having made their way up into the narrow valley 
along the margin of the shallow stream, they were 
startled by a roar above them, and the guide ordered 
them to climb for their lives. 

They scrambled up out of harm's way and watched 
the angry flood waters rush past with thunder-like 
sounds, sending up clouds of spray.

Hamilton 샛강의 급속한 수위 상승

상당히 넓은 시골 지역의 물이 Hamilton 샛강으
로 유입되므로, 폭우로 인해 강물이 불게 되면 홍
수가 발생하여 빠른 속도로 수위가 올라가 엄청난 
양의 물이 파도를 이루어 흘러 내려온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은 샛강이 몇분만에 급류로 
돌변하는 것을 나는 종종본적이있다. 

한번은 한무리의 관광객들이 간신히 위험을 모면
한 적이 있었다. 

좁은 계곡에서 얕은 물의 가장자리를 따라 들어갔
던그들은 위쪽에서 들려오는 굉음을 듣고 놀랐고, 
안내원은 그들에게 목숨을 구하기 위해 위로 올라
가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안전한 곳으로 기어 올라가 성난 홍수가 물
보라를 일으키며 우레와 같은 소리를내며 빠른 속
도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party = group of peop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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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Figure 1, material is passed through the gap 
between two ① rotating rollers. 

The rollers squeeze the material as it passes 
between them.

The rolled material emerges with a thickness 
roughly ② equal to the gap between the rollers. 

Because the rollers are ③ rectangular, rolling 
produces material in the sheet form. 

Steel sheet for the bodies of cars is made this way. 
Rolling is not restricted to flat sheets, though. 

If the desired product has a contoured surface, then 
윤 곽 있 는

by using special rollers the contour can be rolled on. 

If the surface pattern needs to be deeper than is 
possible during one rolling pass, then ④ multiple 
rollers can be used. 

For example, railway tracks are made by rolling 
between pairs of progressively ⑤ deeper contoured 
rollers. 

The various stages for rails are shown in Figure 2.

압연 가공법

그림 1에서 물질이 두 개의 회전하는 롤러들 사이
의 틈으로통과한다. 

이 물질이 롤러들 사이로 지나갈 때에 롤러들이 이 
물질을 압착한다. 

롤러를 통과한 물질은 대략 롤러 사이의 간격과 비
슷한 두께가 되어 나온다. 

롤러의 모양이 직사각형(→ 원통형)이므로, 압연 
과정을 통해 판 모양의 물질이 만들어지게 된다. 

자동차 몸체에 사용되는 강철판이 이런 식으로 만
들어진다. 하지만 압연 과정은 평평한 판에만 국한
되는 것은 아니다. 

만들고자 하는 제품의 표면이 곡선 윤곽선을 지닌 
경우에는 특수 롤러를 사용하여 그리로 통과시켜
서 곡선윤곽선을 지닌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 

표면의 모양이 압연 과정을한 번 통과해서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일 경우에는 여러 개의 롤
러가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철로는 점점 더 그 깊이가 깊어지는 곡
선 윤곽선을 지닌 모양의 롤러들 사이로 몇 번 통
과시켜서만들어진다. 

철로를 만드는 다양한 단계들을 그림 2에서 보여
주고있다.

 ③ cylindrica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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