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PS Final 독해 특강 II 

시험 보기 전, 이것만은 알고 가자: 중간 빈칸 

 

I. 중간의 빈칸은 discussion의 supporting sentences에 해당 

II. 중간 빈칸의 hint는 빈칸 바로 뒤에서 찾는다. 

III. 빈칸 뒤에 However가 있을 경우 뒤에 따라 나오는 문장에서 hint를 찾으면 안된다. 

IV. However (그러나, 한편)는 논점의 전환임으로 반대 혹은 다른 의견의 내용을 찾아야 한다. 

 

 

1. With around 10,000 bird species to look at, it should come as no surprise that bird watching 

has become one of the more popular nature-related hobbies. Our feathered friends are 

generally easier to see than other animals as many are brightly colored and can be frequently 

encountered wherever you travel. Among the best birding places is the island of Borneo. The 

pristine place __________________ harboring hundreds of spectacular bird species. Shared by 

Indonesia, Malaysia, and The Sultanate of Brunei, the island is where birdwatchers usually focus 

their efforts to look for hornbills, broadbills, and nearly 40 species that occur nowhere else.  

   

(a) stands out in terms of its eco-friendly tours  

(b) has a high level of biodiversity  

(c) has been protected from birdwatchers  

(d) is inaccessible and has few eco-lodges  

 

 

2. SAD is sometimes known as "winter depression" because the symptoms are more apparent 

and tend to be more severe during the winter. The symptoms often begin in the autumn as 

the days start getting shorter and become severe most from December to February.  What 

triggers SAD has not been fully elucidated, but it is believed by many that it is 

_______________________. The main theory is that a lack of sunlight might prevent a part of the 

brain called the hypothalamus from working properly. Therefore, the most widely employed 

treatment is using a special lamp called a light box to simulate exposure to sunlight.  

 

(a) becoming a common disease with a few treatments   



(b) caused by the detrimental radiation of the Sun 

(c) often linked to reduced exposure to sunlight 

(d) closely related with the hyperactive reflexes of the brain  

 

 

3. The Metamorphosis has been acclaimed as Franz Kafka’s best works. The novel reflects 

Kafka's view of the desperation connected with the human struggle for redemption. On the 

other hand, it is obvious that the story directly illustrates____________. The emotional and 

physical abuse Gregor, the protagonist, goes through are similar to what Kafka went through 

in real life. Transforming into a bug as a way of exaggerating himself, Gregor is trying to 

express his feelings of being trapped in his room as Kafka felt when writing the novel. 

 

(a) his lack of morality and faith  

(b) many of the negative aspects of his personal life.  

(c) the writer’s disillusionment with the modern society  

(d) Gregor's procrastination in escaping from the fantasy  

 

 

4. The Internet is creating a whole new world and making it more fascinating. What is the 

most attractive aspect of the Internet? It may not only be the wide range of technological 

features, but _________________________. For example, many websites allow us to publish to a 

larger audience with amazing efficiency and at low cost while social media enables us to 

communicate with a much greater number of people on a global scale. Added together, there 

are billions of computers connected to the internet, all able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 the speed and convenience at which information can be found  

(b) the lucrative economic opportunities provided to people all over the world  

(c) an extensive range of ways to publish one's literary works worldwide  

(d) the broad ways it allows for people to contact one another  

 

 

5. Solar energy powers the Earth by fueling the plants and trees that form the basis of a 

complex and life-sustaining exchange of gas and energy. Through small structures known as 

chloroplasts, plants ____________________. It allows them to break down the soil's nutrients to 

feed themselves, produce the pollens and saps needed to survive and procreate, and convert 

carbon dioxide into oxygen. Light is necessary for plants to capture carbon from the carbon 



dioxide in the air and break down water to obtain hydrogen.  In short, plants use energy from 

the sun to fuel those chemical processes.  

 

(a) help the environment by producing oxygen 

(b) feed almost all living creatures by producing oxygen 

(c) convert sunlight directly into energy 

(d) purify air and soil by removing carbon dioxide 

 

6.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creased speed limits and accident rates did not verify 

its validity. The study found a lesser impact when speed limits were raised from 65 to 75 mph. 

Although the analysis did not explain why a smaller increase occurred at the higher speeds, 

the study suggested that people _____________________, and that roads deemed appropriate for a 

75 mph limit are safer. However, this study contradicts previous statistic evidences that the 

number of fatal crashes increases with higher speed. Therefore, it is not clear whether 

increasing the speed limit will result in an overall increase or decrease in fatalities. 

(a) have a tendency of becoming reckless on highways with higher speed limits 

(b) object to lowering speed limits on major city-roads for the safety of pedestrians 

(d) appear confused with the different speed limits on different roads  

(d) may drive more cautiously when driving faster 

 

7. Nowadays, online learning turns out to be more and more practical and cost-effective. In 

particular, online learning is a great alternative to traditional universities for people who cannot 

afford the time and money to take real courses. Students have the chance to study in their 

own time and relatively at low costs, accessing all resources of a traditional course wherever 

they are. In fact, it ________________________, which refers to the fact that online courses barely 

cope directly with the intimate and individual needs of students. The results of many studies, 

however, suggest that, in terms of academic performance, online learning outcomes are equal, 

or even better than those produced in a traditional classroom.  

   

(a) cannot offer human interaction nor create intimate rapport  

(b) contributes to promoting diverse views and make higher education available  

(c) provides an optimal environment for shy students to voice their opinions  

(d) offers as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as traditional classes do  

 

 



Answers 

1 2 3 4 5 6 7 

(b) (c) (b) (d) (c) (d) (a) 

 

1. 관찰할 수 있는 대략 10000 정도의 새들이 있기 때문에, 조류관찰이 자연과 연관된 취미 중에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은 놀라운 것은 아니다. 우리의 조류친구들은 일반적으로 쉽게 관찰된다, 왜냐하면 많은 새들이 

화려하고, 여행을 하는 곳 어디에서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류를 관찰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 중에 하나

가 보르네오 섬이다. 수 백 종의 새들이 거주하는 이 원시의 장소는 _______________.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부루

나이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보르네오 섬에서 조류관찰자들은 hornbills, broadbills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40 종 가까운 새들을 보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a) 환경친화적인 여행에 관해서는 뛰어나다.  

(b) 생물학적 다양성이 높은 곳이다.  

(c) 조류관찰자가 들어갈 수 없도록 보호되고 있다.  

(d) 접근할 수 없고, 환경적인 숙박시설이 별로 없다. 

 

2. SAD의 증상이 겨울에 더욱 드러나고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SAD는 겨울우울증이라고 알려져 있다. 증

상은 낮이 점점 짧아지는 가을부터 시작되고 12월에서 2월 사이에 심해진다.  무엇이 SAD를 촉발하는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은) _____________________. 주요 이론은 태양빛의 부족이 사상하

부라고 불리는 뇌의 어떤 부분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치료방법은 태양빛에 노출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light box라고 불리는 특별한 램프를 이용한다.  

 

(a) 몇몇 치료방법이 있는 일반적인 질병이 되고 있다.  

(b)태양의 해로운 방사선에 의해 촉발된다.  

(c) 태양빛에 노출되는 것이 적어진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d) 뇌의 과민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 "변신"은 카프카의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칭송 받는다. 이 소설은 구원을 위한 인간적인 고난과 관련된 

절박함에 대한 카프카의 관점을 반영한다.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는 _____________________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주인공인 그레고르가 겪는 정신적 신체적 학대는 카르카가 생전에 겪었던 것과 비슷하다. 자기 자신을 과장하는 

방법으로서 곤충으로 변한 그레고르는 카프카가 이 소설을 쓸 때 느꼈던 것과 같이 자신의 방에 갇혀있는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a) 도덕성과 신념의 부족  

(b) 그의 개인적인 삶에 있었던 부정적인 측면  

(c) 현대사회에서의 환멸  

(d) 환상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그레고르의 지연 

 

4. 인터넷은 완전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더욱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 인터넷의 가장 매력적인 특

면은 무엇일까? 그것은 기술적인 기능뿐만이 아니라, _________________이다. 예를 들어 많은 웹사이트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울 정도의 효율성과 적은 비용으로 게재하게 하고, 소셜미디어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덧붙여, 인터넷에 연결된 수십 억 개의 컴퓨터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서로 의사 소통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 정보가 찾아지는 속도와 편리성  

(b)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수익이 되는 경제적 기회 

(c) 자신의 문학작품을 출판할 수 있는 많은 기회  

(d) 서로 접촉 (연락)할 수 있게 하는 많은 방법 

 

5. 태양에너지는 복잡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가스와 에너지의 교환의 기본을 형성하는 식물과 나무들에 연료를 

공급함으로써 지구에 힘들 준다.  엽록소라고 불리는 작은 구조를 통해서, 식물들은 _______________________. 

이것은 나무와 식물들이 흙의 영양소를 분해하여 스스로 음식을 제공하고, 생존과 번식에 필요한 화분을 

생산하고, 일산화탄소를 산소로 변화시킨다. 빛은 식물들이 공기 중에 있는 일산화탄소에서 탄소를 잡아내고,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얻는데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식물들은 이러한 화학적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한다.  

 

(a)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환경을 돕는다 

(b) 산소를 생산함으로써 모든 생물을 먹여 살린다.   

(c) 태양빛을 에너지로 전환한다.  

(d) 이산화탄소를 제거함으로써 공기와 토양을 정화한다.  

 

6. 제한속도를 높이는 것과 사고율에 관한 연구는 그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 연구는 제한 속도를 65 에서 

75 로 높였을 때, 그 영향이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한속도를 높였는데도 왜 사고율이 줄어들지 

않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지만, 이 연구는 사람들이(은) 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리고 75mph 가 

적절한 도로는 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제한속도를 높이면 사망충돌사고가 많아진다는 

통계수치적인 증거에 반박한다. 따라서 제한 속도를 높이는 것이 사망자를 늘리는지 줄이는지는 확실치 않다.  

(a) 제한 속도가 높으면 무모해지는 경향이 있다.  

(b)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시내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데 반대한다.  

(d) 도로마다 다른 제한 속도에 혼란스러워한다.  

(d) 빠르게 운전할 때 더 조심스러워진다.  

 

7. 요즘 온라인 교육이 더욱 더 실용적이고 비용효율적이라고 판명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교육은 실제 수업을 

듣기 위한 돈과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대안이다. 학생들은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전통적인 수업의 모든 자료들에 접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사실, 온라인 수업은 

_____________ 이것이 온라인 수업들이 학생들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필요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학습 성과 면에서 온라인 교육의 결과는 전통적인 수업에서 발생시키는 것과 동등하다고 

밝혀졌다.  

(a) 인간적 교류나 친밀감을 제공하지 못한다.  

(b) 다양한 의견을 촉진하고 고등교육을 가능하게 만든다.  

(c) 수줍은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d) 전통적인 수업에서와 똑같은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