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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02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1

When we carefully examine the genetics of the simplest 
검 토 한 다 유 전 적 특 성

kinds of animals and their ancestors, / we can learn 
조 상 들

something crucial about ourselves. 
중 요 한 것

우리가 가장 단순한 종류의 동물과 그들의 조상들의 유전적 특징을 주의 

깊게 검토하면, /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매우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다.

Down at the base of the tree of animal life, deep in the 
아 래 쪽 토 대

ancestral roots, / it becomes impossible to tell  the 
선 조 들 의 뿌 리 구별하다

difference between our kin and the forerunners of 
친 족 선 조

mushrooms.
버 섯

동물 생명체 나무의 토대 저 아래쪽, 선조들의 뿌리 깊은 곳에서, 우리의 

친족과 버섯의 선조들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Animals and fungi merge, forming a stout 1-billion-year-
합 쳐 진 다

old limb that combines the two.
가 지 혼합하다 , 결합하다

동물과 균류는 합쳐지고, 둘을 혼합하는 10억 살 된 강인한 가지를 만든

다.

Evidence for this union comes from comparing animal 
연 합 비 교 하 다

and fungal DNA.

이 연합의 증거는 동물과 균류의 DNA 를 비교하는데서 나온다. 

stem from(~로부터 기인하다) = have its origins in, arise from, 

originate in[from], spring from, derive from, come from, result 

from, be attributed to 

우리가 가장 단순한 종류의 동물과 그들의 조

상들의 유전적 특징을 주의 깊게 검토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매우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다. 동물 생명체 나무의 토대 저 아

래쪽, 선조들의 뿌리 깊은 곳에서, 우리의 친

족과 버섯의 선조들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

해진다. 동물과 균류는 합쳐지고, 둘을 혼합

하는 10억 살 된 강인한 가지를 만든다. 이 

연합의 증거는 동물과 균류의 DNA 를 비교

하는데서 나온다. 

아래 문장에서 틀린 곳을 찾아 고치고 빈칸

은 채우시오.2

When we carefully examine the 

_______ of the simplest kinds of 

animals and their ancestors, we can 

learn crucial something about 

ourselves. Down at the base of the tree 

of animal life, deep in the ancestral 

roots, it becomes possible to tell the 

difference between our kin and the 

forerunners of mushrooms. Animals 

and fungi merge, form a stout 1-billion-

year-old limb that divide the two. 

Evidence for this _____ comes from 

_________ animal and fungal DNA. 

 ④ 진화 생물학상 인간은 균류와 매우 가까운 계통에 속한다.1

 genetics / something crucial / impossible / forming / combines / union / compar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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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molecular phylogenetic work / has been widespread 

계 통 발 생 ( 론 ) 의 작 업

for detecting evolutionary relatedness for thirty years.
알 아 내 기 위 해 서 진 화 상 의 관 련 성

이 분자 계통발생론 적인 작업은 / 30년 동안 진화상의 관련성을 알아내

기 위해 널리 퍼져 왔다.

As methods have tightened  and data sets have 
엄하게 관리되다, 치밀해지다

expanded, / the case  for the affinity between animals 
확 장 되 다 주장 argument 밀접한 관계

and fungi has strengthened. 
강 화 되 었 다

방법이 치밀해지고 데이터 세트가 확장되면서, / 동물과 균류의 관련성에 

대한 주장은 강화되었다.

So, beyond the illogic of claiming transcendence over 
넘 어 서 비 논 리 주 장 하 다 초 월 성

mushrooms that we see on a lawn, / we are related to 
버 섯 에 대 한

them. 

그러므로, 우리가 잔디밭에서 보는 버섯에 대한 (우리의) 초월성에 대한 

비논리를 넘어서, 우리는 그것들과 연관되어 있다.

be associated with = be connected with, be related to, be 

linked with

We are more similar to fungi than we are to plants or to 
do (X)

any of the other major groupings of life.

우리는 식물이나 혹은 다른 어떤 주요한 생물 집단 보다도 균류와 더 유사

하다.  

이 분자 계통발생론 적인 작업은 30년 동안 

진화상의 관련성을 알아내기 위해 널리 퍼져 

왔다. 방법이 치밀해지고 데이터 세트가 확장

되면서, 동물과 균류의 관련성에 대한 주장

은 강화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잔디밭에

서 보는 버섯에 대한 (우리의) 초월성에 대한 

비논리를 넘어서, 우리는 그것들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식물이나 혹은 다른 어떤 주요

한 생물 집단 보다도 균류와 더 유사하다. 

아래 문장에서 틀린 곳을 찾아 고치고 빈칸

은 채우시오.1

This molecular phylogenetic work has 

been widespread for detecting 

evolutionary _________ for thirty 

years. As methods have tightened and 

data sets have expanded, the case for 

the ______ between animals and fungi 

has strengthened. So, beyond the 

llogic of claiming transcendence over 

mushrooms that we see on a lawn, we 

are related to them. We are 

_______________________ to plants 

or to any of the other major groupings 

of life.

 relatedness / affinity / illogic / more similar to fungi than we are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