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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보어의 이해

1 다음 글의 밑줄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1

A woman was sitting ①looking at people playing in 

the park. A young man saw her ② to sit there and 

invited her to play a quiz game. All she would have 
부 탁 했 다

to do would be to ask and answer questions. Full of 

confidence, he even suggested that if she couldn’t 
자 신 감 에 차 서 제 안 했 다

answer his question, she’d pay $5, but if he couldn’t 

answer hers, he’d pay $500. 

The woman became interested in playing and 

agreed. The man asked, “How many moons does 

Saturn have?” ④Discouraged, the woman gave 
토 성 낙 담 한

him $5. Then she asked, “What goes up a mountain 
오 르 다

with three legs and ⑤ comes down with four?” 
내 려 오 다

Though he thought over and over, he couldn’t 

think of the answer and finally paid her $500. 

“What’s the answer?” he asked her. Immediately, 

the woman gave him a five-dollar bill from her 

purse.

서술형2

Immediately, the woman gave him a five-dollar bill 

from her purse. 의미는?  

번역

한 여자가 공원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한 젊은 남자가 그녀가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퀴즈 게임을 하자 고 청

했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이라고는 질문하고 답하는 

것뿐이었다. 자신감에 차서, 그는 심지어 자신의 

질문에 그녀가 대답하지 못 하면 그녀는 5 달러를 

주면 되지만, 그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자신은 500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여자는 게임을 하는 것에 흥미가 생겨 동의했다. 

남자가 “토성은 몇 개의 위성이 있나요?”라고 물었

다. 낙담 하며, 여자는 그에게 5 달러를 주었다. 그

다음에, 그녀가 “다리 세 개로 산을 올라 (다리) 네 

개로 내려오는 것은 무엇인가요?”라고 물었다. 

남자는 거듭 생각했지만, 답을 생각해내지 못했고 

결국 그녀에게 500 달러 를 주었다. “답이 뭐예

요?”라고 그가 그녀에게 물었다. 곧바로, 여자는 

자신의 지갑에서 5 달러짜리 지폐를 꺼내 그에게 

주었다.

 ② sitting1

 여자는 자신이 낸 문제의 답을 몰랐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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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If you use toothpaste or facial scrub, you ①might 
각질 제거제

be polluting the ocean. Both of these products 

often contain microbeads. Microbeads are tiny 
미 세 플 라 스 틱

pieces of plastic that are smaller than five 

millimeters. 

Due to their size, they are easily washed down sink 
씩 겨 나 간 다 배 수 구

drains. As they are not ②removed by sewage 
하 수

treatment plants, they go straight to the ocean. 
처 리 시 설 직 행 한 다

Just taking one shower can pollute the ocean with 

about 100,000 tiny pieces of plastic. 

This is a serious issue because fish often eat 

microbeads. This can make them ③sick. An even 

④worse problem is that humans sometimes eat 

these fish. Microbeads contain toxins, which can 

cause great harm to us. For this reason, many 

countries have begun ⑤ban the use of microbeads.

Not only are microbes  (A)  enough to slip through 

filters and travel to the ocean, but are also (B) to 

people and the environment.

서술형2

① ~ ⑤ 어법문제  

번역

치약이나 얼굴용 스크럽을 사용한다면, 당신은 바

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지도 모른다. 이 제품들 모

두 흔히 미세플라스틱이 들어 있다. 미세플라 스틱

은 5mm 미만의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다. 

크기 때문에, 그것 들은 쉽게 배수구로 씻겨 나간

다. 그것들은 하수 처리 시설에서 제거되 지 않기 

때문에, 바다로 직행한다. 단지 샤워 한 번 하는 것

이 약 10 만 개의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바

다를 오염시킬 수도 있다. 

이는 물 고기가 자주 미세플라스틱을 먹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물고기 를 병들게 만들 수 

있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때때로 인간이 이런 

물고기를 먹는다는 것이다. 미세플라스틱은 독소

를 함유하는데, 이는 우 리에게 큰 해를 입힐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많은 나라들에서 미 세플

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 미세플라스틱은 여과기를 지나 바다로 이동할 

만큼 충분히 작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사람과 

환경에도 위험하다.  

 ④ small - dangerous1

 ban —> banning[to b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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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의 목적  1

Some people think aquariums have just one 
수 조 관 이

purpose—to entertain visitors. But aquariums also 

play the important role of helping us learn about 

and protect sea creatures. 

For this reason, the City Aquarium is proud to 
시 립 수 조 관

introduce its new sea turtle center. Here, we will 

take care of wild sea turtles that are sick or have 

been injured. Once they are healthy again, they will 

be released. 
방 생 되 다

With the opening of the center, the City Aquarium 
개 장

has positioned itself to become a leader in sea 
자 리 매 김 하 다

turtle conservation. The center will also allow 
보 호

guests to share the joy of helping these beautiful 

animals. It is an experience the whole family can 

enjoy.

어떤 사람들은 수족관이 방문객들을 즐겁게 하는 

단지 한 가지 목적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족관은 우리가 해양 생물에 대해 배우 고 그것을 

보호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시립 수 족관은 새로운 바다거북관을 

소개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병들거나 부상당한 야생 바다거북을 돌볼 것입니

다. 그들이 건강을 되찾는 즉시 방생될 것입니다. 

바다거북관의 개장과 함께, 시립 수족 관은 바다거

북 보호에 있어 선두 주자가 되기 위해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바다거북관은 또한 방문객들이 이 아름

다운 동물들을 돕는 기쁨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경험

입니다.  

 ④ 시립 수족관의 새 전시관를 소개하려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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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에 넣기1

�

Cats are sometimes thought of as being rather silly 
다 소

animals that are always getting themselves stuck 
꼼짝 못하는

in trees. For instance, they often become 

frightened of something, run up a tree, and then 

cry sadly until they are rescued. 

It has to do with the shape of the cat’s claws. Cats’ 
발 톱

claws are hooked in a direction that makes climbing 
굽 어 있 는

up a tree an easy task. When it comes to climbing 
~에 관해서

back down the tree, though, these claws are not 

very helpful. 

In addition, cats need to climb with their heads 

facing up. That means that the only way to get out 

of a tree is to go down backwards. Surely anyone 
뒷 걸 음 질 하 며

can understand how scary it is to climb when you 

can’t see where you are going!

번역

그렇지만 이런 행동 유형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고양이는 항상 나무에서 꼼짝 못 하고 있는 다소 

어리석은 동물이라 고 때때로 여겨진다. 예를 들

어, 그것들은 자주 무언가에 겁먹어서 나무 위로 

달려 올라가서는 구조될 때까지 슬프게 운다. 

그것은 고양이의 발톱 모양과 관련이 있다. 고양이

의 발톱은 나무를 오르는 것을 쉽게 만드는 방향으

로 굽어 있다. 그러나 다시 나무를 내려오는 것에 

관해서라면, 이 발톱은 그다지 도 움이 되지 않는

다. 

게다가, 고양이는 머리를 위로 향한 채로 움직여야 

한 다. 그것은 나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뒷걸음질하여 내려오는 것 임을 의미한다.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볼 수 없을 때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분명 누구든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However, there is a reasonable explanation for 

this type of behavior.

 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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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의 요지1

“The reasons why teens steal vary,” explains Peter 
절도하다 다양하다

Berlin in the National Report on Theft. “It’s not an 

issue of good vs. bad or rich vs. poor.” These days, 

in fact, the factors behind teen theft are becoming 

more complex. 

Some teens engage in shoplifting out of a desire to 
가 담 하 다 물 건 훔 치 기

impress their friends with risky behavior, while 
인 상 을 주 다

others use theft as a way to prove their 
증 명 하 다

independence from the adult world. 
독 립

However, many teenagers engage in stealing 
가 담 하 다

because they have a poor self-image and see bad 
자 아 상

behavior as their only way to gain attention or 
관 심

acceptance. 
용 인

“Interestingly,” Berlin goes on to say, “when teens 

become too stressed, they become vulnerable to 
취 약 해 지 다

temptation and pressure from friends that can lead 
유 혹 압 박

to stealing. This is especially true when they feel 

unworthy, angry, depressed, unattractive or 

unaccepted.”

번역

Peter Berlin은 절도에 관한 국가 보고서에서 “십 

대들이 절도를 하는 이유는 각기 다르다.”라고 설

명한다. “그것은 선 대(對) 악 혹은 부유함 대(對) 

빈곤함의 문제가 아니다.” 요즘은 사실상, 십 대의 

절도 이면 에 있는 요인들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 

어떤 십 대들은 위험한 행동으로 자신의 친구들에

게 깊은 인상을 주려는 바람에서 가게 물건을 훔치

는 데 가담하는 반면, 다른 십 대들은 어른들의 세

계로부터의 자신의 독립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식

으로 절도를 이용한다. 

그러나, 많은 십 대들은 좋 지 못한 자아상을 가지

고 있고, 나쁜 행동을 관심이나 용인을 받는 유일 

한 방법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절도에 가담한다. 

Berlin 은 이어서 “흥미 롭게도, 십 대들은 지나치

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절도로 이르게 할 수 있 는 

유혹이나 친구들로부터의 압박에 취약해진다. G 

이것은 그들이 하찮 다고 느낄 때, 화가 날 때, 우

울할 때, 남의 눈을 끌지 못하거나 용인되지 않는

다고 느낄 때 특히 그렇다.”라고 말한다.

 ④ 절도는 십 대들의 정서적인 문제과 관계가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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