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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s

01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The above chart shows what percentage of adults share the same attitudes towards video games. 

① About a quarter of all adults think most video games are a waste of time, while 24% don't think 

most games are a waste of time. 

위 도표는 성인의 어느 정도의 비율이 비디오 게임에 대해 같은 태 도를공유하고있는지를보여준다. 모든성인의약 4 분의 1 

은대부 분의 비디오 게임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반면, 24% 는 대부분 의 게임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② 17% of adults think most games help develop good problem solving skills, while l6% don't think 

this is true. ③ Additionally, 47% think this is true of some games but not others. 

성인의 17% 는 대부분 의게임이훌륭한문제해결능력을계발하는데도움을준다고생각 하는 반면, 16% 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 라, 47%는 이것이 어떤 게임의 경우에는 사실이지만 또 어떤 게임의경우에는그렇지않다고생각

한다. 

④ When asked whether games promote teamwork and communication, 23% of adults responded 

that they do not think most games promote these traits — less than double the percentage of those 

who think they do. ⑤ 30% of adults do not think most games are a better form of entertainment 

than TV, almost three times the percentage of those who think this is true.

게임이협동작업과의사소통 을증진하는지를물었을때, 성인의 23% 는대부분의게임이이러한 특성을 증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는데, 이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의 두 배에 못 미친다. 성인의 30% 는 대부 분의 게임이 TV 보다 

더 나은 오락 형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비율의 거의 세 배에 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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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The above graph shows the color preferences of a sample of 1,974 men and women. ① Blue was 

the most preferred color by both men and women, chosen by 42 percent of men and 29 percent of 

women. 

위 도표는 1,974 명의 남녀로 구성된 표본의 색 선호도를 보여 준 다. 파랑은 남녀 둘 다 가장 선호하는 색이었는데, 남성들의 

42% 와여성들의 29%에의해선택되었다. 

② Green was the second most preferred color by men, while purple was the second most 

preferred color by women. ③ In fact, the percentage of females who preferred purple was over 

three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ir male counterparts. 

남성들이두번째로가장선 호하는 색은 초록색이었지만, 여성들이 두 번째로 가장 선호하는 색은 보라색이었다. 사실, 보라색

을 선호하는 여성들의 비율은 보 라색을 선호하는 남성들의 비율보다 세 배 넘게 높았다. 

④ As for the color preferences for red and yellow, there was a relatively small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a 1 percentage point difference. ⑤ The least preferred color was pink for men 

and orange for women, accounting for 1 percent and 3 percent respectively.

빨강 그리 고노랑에대한색선호도에관해말하자면, 남녀사이에비교적작 은 차이가 있었는데, 1% 포인트의 차이였다. 가장 덜 

선호되는 색은 남성들의 경우 분홍색이고 여성들의 경우 주황색이었는데, (언 급된) 순서대로각각 1% 와 3% 를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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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The above graph shows the concern of American adults about retirement financing in 2009 and 

2012. ① Overall, a larger proportion of Americans were worried about their retirement finances in 

2012 than in 2009. 

위 도표는 은퇴 자금에 대한 2009 년과 2012 년 미국 성인들의 우 려를보여준다. 대체로, 2009 년보다 2012 년에더큰비율

의미국 인들이 자신들의 은퇴 자금에 대해 걱정을 했다.

② In 2012, adults between the ages of 35 and 44 ranked ahead of every other age group in terms 

of their concern about retirement finances. ③ Between 2009 and 2012, the percentage of adults 

aged 55 to 64 who worried about their retirement finances increased by 13 percentage points, the 

largest increase among all the age groups. 

2012 년에 은퇴 자금에 대한 우려라는 측면에서 35 ~ 44 세의 성인들이 다른 모든 연령층을 능가했다. 2009 년과 2012 년 

사이 자신들의 은퇴 자금 에 대해 걱정을 한 55 ~ 64 세까지 성인들의 비율은 13% 포인트가증가했는데, 이는모든연령집단

에서가장크게증가한것이다.

④ Both in 2009 and in 2012, those 65 years old and older were the least likely to express concern, 

with less than a third reporting worries about their retirement funds in both years. ⑤ The 

percentage point change for the age group 65 and older was the same as for the age group 18 to 

34.

2009 년과 2012 년 두 해 모두 65 세 이상이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 이 가장 낮았는데, 두 해 모두 (이 연령 집단에서) 3 분의 

1 에 못 미 치는사람들이자신들의은퇴자금에대한우려를전했다. 65 세이 상 연령 집단의 % 포인트 변화는 18 34 세에 이르

는 연령 집단의 그것과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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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4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The above graph shows the share of holiday trips of EU residents in 2011 by mail means of 

accommodation. ① Private tourist accommodation such as second homes took up the largest 

portion for domestic holiday trips, while hotels and similar establishments did so for outbound 

holiday trips. 

위도표는 2011 년주요숙박수단별 EU 국가거주자들의휴가여행 점유율을 보여 준다. 국내 휴가 여행에서는 두 번째 집(별장)

과 같은 개인 여행자 숙박 시설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반면, 해외 휴가 여행에서는호텔과또그와비슷한종류의시설이그러

했다. 

② In domestic holiday trips, more than two-thirds of trips were spent at private tourist 

accommodations. ③ In outbound holiday trips, however, less than one-third of trips were spent at 

private tourist accommodations. 

국내휴 가여행에서는 3 분의 2 가넘는여행이개인여행자숙박시설에서보 내졌다. 그러나 해외 휴가 여행에서는 3 분의 1 에 

못 미치는 여행 이개인여행자숙박시설에서 보내졌다.

④ More than 20% of domestic holiday travel was spent at hotels and similar establishments. ⑤ For 

outbound holiday trips, staying at hotels or similar establishments accounted for 52.8% and 14.1% 

of holiday trips were spent at other collective accommodation establishments.

국내 휴가 여행의 20% 가넘는비율이호텔과그와유사한시설에서보내졌다. 해외여행에서 는 호텔이나 비슷한 시설에서 지내

는 비율이 52.8% 를 차지했고 휴가여행의 14.1% 가기타다른공동숙박시설에서보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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