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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1.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The Venus flytrap, a meat-eating plant, has a pair of 
파리지옥풀

leaves that act as jaws and a stomach. If an insect 
역할을 하다 턱 위 장

touches the trigger hairs on the surface of these 
유 인 하 하 느

leaves, the leaves close, trapping the insect. 
가 둔 다

Amazingly, a recent experiment showed that the 
놀 랍 게 도

Venus flytrap knew how many times its trigger hairs 

were touched and could even count the time 

between these stimuli. 

The trap only closed if the plant sensed two stimuli 
감 지 하 다 자 극 을

within a 20 second time span. Once 20 seconds 
2 0초 이내에 일단 ~하면

passed, the process was reset . In addition, more 
지 나 다 다시 시작된다

than three stimuli were required for the plant to 

begin producing the enzymes that digest the trapped 
효 소 를 소화시키는

insect. Thanks to this process, the Venus flytrap 

doesn’t make wasted efforts trying to trap and 
낭 비 된 가 두 다

digest raindrops or fallen leaves.
소화시키다 낙 엽

Venus flytraps save (A)_______ by trapping and 

digesting their prey only when they sense a certain 
감 지 하 다

number of (B) _________ in a set amount of time. 
정해진

번역

육식 식물인 파리지옥풀은 턱과 위장처럼 작용하는 

한 쌍의 잎을 가지고 있다. 곤충이 이 잎들의 표면

에 있는 가시 돌기 털을 건드리면, 잎이 닫히면서 

곤충을 가둔다. 놀랍게도, 최근 한 실험은 파리지옥

풀이 그 가시 돌기 털이 몇 번 건드려졌는지를 알며 

이 자극들 사이의 시간을 계산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 식물이 20 초 이내에 두 번의 자극을 감지했을 

경우에만 덫이 닫혔다. 20 초가 지나면, 그 과정은 

다시 시작되었다. 게다가, 그 식물이 붙잡은 곤충을 

소화시키는 효소를 만들기 시작하려면 세 번이 넘

는 자극이 필요했다. 이 과정 덕분에, 파리지옥풀은 

빗방울이나 낙엽을 가두고 소화시키려는 쓸데없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파리지옥풀은 정해진 시간 안에 특정 횟수의 접촉

을 감지할 때에만 먹이를 잡고 소화시킴으로써 힘

을 아낀다.

 ④ energy - touch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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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2.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1

In the future, salads ①may still be serving in bowls. 

But the vegetables we put in them may be grown 

not in fields but in skyscrapers. This is one option 

②being considered by scientists who are 

concerned about how to feed a growing population 

on a planet with limited farmland. 
한 정 된 농 지 를 가 진

They hope ③to be able to cultivate everything in 
경 작 하 다

high-rise buildings right in the middle of big cities, 
고 층 빌 딩 에 서 바 로

from salad greens to staple grains. However, they 
주 요 곡 물

face many challenges. 
직면하다 어 려 움 에

For example, they’re not sure ④how to guarantee 

that the crops receive enough light. More research 

is clearly called for. It ⑤must be done quickly 
요 구 된 다

though, as many places in the world are already 

seeing increased social unrest due  to food 
사 회 불 안 증 가 ~에서 기인한

shortages.
식 량 부 족

  

번역

미래에도, 샐러드는 여전히 그릇에 담겨 제공될 것

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담는 채소들은 밭이 

아닌 고층 빌딩에서 재배될 지도 모른다. 이것은 한

정된 농지를 가진 행성에서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릴 방법에 대해서 걱정하는 과학자들에 의해 고

려되고 있는 한 가지 선택 사항이다. 

그들은 샐러드용 채소부터 주요 곡물에 이르기까지 

대도시의 바로 한가운데에 있는 고층 빌딩에서 모

든 것을 경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작물들이 충분한 빛을 받도록 보

장하는 방법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한다. 분명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세계의 많은 지역

이 이미 식량 부족으로 인해 증가된 사회 불안을 목

격하고 있으므로, 이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① may still be servi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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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It has been believed that the ability to contemplate 
심 사 숙 고 하 다

one’s own thoughts, also known as “metacognition,” 

was limited to humans. However, recent research 
한 정 된

performed with rhesus monkeys proves otherwise. 
실 행 된 증 명 하 다 다 르 게

Researchers gave 120 rhesus monkeys the chance 

to search for food placed in one of two tubes 

arranged in a “v” shape. When the monkeys saw 
배 열 된

which tube the food was put into, they ran directly to 
어 떤

it. 

• chance of: 가능성 & chance to do: 기회

However, when they didn’t know which tube 

contained the food, they ran to the spot where the 
장 소

two tubes were joined so that they could easily 
연 결 된

check both. This experiment shows that, when 

confronted with a task or a problem, rhesus 
직 면 하 다

monkeys are aware of what they know and what 

they don’t know.

번역

‘초인지’라고도 알려진, 자신의 사고에 대해 생각하

는 능력은 인간에게 한정된 것이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레서스원숭이에게 실행된 최근의 연구는 

달리 증명한다. 

연구원들은 120 마리의 레서스원숭이들에게 v 자 

모양으로 배열된 두 개의 관 중 하나에 놓인 음식을 

찾을 기회를 주었다. 원숭이들이 어느 관에 음식이 

놓이는지를 봤을 때는 그것을 향해 곧장 달려갔다. 

하지만, 그들이 어느 관에 음식이 들어 있는지를 몰

랐을 때는 자신들이 양쪽 관을 쉽게 확인하기 위해 

두 관이 연결된 지점으로 달려갔다. 이 실험은 레서

스원숭이들이 어떤 과제나 문제에 직면할 때 자신

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인지하고 있

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① Metacoginition: Not Just for Human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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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4.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1

One common misbelief about lightweight, fuel-
잘 못 된 믿 음

efficient cars is that they are less safe than other 

kinds of cars. Of course, it is true that larger cars 

have traditionally protected passengers better. 

These days, however, lightweight cars engineered 
제 작 된

with stronger, lighter materials can be just as safe in 
물 질

a crash. Lighter cars have another safety advantage. 

They are less likely to injure people outside the 
다치게 하다

vehicle, such as cyclists, pedestrians, or passengers 
보 행 자

in other cars. 

In objects moving at a given speed, less mass 

means less energy during a collision. Statistically, 
통 계 적 으 로

lighter cars traveling at the same speeds as heavier 

conventional cars cause fewer traffic deaths. So you 
교 통 사 고 사 망 자

don’t have to worry about safety when buying 

lightweight cars; they are actually safer for 

passengers as well as pedestrians.

   

번역

가벼우면서 연비가 좋은 차들에 관한 한 가지 흔한 

잘못된 믿음은 그것들이 다른 종류의 차들보다 덜 

안전하다는 것이다. 물론, 더 큰 차들이 전통적으로 

승객들을 더 잘 보호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더 강하고 더 가벼운 물질로 제작

된 경차들이 충돌 사고에서 똑같이 안전할 수 있다. 

더 가벼운 차들은 또 다른 안전상의 이점을 가진다. 

그것들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나 보행자, 혹은 

다른 차의 승객들처럼 차량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더 적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들에서 더 적은 질량

은 충돌 시 더 적은 에너지를 의미한다. 통계적으

로, 더 무거운 전통적 차량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더 가벼운 차들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덜 유발한다. 

따라서 경차를 구매할 때 안전에 대해 걱정할 필요

가 없다. 그것들은 실제로 보행자뿐만 아니라 차량

에 탄 사람들에게도 더 안전하다.

 ⑤ a misconception and the truth about the safety of lightweight car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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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5.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The French Ministry of Public Instruction wanted a 
교 육 부

fair and (A) [objective / subjective] way to identify 
식 별 해 내 다

those children that could not succeed in public 

schools because of serious intellectual difficulties. 

Such children would be put into special classes for 
배치되다 특수 학급에

the mentally (B) [slow / quick]. The task of 

identifying these children had been left entirely to 
식 별 하 다 맡 겨 졌 다 전 적 으 로

medical doctors in the past. But different doctors had 

different standards for judging mental ability, and 

there was no way to resolve their disagreements. So 
해 결 하 다 의 견 의 차 이

a type of fair test was needed. To serve this(C) 

[impractical / practical] purpose, the first IQ tests 

were

번역

프랑스 교육부는 심각한 지적 장애 때문에 공립 학

교에서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아이들을 식별해 낼 공

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이 필요했다. 

그런 아이들은 지적으로 더딘 아이들을 위한 특수 

학급으로 배치될 것이었다. 이런 아이들을 식별해 

내는 일은 과거에는 전적으로 의사들에게 맡겨졌었

다. 그러나 의사마다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랐고, 그들의 의견 차이를 해결할 방법도 없었다. 

그래서 일종의 공정한 테스트가 필요했다. 이러한 

유용한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서, 두 명의 프랑스 심

리학자인 Alfred Binet 와 Theodore Simon 

에 의해 최초의 IQ 테스트가 고안되었다.

 ② objective - slow - practica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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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6.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1

From 1934 to 1963, Alcatraz was the most secure 
보안이 철저한

prison in the United States. ①Located in San 

Francisco Bay, Alcatraz imprisoned the worst 
수 감 했 다

criminals in the country. Officials insist that no 

prisoner successfully ②escape during its years of 

operation. But in truth, three prisoners did escape in 

1962. John Anglin, Clarence Anglin, and Frank Morris 

came up with one of the most elaborate prison 

escapes ever devised. First they removed the air 
여 태 껏 고 안 된

ventilation units from their prison cells and replaced 
환 기 장 치 감 방

them with fakes. 
모조품으로

Then they made fake bodies ③to place in their beds. 
가 짜 몸

Finally, on June 11, they used the vents to get 
환 기 구 결과

outside and into the water. There they used rafts 
뗏 목

made from raincoats to sail away. They were never 
목적

seen again, ④which prompted most  to think / 
대부분의 사람들

they were the first to successfully escape. However, 

parts of their rafts and some letters were later found 

in the water, which suggested that the men ⑤may 
암 시 했 다

have drowned in San Francisco Bay.

번역

1934년부터 1963 년까지, Alcatraz 는 미국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감옥이었다. 샌프란시스코 만

에 위치한 Alcatraz 는 미국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

자들을 수감했다. 공무원들은 그곳의 운영 기간 동

안 어떤 죄수도 성공적으로 탈옥하지 못했다고 주

장한다. 하지만 사실은, 1962 년에 세 명의 죄수들

이 실제로 탈옥했다. John Anglin , Clarence 

Anglin , Frank Morris 는 여태껏 고안된 가장 정

교한 탈옥 중 하나를 생각해 냈다. 먼저, 그들은 자

신들의 감방에 있는 환기 장치를 없애고 그것을 모

조품으로 대체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들의 침대에 놓을 가짜 몸을 

만들었다. 마침내 6 월 11 일에, 그들은 환기구를 

이용해서 밖으로 나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

서 그들은 비옷으로 만든 비닐 보트를 이용해 항해

를 했다. 그들은 다시는 목격되지 않았고, 이것은 

대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성공적으로 탈출

한 최초의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게 했다. 하지만, 

그들의 비닐 보트의 일부와 편지 몇 통이 나중에 물

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샌프란시

스코 만에서 익사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했다.

 ② escap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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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7.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1

In 2011, Joao Pereira de Souza, an old man living on 

an island village near Rio de Janiero, Brazil, found a 

penguin struggling on the beach.
허 우 적 대 고 있 는

(A) Amazingly, though, Dindim returned! It is 
놀 랍 게 도

believed that he traveled around 5,000 miles 

between Mr. de Souza’s house and the coasts of 
해 안 가

Argentina and Chile.

(B) What is more, he makes this journey every year. 
게 다 가

After spending about eight months with Mr. de 

Souza, he goes on his annual migration for his 
연 례 이 동

breeding routine, only  to return once again.
번식 활동을 위한 그러나 결국~ 하다

• in addition = besides, moreover, what's more, furthermore, 
more than that, even worse, plus, on to of,To top it off  S + 
V : 게다가/ in addition to, besides + 명사: ~외에도

(C) The helpless, starving creature covered in oil 
무 기 력 한 굶 주 린 생 명 체 cover ing (X )

was adopted by Mr. de Souza and named Dindim. 
입 양 되 었 다 이름 지어졌다

Mr. de Souza nursed him back to health and 
병 간 호 하 다 다시 건강을 되찾 았 다

released him, thinking they would never meet 

again. 

번역

2011 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근처의 섬마을에 

살고 있던 노인 Joao Pereira de Souza 는 해변

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펭귄 한마리를 발견했다. 

( A ) 하지만, 놀랍게도, Dindim 은 돌아왔다! 그는 

de Souza 씨의 집과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해안가 

사이에서 약 5,000 마일을 여행했다고 여겨진다. 

( B ) 게다가, 그는 매년 이 여정을 떠난다. de 

Souza 씨와 약 8 개월을 함께 보낸 후에, 그는 번

식 활동을 위한 연례 이동을 떠나지만, 다시 또 돌

아온다.

( C ) 기름으로 뒤덮인 그 힘없고 굶주린 생명체는 

de Souza 씨에 의해 입양되었고 Dindim 이라고 

이름 지어졌다. de Souza 씨는 그를 병간호하여 

건강을 되찾게 해서 놓아주었고, 그들이 결코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④ (C) - (A) -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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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은?1

�

Metadata is data about data. Let’s consider books. 

They contain a lot of information, but we can also 

find information about them, such as their title or 

author. ① This information, which isn’t found in the 

text itself, is metadata. ② Bookstores, for example, 

often use a database filled with nothing but 
~일 뿐 = only

metadata about every book. 

③ Also, publishers usually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ir publications in catalogs. ④ In addition, there is 

a lot of metadata found on computers—for 

example, information about files, including the file 

type, its title, and the date it was created, can be 

found in their properties tab. ⑤ All of this is 
속 성 탭

metadata: information about a thing, rather than the 

thing itself.

번역

메타데이터는 종종 수집되어 단일 위치에서 사용 

가능하다.

메타데이터란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이다. 책을 생

각해 보자. 책은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우

리는 책 제목이나 저자와 같은 그 책에 대한 정보도 

찾을 수 있다. 책의 실제 내용 그 자체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이런 정보가 메타데이터이다. 예를 들

어, 서점에서는 종종 모든 책에 관한 메타데이터로

만 가득 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또한 출판사는 보통 카탈로그에서 자사 출판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게다가, 컴퓨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많은 메타데이터가 있다. 예를 들어, 파일 

형식과 제목, 생성된 날짜를 포함하는 파일에 관한 

정보가 그것들의 속성 탭에서 확인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메타데이터로, 사물 자체라기보다는 그 

사물에 관한 정보이다.

Metadata is often collected and made available 

in a single location
단일 위치에서

 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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