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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s> 01 Solomon Lefschetz에 관한 다음 글의 내

용과 일치하는 것은?1

Solomon Lefschetz was born in Moscow and then 

educated in Paris. Barred from an academic career 
금 지 된 학 자 의 생 활

in France because he was not a citizen, he studied 

engineering and e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이 민 갔 다

At age twenty-three, a terrible accident altered the 
바 꿨 다

course of his life. Lefschetz was working for 

Westinghouse in Pittsburgh when a transformer 
변 압 기

explosion burned off his hands. 
폭 발 이 분리

• George,웨스팅하우스(1846-1914): 미국의 공업 기술자발명가; 전력 

수송에 있어서 교류 방식 도입에 공헌.

His recovery took years, during which he suffered 
y e a r s

from deep depression, but the accident ultimately 
우 울 증

became the impetus to pursue his true love, 
힘 , 추 구 하 다

mathematics. 

He enrolled in a Ph.D. program at Clark University, 
등 록 했 다

soon fell in love with and married another 

mathematics student, and spent nearly a decade in 

obscure teaching posts in Nebraska and Kansas. 
무 명 의 교 수 직 에 서

After days of exhausting teaching, he wrote a series 
진 을 빼 는

of brilliant, original and highly influential papers that 

eventually resulted in. his professorship at Princeton. 

• lead to = cause, bring about, result in, give rise to 
do, generate, triggers

수학자 Solomon Lefschetz 의삶

Solomon Lefschetz 는 모스크바에서 태어나서 

이후 파리에서 교 육을받았다. 시민이 아니라는이

유로 프랑스에서 학자의 생활이 금지되었기 때문

에, 그는 공학을 공부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23 살에 끔찍한 사고가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

다. Lefschetz 는 피츠 버그의 Westinghouse 에

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 변압기 폭발 로 양손이 

불타 떨어져 나갔다. 

그의 회복은 수년이 걸렸고 그 기간 중에그는심한

우울증을앓았지만, 그사고는 궁극적으로 그가 진정 

으로 사랑하는 것, 수학을 추구하게 하는 추동력이 

되었다. 

그는 Clark 대학에서 박사과정에 등록하였고, 얼마

지나지않아 다른 수학전공학생과 사랑에 빠져 그 

사람과 결혼하였고, 네브래스카주와 캔자스주에서

무명의 교수직에서 거의 십년을보냈다. 

진을 빼는 교수의 나날을 보낸후, 결국프린스턴대

학의 교수직이라는 결과를 낳게한 일련의 뛰어나고

독창적이고 매우 영향력이 있는 논문을 썼다.

 ⑤ 독창적인 논문으로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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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Sacred Heart Academy Robotics Camp에 대한  내

용과 일치하지 하는  것은 ?  1

Sacred Heart Academy Robotics Camp

■ Dates: August 4 - August 8

■ Times: 9:00 a.m. - 1:00 p.m.

■ Where: Sacred Heart Academy Art Room

■ Mentor: Mr. Thomas Marino

■ Who: Rising 5th graders to rising 8th graders

■ Cost: $100 per student (12 student minimum to 

hold camp and 18 student maximum)

■ Activities: Discovering the fun in science and 

technology

Real-world application of science and math 

concepts

Hands-on problem solving

Programming experience

Learning teamwork skills

Designing, building, and programming autonomous 

robots

■ Questions: Mr. Thomas Marino at 

tmarino@sacredheartva.org

If you would like your child(ren) to attend, please 

complete an application form per child and mail it 

with payment to: Sacred Heart Academy, 110 Keating 

Drive, Winchester, VA 22604.

Registration closes when full or by Monday, July 13.

Sacred Heart Academy 로봇 공학 캠프

Sacred Heart Academy 로봇 공학 캠프

■날짜: 8월 4일~ 8월 8일

■시간: 오전 9시~ 오후 1시

■장소: Sacred Heart Academy Art Room

■멘토: Thomas Marino 씨

■대상: 5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에서 8학년에 올

라가는 학생들까지

■비용: 학생당 100달러(캠프를 여는 최소 인원은 

학생 12명이고, 18명이 최대 인원입니다.)

■활동: 과학과 기술에서 재미의 발견

•과학과 수학 개념의 실생활 응용

•직접 해보는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 체험

•팀워크 기술 배우기

•자율 로봇 설계, 건설, 그리고 프로그래밍

■문의: tmarino@sacredheartva.org로 

Thomas Marino 씨에게 자녀(들)가 참석하기를 

바라시면, 한 아이당 한 장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Sacred Heart Academy, 110 Keating

Drive, Winchester, VA 22604로 납입금과 함께 

우편물로 보내 주십시오.등록은 인원이 꽉 찰 때나 

7월 13일 월요일에 마감됩니다.

 ⑤ 한 아이당 신청서 한 장을 작성해 보내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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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My World, My Back Yard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

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My World, My Back Yard

hosted by

EAST TEXAS ARBORETUM

1601 Patterson Road, Athens, TX 75751

903-675-5630B 

● What: The East Texas Arboretum will host 3 one-
주최하다

day Day Camps.

● Dress: Children will be both inside and outside 

during the day. Dress your children in comfortable 

clothes and shoes and provide sunscreen." 

● Lunch: Snacks and drinks are provided, but 

children must bring a sack lunch. 

● Registration Fee: $25.00 per Day Camp ($40.00 for 

two children in same family)

�

For Information call East Texas Arboretum at 

903-675-5630.

Mail registration form to:

East Texas Arboretum,

PO Box 2231, Athens, TX 75751 

수목원답사캠프

나의 세계, 나의 뒤뜰

동텍사스수목원주최 

Texas , Athens , Patterson 로 1601 

우편번호 75751 

전화 903-675-5630

무엇을: 동 텍사스 수목원은 세 개의 일일 주간 캠

프를 주최합니다. 

복장: 어린이들은 낮 동안 실내와 실외 양쪽 모두에 

있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편한 옷과 신발을 

착용시키고 자외선차단제를주십시오.

점심: 간식과 음료가 제공되지만, 어린이들은 도시

락을 지참해야합니다. 

등록비: 주간캠프하나당 25 달러 (한가정에서자녀

두명이오면 40 달러) 

�

문의 사항은 동 텍사스 수목원 903-675-5630 세

요. 신청서는우편으로아래주소로보내주세요. 

동텍사스수목원

Texas , Athens , 사서함 2231 번(우편번호 

75751)

 ② 참가 어린이에게 간식과 점심이 제공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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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Ontario Online Homework Help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

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Ontario Online Homework Help

 

As part of the Ministry's Provincial e-Learning 

Strategy, the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Independent Learning Center launched a new 

project called Homework Help. 

All Ontario Mathematics students enrolled in Grades 
등 록 했 다

7-10 have access to this resource. Students log on 
자 료

to Homework Help and using an interactive chat 

room, they can obtain personalized tutoring from a 
개 별 지 도 받 다

certified Ontario Mathematics teacher. 

Chats take place Sunday to Thursday evenings from 

5:30-9:30 p.m. Homework Help is no cost.

Registration Information

-Students may register using their Ontario Education 
등 록 하 다

Number and date of birth at homeworkhelp.ilc.org.

-It is recommended that students use an anonymous 
익 명 의

username and password when registering.
사 용 자 이 름

-Teachers and guests can register to access various 

tools and resources but will be unable to interact in 

the Tutor Chat Rooms. 

번역

Ontario Online Homework Help

(연방) 교육부의 지방 전자학습 전략의 일환으로, 

Ontario 주 교육부와 독립학습센터는 Homework 

Help 라고 하는 새 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7~10 학년에 등록된 모든Ontario 주의 수학 과목 수

업을 받는 학생들이 이 자료실을 이용할수있습니다. 

학생들은 Homework Help 에 로그인하고 쌍방향 채

팅방 을 이용하여 자격을 갖춘 Ontario 주의 수학 교

사로부터 개별 화된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팅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 시 30 분부

터 9 시 30 분까지이루어집니다. Homework 

Help 는무료입니다.

등록 정보

•학생들은Ontario 교육 번호와 생년월일을 이용하

여 homeworkhelp.ilc.org 에서 등록할수있습니다

•등록시 학생들이 익명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사

용할것을 권장합니다. 

•교사와 미등록 이용자는 다양한 툴과 학습 자료 이

용을 위해 등록할수있지만, 개인교사채팅방에서교

류는할수없을것 입니다.

 ④ 등록 시 사용자 이름은 실명으로 해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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