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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1

In Switzerland, you won’t see a goldfish [swimming/ 

to swim] alone in a bowl. If you [do / are], you can 

call the police. This is [because / why] an animal 

rights law [passed /passing] in 2008 set rules about 

[how / what] the Swiss can treat “social animals.” 

To own a single goldfish is now _________. Since 

goldfish naturally live in large groups, to make them 

live alone [is considered / consider] a form of 

______. _____________, they must have at least 

one ____________ when [kept / keeping] as pets. 

This law also applies [to /for] other animals. If you 

own a single cat, _____________, you must let it [to 

go / go] outside so that it can ___________ with 

other cats. People who prefer to keep their cats 

indoors must own at least two. (Own) a single parrot 

is also not allowed unless you can get it ______ to 

talk ___.

번역

스위스에서는, 어항 속에서 혼자 헤엄치고 있는 금붕

어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보게 된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이는 2008 년에 통과된 동

물 보호법이 스위스 사람이 어떻게 사회적 동물들을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단 한 마리의 금붕어를 키우는 것은 현재 불법이다. 

금붕어는 자연적으로 큰 무리를 이루어 살기 때문

에, 그들을 혼자 살게 하는 것은 일종의 학대로 간

주된다. 따라서, 그것들이 애완동물로 길러질 때는 

최소 한 마리의 짝이 있어야 한다. 

이 법은 다른 동물들에게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만

약 당신이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운다면, 당신은 그것

이 다른 고양이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밖으로 나가

게 해야 한다. 고양이를 실내에 두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최소 두 마리를 키워야 한다. 한 마리의 앵

무새를 키우는 것도 당신이 그 앵무새와 이야기할 

친구를 구해 줄 수 없다면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④ g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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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2.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

한 것은?1

When unexpectedly [asked / asking]a question, 

you’ll sometimes find yourself unable to provide an 

answer. __________, (admit) this should not be 

viewed as a kind of __________. 

① __________, (answer) honestly should be [looked 

/looking] at as a positive thing, as it can strengthen 

your credibility. ② People who pretend to always 

have the answer tend to _____________ to new 

ideas and the suggestions of others. 

__________, (do) so can also cause a lot of stress, 

since no one can know everything. _____________, 

(admit) your ignorance makes a good impression 

and helps build cooperative relationships. 

Rather than hesitating and struggling to ________ an 

answer, it’s better to look the questioner straight in 

the eye and explain that you __________________. 

This will make you [appear / to appear] [confident /

confidently] and straightforward in the eyes of others.

번역

갑자기 질문을 받으면, 당신은 때때로 대답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

는 것이 일종의 실패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대신,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여

겨져야 하는데, 그것은 당신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상 답을 가지고 있는 척하는 사람

들은 새로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제안에 배타적

인 경향이 있다.

게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또한 많은 스트레스를 유

발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반면에, 당신의 무지를 인정

하는 것은 좋은 인상을 주고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만들어 내려고 애쓰기보다는, 

질문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당신에게 더 많

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 낫다. 이것

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당신이 자신감 있고 솔직해 

보이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③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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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You’ve probably heard of graffiti, but did you know 

that there is also something [called /calling] reverse 

graffiti? What makes reverse graffiti [different / 

differently] is the materials that are used and the 

way it [is created / create]. 

• What makes reverse graffiti different =____________2

Graffiti artists use spray paint to create works of art in 

public places. Reverse graffiti artists, __________, 

use soap, water and sponges. They start by finding a 

_____ surface, such as a wall or an old car. 

Then they create words or images by ________ dirt 

from certain parts of the surface. Unlike regular 

graffiti, reverse graffiti is ____________________ 

and easily removed. 

__________, most people don’t have a problem with 

it. In fact, some companies even hire reverse graffiti 

artists (create) guerilla advertising campaigns.

번역

당신은 아마도 그라피티에 대해서는 들어 봤겠지

만, 리버스 그라피티라고 불리는 것도 있다는 사실

을 알았는가? 리버스 그라피티를 차별화하는 것은 

사용되는 재료와 그것이 만들어지는 방식이다. 

그라피티 예술가들은 공공장소에 예술 작품을 만드

는 데 분무식 페인트를 사용한다. 반면에, 리버스 

그라피티 예술가들은 비누, 물, 그리고 스펀지를 이

용한다. 그들은 벽이나 낡은 자동차와 같이 더러운 

표면을 찾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표면의 특정 부분들에서 더

러운 것을 제거함으로써 말이나 그림을 만들어 낸

다. 일반적인 그라피티와 달리, 리버스 그라피티는 

환경 친화적이며 쉽게 제거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

다. 실제로, 어떤 회사들은 게릴라 광고 캠페인을 

만들기 위해 리버스 그라피티 예술가들을 고용하기

도 한다.

 ② Turning Dirty Walls into Art1

 innovative(획기적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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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4.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The presence of lightning may be a clue to help 

forecasters [understand / understanding] when a 

hurricane is [approaching / approaching at] its 

peak intensity. Although satellite and radar 

technology are generally able to predict the path of a 

storm with some accuracy, how much and when a 

storm will intensify is harder to forecast. 

• ____ is harder to forecast _______________________-2

But according to a new study, we can predict it to 

some degree because there is a _______ between 

___________ and ___________. The study found 

that lightning peaks approximately 30 hours before 

maximum winds [occur / are occured]. 

[Whether / If] this information will help improve 

hurricane forecasts [is / are]still unknown. ________, 

it can be used to [help / helping] decide [whether or 

not / how]to evacuate people from towns and cities 

in a storm’s path.

번역

번개의 존재는 일기 예보관으로 하여금 허리케인이 

언제 그 최고 강도에 가까워지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 인공위성과 레이더 기

술이 대개는 꽤 정확하게 폭풍의 경로를 예측할 수 

있긴 하지만, 폭풍이 얼마나 그리고 언제 강력해질

지는 예측하기가 더 어렵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번개와 풍속 사이에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예

측할 수 있다. 그 연구는 가장 강한 바람이 발생하

기 대략 30 시간 전에 번개가 정점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러한 정보가 허리케인 예보를 향상시키는 데 도

움이 될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이것은 

폭풍의 경로에 있는 마을이나 도시 사람들의 대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다. 

 ③ wind speeds1

 It is harder to forecast how much and when a storm will intensif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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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5.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1

Every year on the second Monday of October, the 

United States celebrates Columbus Day. This holiday 

honors Christopher Columbus, the Italian explorer 

who________________________ America on 

October 12, 1492. 

___________, (consider) his mistreatment of Native 

Americans and the devastating effect of his arrival, I 

think / (honor) the explorer __________________. 

After (arrive) on the continent, Columbus killed and 

enslaved thousands of natives. 

____________, the diseases that Columbus and 

other Europeans brought with them severely 

[reduced / increased] the native population. 

____________, I strongly believe that the entire 

country should support the ____________ of a new 

holiday that ________________________ and 

________________________. As an _________ to 

Columbus Day, Americans should celebrate Native 

American Day or Indigenous Peoples’ Day.

번역

매년 10 월의 두 번째 월요일, 미국은 Columbus 

Day 를 기념한다. 이 공휴일은 1492 년 10 월 12 

일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인정받는 이탈리아 

탐험가 Christopher Columbus 를 기린다. 

하지만,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대한 그의 학대와 그

의 (미 대륙) 도착의 파괴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나

는 그 탐험가를 기념하는 것이 어처구니없다고 생각

한다. 그 대륙에 도착한 후, Columbus 는 수천 명

의 원주민을 죽이고 노예로 만들었다. 

게다가, Columbus 와 다른 유럽인들이 가져온 질

병들은 원주민 인구를 심하게 감소시켰다. 그러므

로, 나는 온 나라가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기리고, 그

들의 고통을 기억하는 새 공휴일의 지정을 지지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Columbus Day 대신에, 미국

인들은 Native American Day 또는 Indigenous 

Peoples’ Day 를 기념해야 한다.

 ③ 10월 두 번째 월요일을 Native American Day로 기념해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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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6.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

지 않은 것은?1

Coral reefs are sometimes called the ocean’s 

rainforests, as they are home to so many species. 

____________, there are places [where / which] no 

coral reefs ① exist. ____________, artificial reefs 

[are built / build] in these areas to [improve / 

damage] the marine environment for numerous sea 

creatures. 

This basically involves (placing / to place) large, old 

objects on the ocean floor, such as school buses and 

ships. Regardless of [what /which] they are made 

from, artificial reefs work by giving shellfish and 

corals a hard surface to attach [themselves / them] 

___. 

The [elimination / accumulation] of these creatures 

then attracts fish, (provide) them [with / for] food 

and shelter. Artificial reefs are popular ____ coastal 

residents, including fishermen. ____________, 

conservationists use them for habitat restoration, and 

scuba divers enjoy (explore) their diverse 

ecosystems.

번역

산호초는 아주 많은 생물 종들의 서식지라서, 때때

로 바다의 우림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산호초가 없

는 곳들도 있다. 그래서 많은 바다 생물들을 위한 

해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지역들에 인공 암

초가 만들어진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통학 버스나 배와 같이 크고 낡

은 물체들을 해저에 위치시키는 것을 수반한다. 그

것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와 상관없이, 인공 

암초는 조개류와 산호들에게 그 몸체를 붙일 수 있

는 단단한 표면을 제공함으로써 작동한다. 

이러한 생물들의 제거(→ 누적)는 물고기들에게 먹

이와 보금자리를 제공하면서 그들을 끌어들인다. 

인공 암초는 어부를 포함하여 해안 주민들에게 인

기가 있다. 또한, 환경 보호 활동가들은 그것들을 

서식지 복구에 이용하며, 스쿠버 다이버들은 그것

들의 다양한 생태계를 탐험하기를 즐긴다. 

 ③ accumula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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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7.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__________________ is an important issue in the 

establishment of a nuclear installation. Nuclear waste 

storage sites are generally built in rural areas far 

away from densely [populated / populating]centers. 

But can it be [fair / unfair] to expose someone __ a 

risk just because he or she happens to live in a rural 

area? And can it be ____________ for a particular 

group, (base)on their geographic location, to be 

given the benefits of nuclear energy [while / during] 

[another / the other] group must carry the burden of 

it? 

The establishment of nuclear installations can 

radically change the environmental quality of life, so 

the dilemma of [where / what] to _____ [them / it] is 

not an easy [one / it]to _______.

번역

지리적 공정성은 핵 시설 건립에 있어서 중요한 문

제이다. 핵폐기물 저장소는 일반적으로 인구가 밀

집한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골 지역에 세워

진다. 

그러나 단지 시골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 공정할까? 그리

고 그들의 지리적인 위치에 근거하여 특정 집단은 

핵에너지의 혜택을 받는 반면에 또 다른 집단은 그

것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

화될 수 있을까? 

핵 시설 건립은 삶의 환경적인 질을 근본적으로 바

꿀 수 있으므로, 그것을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의 

딜레마는 해결하기 쉬운 것이 아니다. 

 ⑤ Geographic fairnes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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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8.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Mama” and “dada” are common first words for 

babies, and scientists believe / they’ve discovered 

the reason why. It’s not just because a child’s mother 

and father are around a lot. __________, scientists 

point to______________________. 

A recent study measured the brain activity of babies / 

as they listened to words (contain) ___________ 

and words that [did / were]not. The language area of 

the brain became more _____ whenever a word from 

the first group was heard. 

• whenever = each time = every time: ~할 때마다

This suggests that our brains may be designed to 

recognize ____________ when we are very young. It 

is also probably not ____________ that many 

different languages have babyish words with this 

feature, such as “baba” and “papa,” the Chinese and 

Italian words for “father.”

번역

아기들에게 있어 ‘마마(엄마)’와 ‘다다(아빠)’는 처

음 하는 공통적인 말인데,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그 

이유를 알아냈다고 생각한다. 이는 단지 아이의 엄

마와 아빠가 많은 시간 주변에 있기 때문만은 아니

다. 그보다, 과학자들은 그 단어들의 반복되는 소리 

패턴을 이유로 언급한다. 

최근의 한 연구는 아기들이 반복되는 음절을 갖고 

있는 단어들과 그렇지 않은 단어들을 들었을 때의 

두뇌 활동을 측정했다. 첫 번째 그룹의 단어(반복되

는 음절의 단어)가 들릴 때마다 두뇌에서 언어 기능

을 맡고 있는 부분의 활동이 더 활발해졌다.

이것은 아주 어릴 때 우리의 뇌가 반복적인 소리를 

인지하게 만들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한

다. 많은 다른 언어들에 ‘아빠’를 의미하는 중국어 

‘바바’와 이탈리아어 ‘파파’ 같은 이런 특징을 가진 

아기들의 단어가 있다는 것도 아마 우연은 아닐 것

이다.

 ④ the words’ patterns of repeating sound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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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가독성을 위한 자료입니다! 인쇄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