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다음 중 주어진 단어의 뜻이 잘못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① injury: 부상

② intensity: 강도

③ exceed: 부족하다

④ official: 공식적인

⑤ awareness: 의식

2. 다음 중 유의어끼리 연결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shortage - lack 

② reduce - decrease

③ transform - transmit 

④ alternative - substitute

⑤ significant - important

3. 다음 중 숙어의 뜻이 잘못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① result in: 야기하다

② at long last: 마침내

③ root out: 뿌리 뽑다

④ deal with: 처리하다

⑤ make up for: ~와 화해하다

4. 다음 문장과 비슷한 의미의 표현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Let’s make sure we recycle cans. 

① We should recycle cans. 

② We have to recycle cans. 

③ We used to recycle cans.

④ We need to recycle cans. 

⑤ We ought to recycle cans. 

5.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고
르시오.

지금부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자. 
→ Let’s   from now on. 

① make we not waste our energy 

② not waste our energy to make sure

③ we make sure not waste our energy

④ not make sure to waste our energy 

⑤ make sure we don’t waste our energy 

[6~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ince the latest super storm hit Southeast Asia, the 
total number of deaths and injuries has now exceeded 
one million. At 3 p.m. on March 30th, 2025, an 18-
hour storm severely damaged the region. On April 
2nd, the number of deaths and injured individuals 
stood at 514,000, with over 17,000 missing, and the 
numbers are expected to rise. One 65-year-old man 
who lost his house said, “I’ve never seen such strong 
winds in my whole life. I’ve lost everything.” The 
storm left many people homeless. A climate scientist 
said this super storm was obviously caused by dramatic 
c  in the global  c l imate.  He 
added, “A rise in global temperatures has increased 
the intensity of storms with higher wind speeds.” 
Unfortunately, researchers predict that super storms 
will happen more frequently this summer. 

6. 위 글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여 쓰
시오.

c 

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최근의 슈퍼 폭풍으로 사망자와 부상자의 수가 1백만을 넘
었다. 

② 4월 2일 실종자의 수가 514,000명이었다. 

③ 슈퍼 폭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④ 온도 상승이 슈퍼 폭풍의 강도를 증대시킨다고 하였다. 

⑤  기상학자들은 올 여름 슈퍼 폭풍이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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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It’s now official. The Arctic ice has melted away 
and is now only one-fifth of what it was in 1979. 
Many climate scientists have said that the Arctic could 
have a summer entirely free of ice by 2030 due to 

(A) . So what is causing the temperature 
to rise? The main cause is carbon dioxide emissions. 
Greenhouse gases are being trapped within the earth’s 
atmosphere, which has led to rising temperatures. 
The rising sea level has resulted in the sinking of 
the Maldives, which is a famous tourist destination. 
According to many researchers, by 2100, New York 
and Shanghai will also sink, and the average global 
temperature is expected to be about 3.6 degrees higher 
than now. Some may wonder (B)  we should 
worry about a three-degree increase in warming. A 
one-degree global change is highly significant because 
it takes a vast amount of heat to warm all the earth’s 
oceans, atmosphere, and land. In the past, just a one- 
to two-degree drop caused the earth to go through 
the Little Ice Age. World leaders have realized the 
seriousness of climate change, so they will meet in Paris 
next month for a climate forum.

8. 위 글의 빈칸 (A)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9. 위 글의 빈칸 (B)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how ② why ③ what

④ when ⑤ that

1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① 북극의 빙하가 1979년에 있었던 것의 1/4이 남았다.

② 기온을 올리는 주된 원인은 자동차 배기가스이다. 

③ 해수면 상승으로 뉴욕이 가라앉고 있다. 

④ 지구의 평균 기온은 2100년에 3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⑤  세계 지도자들은 다음 달에 기후 포럼을 위해 만나게 될 것
이다. 

11.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 괄호 안의 말을 이용하여 
빈칸을 완성하시오.

펭귄들은 지구 온난화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   Penguins are   by global climate 

changes. (threaten)

12.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고르
시오.

① A letter is being written by Bill. 

② Being a good friend is not always easy.

③ Flowers are being grown in the garden. 

④ Cookies are being baked in the kitchen. 

⑤ The books are being collected by my sister.

13.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① The clothes that she ordered has not arrived.

② She gave me a book, which I read immediately. 

③ I found the article, which I had been looking for. 

④ I had to fix my printer, that I bought one year ago.

⑤  Jenny did really well in her exams, which was a 
surprise.

 서술형

14.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 주어진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하여 쓰시오.

많은 전기자동차들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developed , many , being , electric cars , are) 

→  

 서술형

15. 다음 원형 도표를 보고 도표를 기술하는 글을 완성하시오. 

U.S.A. Energy Consumption by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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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ie chart shows the energy consumption by 
source in the U.S.A.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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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평가4UNIT 정답과 해설

Let’s Make Every Day Earth Day 4UNIT

1. ③  2. ③  3. ⑤  4. ③  5. ⑤  6. changes  7. ②
8. global warming 9. why 10. ⑤  11. being threatened
12. ②  13. ④  14. Many electric cars are being developed.  
1 5 .  ( 예 시 답 안 )  m a k e s  u p  t h e  l a r g e s t 
p a r t  o f  t h e  c h a r t ,  r e n e w a b l e  
energy makes up the smallest part, is the second largest 
source of energy consumption, try to develop more renewable  
energy resources in order to reduce pollution. 

 해설 

6.	  지구 기후의 극적인 변화 때문에 슈퍼 폭풍이 발생하고 있다고 기상학자는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 알맞은 단어는 changes이다.

9.	  빈칸 (B) 다음에는 1도의 기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열이 필요

하다고 설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B)가 있는 문장에서는 사람들이 3도 따
뜻해지는 것에 대해 왜(why) 걱정해야 하는지 궁금해 할지도 모른다는 문
장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11.  주어가 penguins이며 뒤에 by global climate changes가 있으므

로 수동태임을 알 수 있다. 현재진행형 수동태는 「be동사 + being p.p.」
로 나타낸다.

13.  ④ 「콤마(,) + which/who」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며 이때 
which/who는 that으로 바꿔 쓸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