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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1.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In recent years, there’s been a sharp decline in 

honeybee numbers. By some measures the wild 
어느 기준에서 보면

population has nearly disappeared. If honeybees 

were to become extinct, we would be in trouble. 

Approximately one-third of the food we eat comes 

from plants pollinated by insects, and honeybees 
수 분 되 는

perform 80% of that job. 

If honeybees were to stop pollinating our crops, the 

consequences would be disastrous. If these 

pollinators disappeared, our food supply would be 

severely threatened, and many ecosystems would 
심 각 하 게

be destroyed. In fact, some experts predicted that if 

the bee population died out, humankind would not 

last more than four years. Clearly, a decrease in 
감 소

honeybees means more than just our honey supply 

being threatened.

Bees’ Decline: A Warning to Human 

Beings.

최근 몇 년 동안에, 꿀벌 수의 급격한 감소가 있었

다. 어느 기준에서 보면 야생의 개체가 거의 사라졌

다. 만약 꿀벌이 멸종된다면, 우리는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약 3 분의 1 이 곤

충들에 의해 수분(受粉)되는 식물들로부터 나오는

데, 꿀벌이 그 일의 80 %를 수행한다. 

꿀벌들이 우리의 작물을 수분하는 것을 멈춘다면, 

그 결과는 처참할 것이다. 이 수분 매개자들이 사라

진다면, 우리의 식량 공급은 심각하게 위태로워질 

것이고, 많은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실제로, 몇

몇 전문가는 꿀벌 개체군이 멸종된다면, 인류는 4 

년 이상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분명히, 

꿀벌의 감소는 단지 우리의 꿀 공급이 위협받고 있

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⑤ Bees’ Decline: A Warning to Human Being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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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2.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

지 않은 것은?1

In the 1800s, the people of Ireland used potatoes as 

their basic food source. Unfortunately, everyone 

was growing the same type of potato, which meant / 
재 배 하 다

the crops all had the same genes. The farmers did 

not realize the ① danger in this. In the 1840s, a new 

potato disease struck. The genetically identical 
강 타 했 다 유 전 적 으 로 동 일 한

potatoes all ② possessed the ability to fight the 

disease, so they all rotted. 
썩어 버렸다

Because people were mainly ③ dependent on 
의 존 하 는

potatoes for their food, Ireland suffered a famine in 
기 근

which one in eight people died during the following 
이 듬 해 에

years. If people had grown many types of potatoes, 

they could have identified ④ resistant ones and 
발 견 하 다 저 항 력 이 있 는

grown more of them, making the famine less 

serious. Despite knowing this, many countries today 

take the same  ⑤ risk with their crops.
같 은 위험을 무릅쓰고 있 다

같은 종류의 감자 재배의 위험성

1800년대, 아일랜드 사람들은 감자를 그들의 기본 

식량 자원으로 이용했다. 불행히도, 모두가 같은 종

류의 감자를 재배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 작물들이 

모두 같은 유전자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농부

들은 이것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1840 년

대, 새로운 감자 병충해가 발생했다. 유전적으로 동

일한 감자들은 모두 그 병충해에 대항할 힘이 있어

서(→ 없어서), 전부 썩어 버렸다. 

사람들은 대부분 식량으로 감자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일랜드는 그 이듬해에 8 명 중 1 명이 사

망하는 기근을 겪었다. 만약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감자를 재배했더라면, 그들은 저항력이 있는 감자

를 발견해서 그것들을 더 많이 재배하여 기근을 덜 

심각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농작물에 같

은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② lack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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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3. 다음 글에 드러난 ‘I’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1

In 1985, my husband and I moved to his hometown, 

located in China’s Ordos Desert. When I first saw 

our new home, I burst into tears. There was 

nothing but sand for miles around. “I wish I could 

see some plants,” I thought. Then one day, I saw a 

small tree growing beside a nearby well. I realized 

that if this tree could survive, others might be able 

to, too. 

I started to plant more trees. At first, many of them 

ended up buried in sandstorms, but my husband 

and I eventually managed to get most of the trees to 

survive. We have now planted more than 600,000 

trees in the desert. We have turned one of the most 

desolate places in China into something beautiful.

번역

1985 년, 남편과 나는 중국의 Ordos 사막에 위치

한 남편의 고향으로이사했다. 내가 처음 우리의 새 

집을 보았을 때, 나는 눈물을 터뜨렸다. 주위의 수 

마일 내에 있는 것은 모래뿐이었다. ‘내가 식물을 

조금만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라고 나는 생각했

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근처의 우물 옆에 작은 나

무 하나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 나무

가 생존할 수 있다면, 다른 것들도 살 수 있다는 것

을 깨달았다. 

나는 더 많은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것

들 중 다수가 모래 폭풍에 파묻혀 버렸지만, 결국 

남편과 나는 가까스로 대부분의 나무들을 살아남게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막에 60 만 그루

가 넘는 나무들을 심었다. 우리는 중국에서 가장 황

량한 장소들 중 하나를 아름다운 곳으로 바꾸었다.

 ② desperate —> prou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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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4. Socotra 섬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은?1

Socotra Island, a small island belonging to Yemen 

and located in the Arabian Sea, looks as if it were 

part of another planet. In fact, it separated from the 
떨 어 져 나 오 다

mainland of Africa six or seven million years ago, 

causing unique forms of life to develop on it. It is 
생 기 다

home to about 800 species of rare plants and 

animals, many of which are found nowhere else on 

earth. 

Because the island experiences extreme heat and 

frequent droughts, many of its plants have evolved 

unusual appearances. One striking example is the 

dragon’s blood tree. Its branches make it look like a 

giant umbrella. It gets its name from a thick, red 

substance that comes out when its bark is cut. 

When this happens, it appears as if the tree were 

bleeding.

높은 온도와 잦은 강우로 인해 식물들이 독특한 모

습으로 진화했다.

예멘에 속해 있고 아라비아 해에 위치한 작은 섬인 

Socotr 섬은 마치 다른 행성의 일부인 것처럼 보인

다. 실제로 그것은 6 , 7 백만 년 전에 아프리카의 

본토에서 떨어져 나와 그곳에 독특한 생명체를 생

겨나게 했다. 그곳은 800 여 종의 희귀한 동식물의 

서식지로, 그중 대부분이 지구 상의 다른 어디에서

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 섬은 극심한 더위와 잦은 가뭄을 겪어서, 그곳 

식물들 대부분이 특이한 외양을 진화시켰다. 한 가

지 눈에 띄는 예가 용혈수다. 그것의 나뭇가지는 그 

나무를 거대한 우산처럼 보이게 한다. 그것은 나무

껍질을 잘랐을 때 나오는 걸쭉한 붉은 물질에서 그 

이름을 얻는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 나무는 마

치 피를 흘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④ 높은 온도와 잦은 강우로 인해 식물들이 독특한 모습으로 진화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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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5.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Our planet is surrounded by a magnetic field, but it 
자 기 장

could vanish at any time. Around every 200,000 
사 라 지 다 언제라도 대 락 ~ 마 다

years the field reverses, which causes it to 
거꾸로 움직이다

temporarily disappear. Earth’s magnetic field plays 
일 시 적 으 로 자 기 장

a major role in protecting the planet from the Sun’s 

solar wind. Without the magnetic field, particles 
태 양 풍 입 자 들 은

carried by solar wind would directly impact Earth. 
운 반 되 는 영 향 을 주 다

This would consequently lead to disruptions in our 
결 과 적 으 로 붕 괴 , 분 열

communications systems and an expansion of the 
확 대

holes in the ozone layer. Any  change could also 
오 존 층 어떤 ~라도

disturb animals’ migration patterns because they 
방 해 하 다

depend on the magnetic field to navigate. Clearly, 
의 존 하 다 길을 찾기 위해서

Earth would be seriously affected by a reversal of 
역 전

the field in many ways.

The Dangers of a Magnetic Field 

Reversal

우리 행성은 자기장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것은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다. 대략 20 만 년마다 자기

장은 역전되는데, 이는 자기장을 일시적으로 사라

지게 한다. 지구의 자기장은 지구를 태양의 태양풍

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장이 없다면, 태양풍에 의해 운반되는 입자들

이 직접적으로 지구를 강타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통신 시스템의 혼란과 오

존층 구멍들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어떤 변

화든지 동물들의 이동 패턴을 방해할 수 있는데, 왜

냐하면 동물들은 길을 찾기 위해 자기장에 의존하

기 때문이다. 분명, 지구는 자기장 역전에 의해 여

러 가지 면에서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③ The Dangers of a Magnetic Field Reversa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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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6.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1

When I went to school, none of my teachers ever 

asked me about what kind of work I’d like to do in 

the future. In fact, there was never a discussion 

about possible careers during all the years that I 

was at school. 

Since one of the main objects of going to school is to 
때 문 에

prepare for adult life, a good school would organize 

lectures or discussions intended to give students a 

broad view of different occupations. Of course some 

students might follow their parents’ careers, but 

even these students could benefit from the chance 
이 익 을 얻 다

to learn about other kinds of job opportunities.

학교에서 직업에 대해 학습하고 고민할 기회를 제

공해야 한다

내가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들 중 어떤 분도 내가 

장래에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지에 대해 

내게 물어보신 적이 없었다. 사실, 내가 학교에 다

니던 시절 내내, (나에게) 가능한 직업에 대한 논의

는 한 번도 없었다.

 학교에 다니는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성인으로서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좋은 학교라면 학생들

에게 각기 다른 직업들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주기 

위해 계획된 강연이나 토론을 마련할 것이다. 물론 

어떤 학생들은 자기 부모님의 직업을 따를지도 모

르지만, 이런 학생들조차도 다른 종류의 일자리에 

대해 알 기회가 있다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③ 학교에서 직업에 대해 학습하고 고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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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7.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All of Dr. Lloyd Pinkham’s students owe him a debt of 

gratitude. Had it not been for his guidance, none of 
=without

us would be in the position of success we enjoy 

today. One of Dr. Pinkham’s gifts was that, in 

addition to having an extraordinary grasp on world 

cultures, he was very easygoing. I remember the 

first time we met him. 

• without(But for) N,  S +would / would have pp =  If it were 
not for N(= Were it not for N), If it had not been for N(= Had 
it not been for N): ~이 없다면/ 없었다면

He was sitting in the classroom, wearing shorts and 

a T-shirt and sipping a soda. No one realized who 

he was, so we started chatting casually. It wasn’t 

long before his knowledge showed through, and at 
오래지 않아

that point he stood up, introduced himself, and 

delivered the best lecture I’ve ever heard. It’s hard to 

believe he is no longer with us. I can barely hold 
간 신 히 참 다

back my tears at the thought of never seeing or 

talking with him again.

• before long 곧 = not - long before / long before 훨씬 이전에 = 
not - before long

고인이 된 교수님을 추모하려고

Lloyd Pinkham 박사님의 제자들 모두는 선생님

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지도가 없었다면, 저희

들 중 누구도 오늘날 누리고 있는 성공적인 지위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세계 문화에 대한 탁월한 이해

를 갖추신 것 이외에도, Pinkham 박사님의 재능

들 중 하나는, 그분이 매우 편했다는 것입니다. 저

는 처음 그분을 뵈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선생님은 반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탄산음료를 마시

면서 강의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무도 그분이 누

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했기에, 저희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잡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분

의 지식이 드러났고, 그때 그분은 일어나셔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고 제가 이제껏 들었던 것 중 최고

의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더 이상 저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힘듭니다. 다시는 그분을 

뵙거나, 그분과 함께 이야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저

는 간신히 눈물을 참을 뿐입니다.

 ③ 고인이 된 교수님을 추모하려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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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8.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Aspiring writers often submit their work to writing 
예 비 작 가 제 출 한 다

contests in hopes of receiving a cash prize and, even 

better, recognition. Yet, were many of these writers 
i f 생 략

to learn how many entries competitive contests 
다수의 경쟁적인 공모전

actually receive, they might begin to despair. It’s 
체 념 하 다

true that the best contests are entered by 
참 가 하 다

thousands, if not tens of thousands, of writers. 

But there are ways to ensure your submission rises 
출 품 작 넘 어 서 다

above the others. To help your piece make it out of 

the preliminary judging rounds, you must 
예비 심사 단계를 통과하다

guarantee that it meets all contest rules, including 
충 족 시 키 다

word limits and requests for personal information. 
제 한

There are many talented writers thrown out in the 
탈 락 한

early stages who, had they followed the rules, would 
초기 단계에서 i f 생략

have had a shot at winning.
수상을 노려보다

공모전 규정을 준수할 것을 조언하려고

장차 작가가 되려는 사람들은 상금을 받고, 더 나아

가서 인정을 받기를 기대하며 종종 자신의 작품을 

문예 공모전에 제출한다. 하지만, 이러한 작가들 중 

다수는 경쟁적인 공모전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출

품작들을 받는지 알게 된다면, 체념하기 시작할지

도 모른다. 최고의 공모전에는, 설령 수만 명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수천 명의 작가들이 참가하는 것

이 사실이다. 

하지만 당신의 출품작이 다른 작품들을 확실히 넘

어서게 해 줄 방법들이 있다. 당신의 작품이 예비 

심사 단계를 통과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당

신의 작품이 단어 수 제한과 개인 정보의 요구들을 

포함하여 모든 공모전 규정들을 반드시 충족시키도

록 해야 한다. 규정들을 지켰더라면 수상을 노려봤

을 법한, 초기 단계에서 탈락한 재능 있는 작가들이 

많이 있다.

 ③ 공모전 규정을 준수할 것을 조언하려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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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가독성을 위한 자료입니다! 인쇄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