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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1.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고 가장 적절한 것은?1

Talking about weight at any age is difficult. But with

어떤 나이든 체중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

childhood obesity becoming a serious global

하지만 어린 시절 의 비만이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

꺼 내 다

problem, parents are wondering how to bring up

제가 되면서, 부모는 그 화제를 어떻게 꺼낼지 알

the subject.

고 싶어 한다.

다

행

이

도

Thankfully, experts say that it’s actually best not to

다행히도 전문가들은 체중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

talk about weight at all. First, it’s helpful for parents

는 것이 사실상 가장 좋다고 말해 준다. B 우선, 가

to realize that the whole family needs to get

족 전체가 다 같이 건강해져야 함을 부모가 깨닫는

healthy together. Kids follow (do, their parents,

것이 도움이 된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 는 것을 따

what). If the house is full of junk food, the kids will

라 한다. 집이 정크푸드로 가득하다면, 아이들은

be unhealthy.

건강하지 못 할 것이다.

Second, promoting positive body image to children

둘째로, 아이들에게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is essential. Parents must focus on health, not

를 고취하 는 것이 필수적이다. 부모는 외모가 아

appearance. Rather than telling a child, “Please try

닌 건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 이에게 “체중을

to lose weight,” parents should help children

줄일 노력을 하렴.”이라고 말하는 대신, 부모는 아
habits

overcome unhealthy habits and form healthy ones.

이들 이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을 이겨내고 건강한

Honest conversation about health will make a

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한다. 건강에 관한 진솔

difference.

한 대화를 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

동

비

만

Stopping childhood obesity is the responsibility of

→ 아동 비만을 멈추는 것은 가족 전체의 책임이

the whole (A) , and discussions should focus not

며, 논의는 체중이 아니 라 건강한 습관에 초점을

on weight but on healthy (B) .

맞춰야 한다.

서술형
윗글의 괄호 안의 단어들으 바를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2

1
2

② family - habits
what their parents d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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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2. 다금 글의 요지로 적절한 것은?1

Milk is nutrient-rich and can provide children with

우유는 영양분이 풍부하고, 아이들에게 단백질, 칼

protein, calcium, and vitamin D. For those reasons,

슘, 그리고 비타민 D 를 제공할 수 있다. C 이러한

many people believe that it’s always good for kids

이유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아이들이 많은 우유

to drink plenty of milk. However, too much of a

를 마시는 것이 언제나 좋다고 믿는다.

good thing can cause problems.

Researchers at Toronto’s St. Michael’s Hospital
혈

액

표

하지만 좋은 것도 과도 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

본

studied blood samples from over 1,300 kids

다. 토론토의 St. Michael 병원의 연구원들 은 2

between the ages of two and five. They found that

세에서 5 세 사이의 1 , 300 명 이상의 아이들의

the kids who drank more milk had increased vitamin

혈액 표본들을 연구 했다. 그들은 더 많은 우유를

D levels but lower levels of iron.

마신 아이들은 증가된 비타민 D 수치를 보이더라
도 더 낮은 철분 수치를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Further research showed that if children drink two

추가 연구는 만약 아이들이 하루에 두 컵의 우유를

cups of milk a day, they will have good levels of

마시면, 그들은 적정한 수준의 비타 민 D 와 철분

일단 ~하면

vitamin D and iron. Once they have more than two

을 가질 것을 보여 주었다. 일단 그들이 두 컵 이상

cups, their iron levels will go down. So, while milk is

을 섭취하면, 그들의 철분 수치는 낮아질 것이다.

good, there is a limit to how good it is.

그러므로 우유가 좋긴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좋은
지에는 한계가 있다.

서술형
우유를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의 단점을 윗글에서 찾아 문장을 완
성하시오.2
If kids drink more milk, thei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2

⑤ 적당량의 우유를 마시는 것이 일부 영양소 균형에 좋다.
iron levels will go dow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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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3.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1

The butterfly fish is found near coral reefs in tropical
독

특

나비고기는 열대 바다의 산호초 근처에서 발견된

한

waters. It is brightly colored, with distinctive

다. 나비고기는 밝은색 을 띠고 있으며, 몸에 독특

도치

markings on its body. So unique is the appearance
결

한 무늬가 있다. D 나비고기의 외양이 매우 독특해

과

of the butterfly fish that it is instantly recognizable.

서 즉시 알아볼 수 있다.

• so - that
두드러진다

Many interesting things about this fish ①stand out.

이 물고기에 관한 많은 흥미로운 것들이 두드러진

First, there are more than 100 different species of

다. 첫째로, 나비고기는 100 가지 이상의 각기 다

butterfly fish. Second, although it is found in many

른 종류가 있 다. 둘째로, 그것은 대서양, 인도양,

places, including the Atlantic, Indian, and Pacific

그리고 태평양을 포함한 많은 장소 에서 발견되긴

oceans, it needs very specific conditions ②to

하지만, 생존하기 위해서 매우 특정한 조건들이 필

survive.

요하다.

In addition, the butterfly fish searches for food

게다가, 나비고기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낮 동안

during the day and rests at night, like humans

음식을 찾고 밤에 쉬며 주로 플랑크톤과 작은 새우

③do, and it mostly eats plankton and small shrimp.

를 먹는다.

Perhaps the most interesting thing about the

그러나 아마도 나비고기에 관한 가장 흥미로운 것

쌍

butterfly fish, however, is ④what pairs stay

은 나비고기 쌍이 짝지은 후에 평생을 함께한다는

together for life after they mate. Unfortunately,

점일 것이다. E 안타깝게도, 수질 오염과 서식지

소 실

water pollution and habitat loss are currently
위

협

하

소실 때문에 나비고기 가 현재 위협받고 있어서 멸

다

threatening the butterfly fish, so it ⑤is considered
멸종위기에

처한

an endangered species.

1

④ that
3

종 위기에 처한 종으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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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4.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해

적

In the past, pirates often wore earrings. However,

과거에, 해적들은 대개 귀고리를 착용했다. 하지

this was not a simple fashion choice. Many pirates

만, 이는 단순히 패션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 그

고

리

원 인

of that time wore gold hoops in their ears for
미

신

적

당시의 많은 해적들은 미신적인 이유들 때문 에 금

인

superstitious reasons. It was believed that they

으로 된 고리들을 귀에 걸었다. F 그것들은 나쁜

could cure bad eyesight and prevent drowning.

시력을 치유하고 익사하는 것을 막아 줄 수 있다고
믿어졌다.

붙 이 다

Some pirates would also attach wax to their
귀

마

개

몇몇 해적들은 또한 그들의 귀고리에 왁스를 붙이

로

earrings, which could be used as earplugs when
발사하다

대

포

곤 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전투 중에 대포를 발사

를

they fired cannons during battles. Earrings made of

할 때 귀마개로 사용될 수 있었다. 은이나 금으로

silver or gold had practical purposes as well—if the

만들어진 귀고리는 또 한 실용적인 용도를 가지고

해 적 이

pirate died at sea, they were used to pay for funeral
밀

려

왔

다

있었다. 만약 해적이 바다에서 죽으면, 그의 시신

해 안 으 로

expenses when his body washed ashore.

이 해안으로 밀려왔을 때 장례비를 지불하는 데 그
귀고리가 사용되었다.

Some pirates even had the name of their hometown
새

겨

지

게

어떤 해적들은 자신의 시신이 가족에게 확실히 보

보 증 하 다

engraved on their earrings to ensure that their body

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귀고리에 심지어 고

would be sent to their family. In cases such as this,

향 이름을 새겨 넣기까지 했다. 이와 같은 경우에,

the earrings would also be used to pay the cost of

귀고리는 또한 그 해적의 시신을 실어 나르는 비용

transporting the pirate’s body.

을 지불 하는 데에도 사용되곤 했다.

1

④ superstitious -practical - translatin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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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5. The Last Desert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

는 것은?1

The 4 Deserts Race Series, which consists of four

The 4 Deserts Race Series는 세계 다른 지역

long race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s one of

에서 열리는 네 차례의 장거리 경주로 구성되는데,

도

보

경

주

세상에서 가장 힘든 도보 경주 중 하나 이다.

the most difficult footraces in the world.
마지막

The Last Desert is the final event, and in order to
출

전

하

다

완

료

하

다

남극 마라톤 대회는 그 마지막 경기이며, 그 경기

compete in it, runners must complete at least two of

에 출전하기 위해 서 주자들은 앞선 세 개 경주 중

the three previous races. What makes it so difficult

에서 최소 두 개를 완료해야 한다. 그 것을 그토록

남극

대륙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남극 대륙에서 개최된

is that it takes place in Antarctica!

다는 것이다!
2 년 에

한

번

The race is held once every two years, giving the

그 경주는 경기들 사이에 인간의 영향으로부터 자

environment time to recover from human impact in

연이 회복할 시간을 주며, 2 년에 한 번 개최된다.

완주하기 위해

참

가

자

들

은

between events. To finish , the participants must run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7 일 안에

안에

250 kilometers in seven days. They carry a small

250km 를 달려야 한다. 그들은 소량의 안전 장비

제 공 받 는 다

amount of safety equipment and are provided with
대

피

소

의

료

지

water, food, shelter, and medical assistance.
심한

눈보라

기

를 휴대하며, 물, 식량, 대피소와 의료 지원을 제공

원

받는다.

온

They may face blizzards and temperatures as low

그들은 눈보라와 영하 20 도만큼 낮은 기온에 직

as -20 °C. But despite the extreme conditions of the

면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경주의 극한 조건에도 불

~할 때마다

race, more and more runners participate each time
참

가

자

들

이

구하고, 경주가 개최될 때마다 점점 더 많은 주자

it is held. Some former competitors even return to

들이 참가한다. 몇몇 이전 참가자들은 심지어 자신

challenge themselves again.

에 도전하기 위해 다시 돌아오기도 한다.

1

⑤ 기존 참가자는 참가할 수 없지만 전체 참가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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