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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1.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1

An airplane flying across the United States made

미국을 횡단하여 비행하던 한 비행기가 승무원들

an emergency landing after flight attendants

이 뭔가 타고 있는 냄새 를 맡은 후 비상 착륙을 했

smelled something burning. They quickly

다. 그들은 기내에서 일종의 화재가 발생한 것 이

concluded that there must be some kind of fire on

틀림없다고 신속히 결론을 내렸다.

기 내 에 서

board.

(A)_____________, passengers were ordered to
착용하다

그에 따라, 승객들은 산소마스크 를 착용하라고 지

착 륙 했 다

put on their oxygen masks, and the pilot landed at

시 받았고, 조종사는 인근 공항에 착륙했다. 조사

a nearby airport. An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가 이 행되었지만, 비행기에는 어떤 손상도 발견되

but no damage to the plane was found.

지 않았다. 대신에, 커피가 비상 착륙에 이르게 했

(B)____________, it was reported that coffee may

을지도 모른다고 보고되었다.

비상

창륙

have led to the emergency landing.

Inspectors concluded that the odor was probably
타 버 린

조사관들은 아마 도 커피 주전자 속에 있는 타 버

찌꺼기(복수)

from burnt coffee grounds in a coffee pot. Clearly,

린 커피 찌꺼기에서 그 냄새가 났을 것이 라고 결

the flight attendants should have been more

론을 내렸다. B 분명히, 승무원들은 그 냄새의 원

careful when investigating the source of the smell.

인을 조사할 때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

서술: 윗글의 the source of the smell이 무엇인지 찾아 영
어로 쓰시오.2

1
2

③ Accordingly — Instead
burnt coffee grounds (in a coffee po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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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2.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o whom it may concern,

관계자님께,

I am a local resident and also an employee at the

저는 지역 주민이며, 마을 공중파 라디오 방송국인

town’s public radio station, KDFG. Our station plays

KDFG 의 직원이기 도 합니다. 저희 방송국은 이

an important role in the region. Along with music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악 및

and entertainment, we provide listeners with an

오락과 함께, 저희는 청취자들에게 비상경보 시스

비상

경보

시스템

템을 제공합니 다.

emergency alert system.
의

호

Despite this, the town council has decided

이에도 불구하고, 마을 의회가 저희 예산을 거의

(A)cutting our budget by nearly 30%. When I heard

30% 까지 삭감하 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이 말

this, I knew I had to do something. If the station’s

을 들었을 때, 제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

자

금

이

funding (B)cut, many staff members will lose their

습니다. 만약 방송국의 자금이 삭감되면, 많은 직

jobs. This will hurt the local economy.

원들이 그들 의 일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이는 지
역 경제에 해를 끼칠 것입니다.

소

식

통

What’s more, losing this source of news and
정

보

원

속

상

게다가, 이런 소식통과 정보원을 잃는 것은 많은

한

information will be upsetting to many people.
재

고

하

사람들에게 속상한 일일 것 입니다. C 따라서, 결

다

Therefore, I’d like you to reconsider your decision.

정을 재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해야 할

It would be the right thing to do.

옳은 일일 것입니다.

Benjamin O’Connor

Benjamin O’Connor 올림

서술: 위글의 밑줄 친 (A)와 (B)를 어법에 알맞게 고치시오.1

1

(A) to cut (B) is cu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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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It is commonly said that mothers have more than

흔히 어머니들은 모든 자식들에게 충분하고도 남

enough love for all their children. But in nature,

는 사랑을 가진다고 한 다. 하지만 자연계에서는,

things don’t always turn out so happily. For

상황이 항상 그렇게 행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낳

다

instance, when a female panda bear gives birth to

가령, 암컷 판다 곰은 두 마리의 새끼를 낳으면, 그

two cubs, she tends to abandon one of them in the

들 중 한 마리를 야생에 버리는 경향이 있다.

wild.

Since baby pandas weigh only 90 to 130 grams

아기 판다는 무게가 고작 90 그램에서 130 그램

당연하다

and are about the size of a lump of butter, this may
사

형

선

이고 대략 버터 한 덩어리 정도의 크기에 불과하기

고

very well be a death sentence. But the fact is that

때문에, 이 것은 아마 정말로 사형 선고일 것이다.

새 끼

the mother must give all her attention to one cub to

하지만 사실은 한 마리의 새끼라도 확실히 살아남

make sure it survives.

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미가 자신의 모든 주의를 그
새 끼에게 쏟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버

리

다

Therefore, she cannot help abandoning the other.
비

정

한

문

따라서, 어미는 나머지 한 마리를 버릴 수밖에 없

제

It may seem heartless, but for pandas it’s a matter

다. 그것은 비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판다에게 있

of survival.

어서 그것 은 생존의 문제이다.

• can not help -ing / can not but R / can not help but
R / have no other choice but to do

1

⑤ The Cruel Truth about Panda Familie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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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4.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

한 곳은?1
오

두

막

집

However, the number of such cottages in the

그러나, 한국의 시골에서 그러한 오두막집의 수가

Korean countryside is continuously dropping.

계속 해서 감소하고 있다.

철

새

Swallows, a type of migratory bird, come back to

제비는 철새의 일종으로 매년 월에 한국으로 돌아

Korea every May. They used to be quite common.

온다. F 제비들은 매 우 흔했었다. 하지만, 그 새의

However, the number of birds has been decreasing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each year.
주

된

원

인

감

소

벌

레

개

체

수

The primary cause is a drop in insect populations.

그 주된 원인은 벌레 개체 수의 감소이다. 농부들

Farmers use chemicals to kill insects, which are

은 벌레들을 죽이기 위해서 화학 약품 을 사용하는

the main food source for swallows. ① Fewer

데, 벌레들은 제비들의 주된 식량 공급원이다. 더

insects mean fewer swallows. ② What’s more, the

적은 수의 벌레는 더 적은 수의 제비를 의미한다.

둥지를

틀

장

소

swallows’ nesting areas are disappearing. ③ They

게다가, 제비들이 둥지를 틀 장소 가 사라지고 있

prefer to build nests in the roofs of traditional

다. 제비들은 전통적인 오두막집의 지붕에 둥지를

오

두

막

집

짓는 것을 선호한다.

cottages.

④Many people feel sorry that the swallows, which
희귀한

많은 사람들은 한때 많은 수가 찾아오곤 했던 제비

used to visit in large numbers, are becoming rare. ⑤

들이 희귀해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다. 일부

Some even think the bird should be made a

는 심지어 그 새가 보 호받을 수 있도록 천연기념

natural treasure so it can be protected.

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④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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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5.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1

A small-town lawyer was in the courtroom
증

인

한 작은 마을의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인을 심문하

을

interviewing a witness, an elderly woman who

고 있었는데, 그 증인은 평생을 그 마을에서 살아

①had lived in the town her whole life. While

온 한 노부인이었다. 그녀를 심문하는 동안, 그는

심문하는

동안

questioning her, he casually asked, “Do you know

무심코 “제가 누군지 아세요?”라고 물었다. “물론

am (X)

②who I am?” “I certainly do ,” the woman replied.
돌 봐 주 다

알지.”라고 그 여자는 대답했다. “내가 널 봐 주곤

“I used to babysit you.

했지.

You were lazy then, and you’re a liar now.” The

너는 그때는 게을렀었는데, 지금은 거짓말쟁이로

lawyer was shocked. To shift the courtroom’s

구나.” 그 변호사는 깜짝 놀랐다. 법정의 주의를 자

attention from ③himself, he pointed at the other

신에 게서 돌리기 위해, 그는 다른 변호사를 가리

lawyer and asked if the elderly woman knew him.

키면서 그 노부인이 그를 아는지 물었다.

“Of course I ④do,” she replied. “He drinks too

“물론 알지.”라고 그녀는 대답했다. “저 남자는 술

much, and his wife must be the stupidest woman in

을 너 무 많이 마시고, 그의 아내는 마을에서 제일

재판을

town.” The judge suddenly stopped the trial and

멍청한 여자인 게 분명해.” 판사가 갑자기 재판을

called both lawyers over. “You ⑤can’t have asked

중단시키고 양쪽 변호사를 불러 모았다. “당신들

her that sort of question,” he said. “And if you ask

은 그녀에게 그런 종류의 질문을 하지 말았어야 했

her if she knows me, I’ll throw you in jail!”

어요.”라고 그가 말했 다. “그리고 만약 당신들이
그녀에게 나를 아는지 물으면, 나는 당신들을 감옥
으로 보낼 겁니다!”

1

⑤ should not have asked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