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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1.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

한 곳은?1

Ace Bourke and John Rendall were two Australian

Ace Bourke 와 John Rendall 은 두 명의 호주

travelers. In 1969, they bought a lion cub from

인 여행자들이었다. 1969 년에, 그들은 런던의

London’s Harrods department store. After taking the

Harrods 백화점에서 새끼 사자 한 마리를 샀다.

lion home, they named him Christian.

그 사자를 집에 데려온 후에, 그들은 그에게
Christian 이라는 이 름을 지어 주었다.

① They became good friends with Christian, and

그들은 Christian 과 좋은 친구가 되었고, 그와 함

would wrestle and play ball with him. ② One year

께 레슬링을 하거나 공놀이를 하곤 했다. 그러나 1

later, however, the two men had to send Christian

년 후에, 그 두 사람은 Christian 의 커진 몸집과

away to live in the wild due to his increased size

그를 보살피는 데 드는 비용 때문에 그가 야생에서

and the cost of his care.

살도록 멀리 보내야만 했다.

③ One year after they sent him to Africa, Bourke

그들이 그를 아프리카로 보낸 지 1 년 후에,

and Rendall planned to visit Kenya where their lion

Bourke 와 Rendall 은 그들의 사자가 현재 사는

now lived. Though many people expressed

케냐를 방 문하기로 계획했다. 많은 사람들이

단 념 시 키 다

concerns and tried to dissuade them, saying that

Christian 이 그들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

Christian wouldn’t remember them, they pushed

하며 우려를 나타냈고 그들을 만류하려고 애썼지

ahead with their original plan.

만, 그들은 원래의 계획을 추진했다.

④ Seeing them, Christian immediately recognized

그들을 보자, Christian 은 자신의 예전 주 인들을

his former owners and gave the two men a warm

바로 알아보고 그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

welcome. ⑤ Instead of attacking the men like a wild

다. 야생 동물 처럼 두 사람을 공격하는 대신에,

animal, Christian hugged them and acted as if he

Christian 은 그들을 꼭 껴안았고 마치 자신이 집

were a house cat.

고양이인 것처럼 행동했다.

서술: 윗글의 밑줄 친 attack을 어법에 알맞게 고쳐 쓰시오.2

1
2

④
att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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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2. 밑줄 친 They[They]가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

른 것은?

Dogs clearly pay attention to human language. But

개는 분명히 인간의 언어에 주목한다. 그런데 개는

do they really understand words, or only tones of

정말로 말을 이해할까, 아니면 단지 목소리의 어조

voice? In a recent study, researchers trained pet

만 이해할까? 최근 한 연구에서, 연구원 들은 애완

dogs to lie still inside of a brain scanner.

견들을 뇌 주사 장치 안에서 가만히 누워 있도록
훈련했다.

누 워 서

Lying calmly inside, they heard meaningful words,

그 안에 침착하게 누워 있으면서, 개들은 의미를

sometimes in a happy tone, and sometimes in a

가지는 단어들을 들었는 데, 때로는 기분 좋은 어

neutral tone. They also heard meaningless words.

조이고, 때로는 중립적인 어조였다. 개들은 또한

While listening to the words, the dogs processed

(그러한 어조로) 의미를 가지지 않는 단어도 들었

meaningful ones in their brain’s left hemisphere,

다. 그 단어들을 들으면서, 어조와 관계없이 개들

regardless of tone.

은 뇌의 왼쪽 반구에서 의미를 가지는 단어 를 처
리했다.

This means they recognized individual words and

이는 단어가 발화되는 어조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not only the tone in which they were said.

단어들을 개들이 인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 이

Informed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perhaps we

연구의 결과를 알게 되면, 아마 우리는 수의사에게

활

기

찬

shouldn’t use a cheerful voice when we tell our

갈 거라고 개에게 말할 때 활기찬 어조를 사용하지

dogs they are going to the vet.

않아도 될 것이다.

서술: (A)와 (B)를 어법에 알맞게 각각 고쳐 쓰시오.1

1

(A) calmly (B)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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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3.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고 가장 적절한 것은?1

“Gambler’s ruin” is a situation gamblers face in

‘도박꾼의 파산’은 도박꾼들이 카지노에서 직면하

casinos. Casino games, such as blackjack, roulette,

는 상황이다. 블랙잭, 룰렛, 슬롯머신과 같은 카지

and slot machines, do not offer a 50% chance of

노 게임들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50% 가 아니

winning.

다.
카 지 노 에

유 리 한

In other words, the odds are in the casino’s favor.

다시 말해서, 그 확률은 카지노에 유리하다. 도박

The law of gambler’s ruin says that if the gambler

꾼의 파산 법칙은 도박꾼이 이런 게임들을 충분히

plays these games long

오래 하면, 언제나 카지노가 이긴다고 말한다.

enough,________________.

The effects of gambler’s ruin can be serious. A lot of

도박꾼의 파산의 결과는 심각할 수 있다. C 도박꾼

분 사 구 문

money can be lost, the gambler betting more and

이 자신의 운을 바꾸려는 시도로 돈을 점점 더 많

more in an attempt to change his or her luck.

이 걸면, 많은 돈을 잃을 수 있다.

• If gambler is betting ~

Responsible gamblers, however, know this and

하지만 분별 있는 도박꾼들은 이를 알고, 잃어도

내기를 한다

only bet money they can afford to lose. If you go
확

to a casino, remember this. Faced with these odds,
결

국

에 간다면, 이것을 기억하라. 이런 확률에 직면 할
때, 당신은 결국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you’ll never win in the long run.

1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돈만 건다. 당신이 카지노

률

② the casino always w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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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4.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1

Global warming is seriously affecting the Arctic,

지구 온난화는 바다 위에 형성되는 얼음의 양을 감

decreasing the amount of ice that forms on the

소시키면서 북극 지방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sea. This, in turn, is causing a decrease in the size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북극곰 크기의 감소를 초

of polar bears.

래하고 있다.

The bears move on sea ice when they hunt for

북극곰들은 바다표범을 사냥할 때 해빙 위에서 이

seals. Less sea ice makes it difficult for the bears

동한다. 줄어든 해빙은 북극곰들이 걸어서 건너는

to walk across, which means they catch and eat

것을 어렵게 만드는 데, 이는 그것들이 바다표범을

fewer seals. As a result, female polar bears weigh

덜 잡아먹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 결과, 요즘 암컷

65 kg less on average today than they did 30 years

북극곰은 몸무게가 30 년전에 나갔던 것보다 평균

ago.

적으로 65 킬로그램이 더 적게 나간다.

This is a symptom of a general decline in bear

이것은 곰의 건강이 전반적으로 쇠약해졌다는 징

health, affecting their ability to reproduce and care

후이며, 이는 번식하고 새끼를 돌보는 그것들의 능

for their young. Polar bears have also started

력에 영향을 미친다. D 북극곰들은 또한 비통한 행

demonstrating a sad behavior, with individuals

동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개체들이 서로를 죽이고

killing and eating each other. The future of the

잡아먹고 있다. 이 종(種)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species is in doubt.

1

④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polar b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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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1

The Antikythera wreck is one of the most famous

Antikythera 섬의 난파선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

shipwrecks in the world. (B) After sinking about

한 난파선들 중 하나이다. 약 2 , 000 년 전에 가

2,000 years ago, the ship was discovered in 1900

라앉은 후에, 그 선박은 1900 년에 그

near the Greek island of Antikythera. Located

Antikythera 섬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해저 150

about 150 feet below the surface, the wreck has

피트 정도에 위치한 난파선은 고대 도자기와 조각

been the site of many discoveries including ancient

상, 그리고 동전을 포함한 많은 발 견물들이 있던

pottery, statues, and coins.

장소였다.

(C) But on August 31, 2016, investigators made a

( C ) 그런데 2016 년 8 월 31 일, 조사관들이 정

truly surprising find: several bones from a human

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바로 인간 해골에서 나

skeleton. Thought to have belonged to a young

온 뼈 몇 점이다. 젊 은 남성의 것으로 생각되는 그

man, they are the first bones discovered from a

것들은, 과학자들이 고대의 DNA 를 연 구하는 방

shipwreck since scientists developed methods of

법을 개발한 이래로 난파선에서 발견된 최초의 뼈

studying ancient DNA.

들이다.

(A) Preserved for 2,000 years, DNA from these

( A ) 2 , 000 년 동안 보존되었던 이 뼈의 DNA

bones could tell scientists a lot. They hope to learn

는 과학자들에게 많은 것을 말 해 줄 수 있다. 그들

information such as where the man came from and

은 그 남성이 어디 출신인지와 어떻게 생겼는지와

what he looked like. With this information,

같 은 정보를 알게 되길 희망한다. 이 정보가 있다

scientists could understand the crew of this ancient

면, 과학자들은 이 고대 선박의 선원들에 대해 그

ship better than ever before.

전 어느 때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④ (B) -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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