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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11월 25번]

25. Dorothy West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은?1

Dorothy West, born on June 2, 1907, is remembered / as 

one of the Harlem Renaissance writers. 

Dorothy West는 1907년 6월 2일에 태어났고, 기억된다 / 할렘 르네상

스 작가 중 한 명으로.

West’s subject matter primarily focused / on the life of 
소 재

rich African Americans. 

West 작품의 소재는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 / 부유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의 삶에.

Her first novel, The Living Is Easy, published in 1948, / 
출 판 된

received positive responses from critics , / but failed to 
평론가들로부터 ~하지 못했다

attract a large audience. 
끌어들이다

1948년 출판된 그녀의 첫 소설 ‘The Living Is Easy’는 / 평론가들로부

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 많은 독자를 끌어들이는 데는 실패했다.

She wrote her second novel, The Wedding, in 1950, / but 

left  it incomplete / because she was unable to find a 
상태가 되게하다 미 완 성 의

publisher. 
출 판 업 자

그녀는 1950년에 두 번째 소설 ‘The Wedding’을 썼지만, /  그것을 미

완으로 두었다 / 출판업자를 찾지 못해.

Dorothy West는 1907년 6월 2일에 태어

났고, 할렘 르네상스 작가 중 한 명으로 기억

된다. West 작품의 소재는 주로 부유한 아프

리카계 미국인의 삶에 초점이 맞춰졌다. 

1948년 출판된 그녀의 첫 소설 ‘The Living 

Is Easy’는 평론가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

을 얻었지만, 많은 독자를 끌어들이는 데는 

실패했다. 그녀는 1950년에 두 번째 소설 

‘The Wedding’을 썼지만, 출판업자를 찾지 

못해 그것을 미완으로 두었다.

 ③ 첫 소설이 평론가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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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queline Onassis took note of the short stories / that 

주목했다

West had been submitting to the Daily News, the local 
기 고 해 왔 던 이동

paper at Martha’s Vineyard.

Jacqueline Onassis는 단편 소설들에 주목했다 / Martha’s Vineyard

의 지역 신문인 ‘Daily News’에 West가 기고해 왔던.Dorothy West의 

일생

Onassis encouraged West / to complete her novel / and 
독 려 했 다 완 성 하 도 록

subsequently served as her editor. 
그 이 후 로 . . . . . . 역 할 을 했 다 편 집 자

Onassis는 West를 독려했고 / 그녀의 소설을 완성하도록 / 그 후 그녀

의 편집자 역할을 했다.

Her second novel was published in 1995 / and was 
출 판 되 었 다

made into a television movie produced by Oprah 
제 작 된

Winfrey, / airing in 1998. 
방 송 하 다

그녀의 두 번째 소설은 1995년에 출판되었고 / Oprah Winfrey가 제작

한 텔레비전 영화로 만들어져, / 1998년에 방송되었다.

West died on August 16, 1998.

West는 1998년 8월 16일에 사망했다.

Jacqueline Onassis는 Martha’s 

Vineyard의 지역 신문인 ‘Daily News’에 

West가 기고해 왔던 단편 소설들에 주목했

다.  Onassis는 West가 그녀의 소설을 완성

하도록 독려했고, 그 후 그녀의 편집자 역할

을 했다. 그녀의 두 번째 소설은 1995년에 

출판되었고 Oprah Winfrey가 제작한 텔레

비전 영화로 만들어져, 1998년에 방송되었

다. West는 1998년 8월 16일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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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chuckwalla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Chuckwallas are fat lizards, usually 20-25cm long, 

though they may grow up to 45cm. 

chuckwalla는 대개 길이가 20~25cm인 통통한 도마뱀인데, 45cm까

지 자랄 수도 있다.

They weigh about 1.5kg when mature. 

다 자랐을 때, 그들의 무게는 1.5kg가량 나간다. 

Most chuckwallas are mainly brown or black. 

대부분의 chuckwalla는 주로 갈색이거나 검은색이다.

Just after the annual molt, the skin is shiny. 
탈 피

해마다 하는 탈피 직후에는 껍질은 윤기가 난다. 

Lines of dark brown run along the back and continue 

down the tail. 

짙은 갈색 선들이 등을 따라 꼬리까지 이어진다.

*molt: 탈피

chuckwalla는 대개 길이가 20~25cm인 통

통한 도마뱀인데, 45cm까지 자랄 수도 있

다. 다 자랐을 때, 그들의 무게는 1.5kg가량 

나간다. 대부분의 chuckwalla는 주로 갈색

이거나 검은색이다. 해마다 하는 탈피 직후에

는 껍질은 윤기가 난다. 짙은 갈색 선들이 등

을 따라 꼬리까지 이어진다. 

•lizard ⓝ 도마뱀

•weigh ⓥ 무게가 나가다

•mature ⓐ 다 자란

•mainly ad. 주로

 ④ 수컷의 몸통 색깔은 나이가 들수록 짙어진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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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males grow older, these brown lines disappear 

사 라 진 다

and the body color becomes lighter; the tail becomes 

almost white. 

수컷은 나이가 들면서 이 갈색 선들이 사라지고, 몸통 색깔은 더 밝아지는

데, 꼬리는 거의 하얀색이 된다. 

It is not easy to distinguish between male and female 
구 별 하 다

chuckwallas, because young males look like females and 

the largest females resemble males.
resemble with (X)

어린 수컷의 생김새는 암컷과 비슷하고 가장 커다란 암컷은 수컷을 닮았

기 때문에 수컷과 암컷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수컷은 나이가 들면서 이 갈색 선들이 사라지

고, 몸통 색깔은 더 밝아지는데, 꼬리는 거의 

하얀색이 된다. 어린 수컷의 생김새는 암컷

과 비슷하고 가장 커다란 암컷은 수컷을 닮았

기 때문에 수컷과 암컷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

다.

•disappear ⓥ 사라지다

•distinguish between A and B A와 B를 

구별하다

•male ⓐ 수컷(의)

•female ⓐ 암컷(의)

•resemble ⓥ 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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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lsie Inglis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Elsie Inglis, the second daughter of John Inglis, / was 

born in India on 16th August, 1864. 

Elsie Inglis는 John Inglis의 둘째 딸로, / 1864년 8월 16일에 인도에서 

태어났다.

She had the good fortune to have enlightened parents / 
행 운 깨 어 있 는

who considered the education of a daughter as 

important as that  of a son. 
education

그녀는 깨어 있는 부모를 두는 행운을 가졌다 / 딸의 교육도 아들의 교육

만큼 중요하다고 여기는. 

With the support of her father, / she began to train as a 

doctor.

아버지의 지원으로, / 그녀는 의사로서 훈련을 시작했다. 

 Terrified by the poor medical treatment for female 
놀 라 서

patients, / she founded a hospital for women in 
설 립 했 다

Edinburgh / in which the staff consisted only of women. 

여성 환자들에 대한 열악한 치료에 놀라서, / 그녀는 Edinburgh에 여성

을 위한 병원을 설립했다 / 여성 직원들로만 구성된. 

She was also actively engaged in politics / and worked 
적 극 저 으 로 참 여 했 다

for women’s voting rights. 
투 표 권

또한 그녀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 일했

다.

Elsie Inglis의 일생

Elsie Inglis는 John Inglis의 둘째 딸로 

1864년 8월 16일에 인도에서 태어났다. 그

녀는 딸의 교육도 아들의 교육만큼 중요하다

고 여기는 깨어 있는 부모를 두는 행운을 가

졌다. 아버지의 지원으로, 그녀는 의사로서 

훈련을 시작했다. 여성 환자들에 대한 열악

한 치료에 놀라서, 그녀는 Edinburgh에 여

성 직원들로만 구성된 여성을 위한 병원을 설

립했다. 또한 그녀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고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 일했다.

 ③ 직원들의 남녀 비율이 동일하게 구성된 여성을 위한 병원을 설립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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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utbreak of the First World War turned her attention 

발 발 관심을 돌렸다

/ to helping the troops, / and she organized fourteen 
군 대 조 직 했 다

medical units / to send to battlefields throughout Europe. 
의 료 부 대 전 쟁 터 전 역 의

1차 세계 대전의 발발은 그녀의 관심을 돌렸고 / 군부대를 돕는 것으로, / 

그리고 그녀는 14개의 의료 부대를 조직했다유럽 전역의 전쟁터로 보낼.

Caring for both soldiers and civilians suffering from 

sickness, / Inglis became ill in Russia / and was forced  
어쩔수없이~하다

to return to Britain, / where she died in 1917. 
바로 그곳에서

질병으로 고통 받는 군인과 민간인 모두를 돌보다가, / Inglis는 러시아에

서 병에 걸려서 / 영국으로 돌아와야만 했고, / 그곳에서 1917년에 사망했

다. 

She is still remembered / as a wonderful woman of 

enthusiasm, strength, and kindliness.
열 정 강 인 함 온 정

그녀는 여전히 기억되고 있다 / 열정, 강인함, 그리고 온정의 훌륭한 여성

으로.

1차 세계 대전의 발발은 그녀의 관심을 군부

대를 돕는 것으로 돌렸고 그녀는 유럽 전역

의 전쟁터로 보낼 14개의 의료 부대를 조직

했다. 질병으로 고통 받는 군인과 민간인 모

두를 돌보다가 Inglis는 러시아에서 병에 걸

려서 영국으로 돌아와야만 했고, 그곳에서 

1917년에 사망했다. 그녀는 열정, 강인함, 

그리고 온정의 훌륭한 여성으로 여전히 기억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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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Nauru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Nauru is an island country in the southwestern Pacific 

Ocean. 

Nauru는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이다. 

It is located about 800 miles to the northeast of the 
북 동 쪽 으 로

Solomon Islands; its closest neighbor is the island of 

Banaba, some 200 miles to the east. 

제도의 북동쪽 약 800마일에 위치해 있으며, 가장 가까운 이웃은 동쪽으

로 약 200마일 떨어진 Banaba 섬이다. 

Nauru has no official capital, but government buildings 
수 도

are located in Yaren. 

Nauru는 공식 수도는 없지만, 정부 건물들이 Yaren에 위치해 있다.

With a population of about 10,000, Nauru is the smallest 

country in the South Pacific and the third smallest country 

by area in the world. 
면적으로

약 10,000명의 인구를 가진 Nauru는 남태평양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고 

면적으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작은 나라이다.

Nauru는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이다.  제도

의 북동쪽 약 800마일에 위치해 있으며, 가

장 가까운 이웃은 동쪽으로 약 200마일 떨어

진 Banaba 섬이다. Nauru는 공식 수도는 

없지만, 정부 건물들이 Yaren에 위치해 있

다. 약 10,000명의 인구를 가진 Nauru는 남

태평양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고 면적으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작은 나라이다. 

•capital ⓝ 수도, 대문자

•government ⓝ 정부, 행정

•consist of ~로 구성되다

•symbolize ⓥ 상징하다

 ⑤ 모국어가 있어 다른 언어는 사용하지 않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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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ve people of Nauru consist of 12 tribes, as 

~하듯

symbolized by the 12-pointed star on the Nauru flag, and 
상 징 되 다

are believed to be a mixture of Micronesian, Polynesian, 
혼 합

and Melanesian. 

국기에 있는 12개의 꼭짓점을 가진 별이 상징하듯이 Nauru 원주민은 12

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Micronesia인, Polynesia인, 

Melanesia인이 혼합된 것으로 여겨진다. 

Their native language is Nauruan, but English is widely 

spoken as  it is used for government and business 
때문에

purposes.

그들의 모국어는 Nauru어이지만, 영어가 행정 및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

용되기 때문에 널리 쓰인다. 

국기에 있는 12개의 꼭짓점을 가진 별이 상

징하듯이 Nauru 원주민은 12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Micronesia인, 

Polynesia인, Melanesia인이 혼합된 것으

로 여겨진다. 그들의 모국어는 Nauru어이지

만, 영어가 행정 및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

되기 때문에 널리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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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Dorothy Hodgkin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Dorothy Hodgkin was born in Cairo in 1910, where her 
바로 그 곳에서

father worked in the Egyptian Education Service. 

Dorothy Hodgkin은 1910년에 Cairo에서 태어났는데, 그녀의 아버지

는 그곳에 있는 Egyptian Education Service에서 근무했다.

Her interest in chemistry started when she was just ten 
화 학

years old. 

화학에 대한 그녀의 흥미는 그녀가 단지 10세 때 생겼다. 

In 1949, she worked on the structure of penicillin with her 

colleagues. 

1949년에 그녀는 동료와 함께 페니실린의 구조를 연구했다.

Her work on vitamin B12 was published in 1954, which 
발 표 되 었 다

led to her being awarded the Nobel Prize in Chemistry in 
의 주

1964. 

비타민 B12에 관한 그녀의 연구는 1954년에 발표되었는데, 이는 그녀

가 1964년에 Nobel 화학상을 받는 것으로 이어졌다. 

  

Dorothy Hodgkin은 1910년에 Cairo에서 

태어났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그곳에 있는 

Egyptian Education Service에서 근무했

다. 화학에 대한 그녀의 흥미는 그녀가 단지 

10세 때 생겼다. 1949년에 그녀는 동료와 함

께 페니실린의 구조를 연구했다.  비타민 

B12에 관한 그녀의 연구는 1954년에 발표

되었는데, 이는 그녀가 1964년에 Nobel 화

학상을 받는 것으로 이어졌다. 

•chemistry ⓝ 화학

•structure ⓝ 구조

•penicillin ⓝ 페니실린

•colleague ⓝ 동료

•publish ⓥ 발표하다 

 ③ 1954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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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She also became the first woman to receive the Copley 

수 상 한

Medal and was a winner of the Lenin Peace Prize. 

그녀는 또한 Copley 메달을 수상한 최초의 여성이자 Lenin 평화상을 받

은 사람이었다.

Hodgkin showed great concern for social inequalities and 
관 심 불 평 등

resolving conflicts. 

Hodgkin은 사회 불평등과 갈등 해소에 큰 관심을 보였다.

As a result, she was president of the Pugwash 
의 장

Conferences from 1976 to 1988.

결과적으로 그녀는 1976년부터 1988년까지 Pugwash Conferences

의 의장을 맡았다. 

그녀는 또한 Copley 메달을 수상한 최초의 

여성이자 Lenin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었다. 

Hodgkin은 사회 불평등과 갈등 해소에 큰 

관심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1976년

부터 1988년까지 Pugwash Conferences

의 의장을 맡았다.

•winner ⓝ 수상자

•concern ⓝ 걱정, 관심

•social ⓐ 사회적인

•inequality ⓝ 불평등

•resolve ⓥ 해소하다

•conflict ⓝ 갈등 

10



[2022] 마더텅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문제집 고1 영어독해_8강 
분석자료 

Update 2022. 3. 2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6 [2018년 9월 25번]

25. Eddie Adams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은?1

Eddie Adams was born in New Kensington, 

Pennsylvania. 

Eddie Adams는 펜실베이니아 주 New Kensington에서 태어났다.

He developed his passion for photography in his teens, / 
열 정 을 키 웠 다 사 진 촬 영

when he became a staff photographer for his high school 
학 교 신 문

paper. 

그는 십대 시절에 사진에 대한 열정을 키웠다, 그가 자신의 고등학교 신문 

사진 기자가 되었을 때. 

After graduating, / he joined the United States Marine 

Corps, / where he captured scenes from the Korean War 
장면을 촬영했다

/ as a combat photographer. 
종 군 사 진 기 자 로

졸업 후, / 그는 미국 해병대에 입대했고, / 그곳에서 그는 한국 전쟁 장면

을 촬영했다 / 종군 사진 기자로. 

In 1958, / he became staff at the Philadelphia Evening 
직 원

Bulletin, / a daily evening newspaper published in 
발 간 된

Philadelphia. 

1958년, / 그는 Philadelphia Evening Bulletin의 직원이 되었다, / 필

라델피아에서 발간된 석간신문. 

Eddie Adams는 펜실베이니아 주 New 

Kensington에서 태어났다. 그는 자신의 고등

학교 신문 사진 기자가 되어, 십대 시절에 사

진에 대한 열정을 키웠다. 졸업 후, 그는 미국 

해병대에 입대했고, 그곳에서 그는 종군 사진 

기자로 한국 전쟁 장면을 촬영했다. 1958년, 

그는 필라델피아에서 발간된 석간신문 

Philadelphia Evening Bulletin의 직원이 

되었다. 

•develop ⓥ 키우다, 개발하다

•passion ⓝ 열정

•photography ⓝ 사진

•staff ⓝ 직원

•graduate ⓥ 졸업하다

•capture ⓥ 촬영하다

•combat ⓝ 전쟁

•publish ⓥ 출간하다

 ③ 1962년부터 Time 잡지사에서 일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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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In 1962, / he joined the Associated Press (AP), / and after 

10 years, / he left the AP to work as a freelancer for Time 

magazine. 

1962년에, / 그는 연합통신사(AP)에 입사했고, / 10년 뒤, / 그는 Time 

잡지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기 위해 연합통신사를 떠났다.

The Saigon Execution photo that he took in Vietnam / 

earned him the Pulitzer Prize / for Spot News 

Photography in 1969. 

그가 베트남에서 촬영한 Saigon Execution 사진은 / 그에게 퓰리처상

을 가져다주었다 / 1969년 특종기사 보도 사진 부문의. 

He shot more than 350 covers of magazines / with 

portraits of political leaders / such as Deng Xiaoping, 
덩 샤 오 핑

Richard Nixon, and George Bush.  

그는 350개가 넘는 잡지 표지에 실린 사진을 촬영했다 /  정치 지도자들

의 / Deng Xiaoping, Richard Nixon, George Bush와 같은. 

1962년에 그는 연합통신사(AP)에 입사했고, 

10년 뒤, 그는 Time 잡지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기 위해 연합통신사를 떠났다. 그가 베트

남에서 촬영한 Saigon Execution 사진은 그

에게 1969년 특종기사 보도 사진 부문의 퓰

리처상을 가져다주었다. 그는 350개가 넘는 

잡지 표지에 실린 Deng Xiaoping, Richard 

Nixon, George Bush와 같은 정치 지도자들

의 사진을 촬영했다.

•portrait ⓝ (인물) 사진

•political ⓐ 정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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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7 [2019년 9월 26번]

26. Mary Cassatt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은?1

Mary Cassatt was born in Pennsylvania, / the fourth of 

five children born in her welltodo family. 

Mary Cassatt은 Philadelphia에서 태어났다, / 부유한 가정의 다섯 아

이 중 넷째로.

Mary Cassatt and her family traveled throughout Europe 
유 럽 전 역 을

in her childhood.

Mary Cassatt과 그녀의 가족은 유년 시절에 유럽 전역을 여행했다.

 Her family did not approve / when she decided to 
찬 성 하 다

become an artist, / but her desire was so strong, / she 

bravely took the steps to make art her career. 
단계를 밟다 직 업

그녀의 가족은 찬성하지 않았지만 / 그녀가 화가가 되려고 결심 했을 때, /  

그녀의 열망은 매우 강해서, / 미술을 그녀의 진로로 삼기 위한 과정을 용

감하게 밟아 나갔다. 

She studied first in Philadelphia / and then went to Paris 

to study painting. 

그녀는 먼저 Philadelphia에서 공부했고 / 그러고 나서 그림을 공부하기 

위해 파리로 갔다. 

Mary Cassatt의 일생

Mary Cassatt은 부유한 가정의 다섯 아이 

중 넷째로 Philadelphia에서 태어났다. 

Mary Cassatt과 그녀의 가족은 유년 시절

에 유럽 전역을 여행했다. 그녀가 화가가 되

려고 결심했을 때, 그녀의 가족은 찬성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열망은 매우 강해서 미술

을 그녀의 진로로 삼기 위한 과정을 용감하

게 밟아 나갔다. 그녀는 먼저 Philadelphia

에서 공부했고 그러고 나서 그림을 공부하기 

위해 파리로 갔다.

•well-to-do family 부유한 가족

•childhood ⓝ 유년 시절

•approve ⓥ 찬성하다

•desire ⓝ 열망

•bravely ad 용감하게

 ④ 자기 자녀의 초상화를 그렸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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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She admired the work of Edgar Degas / and was able to 

감 탄 했 다 작 품

meet him in Paris, / which was a great inspiration. 
영 감

그녀는 Edgar Degas의 작품에 감탄했고 / 파리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

는데, / 그것은 큰 영감이 되었다. 

Though she never had children of her own, / she loved 

children / and painted portraits of the children of her 
초 상 화

friends and family. 

비록 그녀는 자신의 자녀는 없었지만, / 아이들을 사랑했고 / 그녀의 친구

들과 가족의 자녀의 초상화를 그렸다.

Cassatt lost her sight at the age of seventy, / and, sadly, 
시 력

was not able to paint during the later years of her life. 

Cassatt은 70세에 시력을 잃었고, / 슬프게도 노년에는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

그녀는 Edgar Degas의 작품에 감탄했고 파

리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것은 큰 영

감이 되었다. 비록 그녀는 자신의 자녀는 없

었지만, 아이들을 사랑했고, 그녀의 친구들

과 가족의 자녀의 초상화를 그렸다. Cassatt

은 70세에 시력을 잃었고, 슬프게도 노년에

는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

•inspiration ⓝ 영감

•portrait ⓝ 초상화

•lose one’s sight 시력을 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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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8 [2019년 11월 26번]

26. George Boole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은?1

George Boole was born in Lincoln, England in 1815. 

George Boole은 1815년에 영국 Lincoln에서 태어났다.

Boole was forced to leave school at the age of sixteen / 
compel led

after his father’s business collapsed. 
도산했다 f a i l e d

Boole은 16세의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 /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

한 후.

He taught himself / mathematics, natural philosophy and 
독 학 했 다 자 연 철 학

various  languages. 
diverse, different  다 양 한 언 어

그는  독학했다 / 수학, 자연 철학, 여러 언어를. 

He began to produce original  mathematical research / 
독창적인 innovative

and made important contributions to areas of 
공 헌 했 다

mathematics. 

그는 독창적인 수학적 연구를 만들어 내기 시작했고 / 수학 분야에서 중요

한 공헌을 했다. 

For those contributions, in 1844, / he was awarded a 
그러한 공헌으로 인해 받 았 다

gold medal for mathematics by the Royal Society. 
수 학 으 로

그러한 공헌으로 1844년, / 그는 Royal Society에서 수학으로 금메달

을 받았다. 

George Boole의 일생

George Boole은 1815년에 영국 Lincoln

에서 태어났다. Boole은 아버지의 사업이 실

패한 후 16세의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게 되

었다. 그는 수학, 자연 철학, 여러 언어를 독

학했다. 그는 독창적인 수학적 연구를 만들

어 내기 시작했고 수학 분야에서 중요한 공헌

을 했다. 그러한 공헌으로 1844년 그는 

Royal Society에서 수학으로 금메달을 받았

다.

•collapse ⓥ 실패하다

•teach oneself 독학하다

•mathematics ⓝ 수학

•philosophy ⓝ 철학

•mathematical ⓐ 수학의

•contribution ⓝ 기여, 이바지

•area ⓝ 분야, 영역

•award ⓥ 수여하다

 ③ Royal Society에서 화학으로 금메달을 받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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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Boole was deeply interested in expressing the workings 

of the human mind in symbolic form, / and his two books 

on this subject, The Mathematical Analysis of Logic and  

An Investigation of the Laws of Thought  / form the basis 
forms (X) 기 초

of today’s computer science. 

Boole은 기호 형태로 인간 사고방식의 작용을 표현하는 것에 매우 관심

이 있었으며, /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그의 책 두 권, ‘The 

Mathematical Analysis of Logic’과 ‘An Investigation of the Laws 

of Thought’ 은 / 오늘날의 컴퓨터 과학의 기초를 형성한다. 

In 1849, / he was appointed the first professor of 
임명되었다 nominated

mathematics at Queen’s College in Cork, Ireland / and 

taught there until his death in 1864.

1849년, / 그는 아일랜드 Cork의 Queen’s College의 최초 수학 교수로 

임명되어 / 1864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곳에서 가르쳤다.

Boole은 기호 형태로 인간 사고방식의 작용

을 표현하는 것에 매우 관심이 있었으며 이 

주제에 대한 그의 책 두 권, ‘The 

Mathematical Analysis of Logic’과 ‘An 

Investigation of the Laws of Thought’이

다. 오늘날의 컴퓨터 과학의 기초를 형성한

다. 1849년 그는 아일랜드 Cork의 

Queen’s College의 최초 수학 교수로 임명

되어 1864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곳에서 

가르쳤다.

•deeply ad 깊이, 몹시

•symbolic ⓐ 기호의, 상징적인

•form ⓝ 형태, 방식 ⓥ 형성하다

•subject ⓝ 주제

•appoint ⓥ 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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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9 [2020년 3월 26번]

26 Ellen Church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은?1

Ellen Church was born in Iowa in 1904. 

Ellen Church는 1904년에 Iowa에서 태어났다.

After graduating from Cresco High School, / she 

studied nursing / and worked as a nurse in San 

Francisco. 

Cresco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 그녀는 간호학을 공부했고 / San 

Francisco에서 간호사로 일했다.

She suggested to Boeing Air Transport / that nurses 

should take care of passengers during flights / because 

most people were frightened of flying. 

그녀는  Boeing Air Transport에 제안했다 / 간호사가 비행 중에 승객을 

돌봐야 한다고 / 대부분의 사람이 비행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In 1930, / she became the first female flight attendant in 

the U.S. / and worked on a Boeing 80A from Oakland, 

California to Chicago, Illinois. 

1930년에, / 그녀는 미국 최초의 여성 비행기 승무원이 되어  / 

California 주 Oakland에서 Illinois주 Chicago까지 Boeing 80A를 타

고 근무했다.

Ellen Church의 생애

Ellen Church는 1904년에 Iowa에서 태어

났다. Cresco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

는 간호학을 공부했고 San Francisco에서 

간호사로 일했다.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이 비

행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간호사가 비행 중에 

승객을 돌봐야 한다고 Boeing Air 

Transport에 제안했다. 1930년에 그녀는 미

국 최초의 여성 비행기 승무원이 되어 

California 주 Oakland에서 Illinois주 

Chicago까지 Boeing 80A를 타고 근무했

다. 

•graduate from ~을 졸업하다

•nursing ⓝ 간호(학)

•suggest ⓥ 제안하다

•passenger ⓝ 승객

•frightened ⓐ 무서워하는, 겁먹은

•female ⓐ 여성[여자]인

•flight attendant 비행기 승무원

 ④ 자동차 사고로 다쳤지만 비행기 승무원 생활을 계속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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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Unfortunately, / a car accident injury forced her to end 

자 동 차 사 고

her career / after only eighteen months. 

불행하게도, / 자동차 사고 부상으로 그녀는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겨우 

18개월 후에.

Church started nursing again at Milwaukee County 

Hospital / after she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Minnesota with a degree in nursing education. 

Church는 Milwaukee County 병원에서 다시 간호사 일을 시작했다 / 

간호 교육학 학위를 받으며 Minnesota 대학을 졸업한 후.

During World War II, / she served as a captain in the 
복 무 했 다 대 위

Army Nurse Corps / and received an Air Medal. 
항 공 훈 장

제2차 세계대전 중, / 육군 간호 부대에서 대위로 복무했고 / 항공 훈장을 

받았다. 

Ellen Church Field Airport in her hometown, Cresco, / was 

named after her. 
~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그녀의 고향인 Cresco에 있는 Ellen Church Field 공항은 / 그녀의 이

름을 따서 붙였다.

불행하게도, 자동차 사고 부상으로 그녀는 겨

우 18개월 후에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Church는 간호 교육학 학위를 받으며 

Minnesota 대학을 졸업한 후 Milwaukee 

County 병원에서 다시 간호사 일을 시작했

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육군 간호 부대에서 

대위로 복무했고 항공 훈장을 받았다. 그녀

의 고향인 Cresco에 있는 Ellen Church 

Field 공항은 그녀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

•injury ⓝ 부상

•end one’s career 일을 그만두다

•degree ⓝ 학위

•serve ⓥ 근무[복무]하다

•captain ⓝ 대위

•hometown ⓝ 고향

•name A after B A에게 B의 이름을 따서 붙

이다

name ~ after ... ~에게 …의 이름을 따서 

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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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Sigrid Undset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은?  1

Sigrid Undset was born on May 20, 1882, / in 

Kalundborg, Denmark. 

Sigrid Undset은 1882년 5월 20일 태어났다, / 덴마크의 Kalundborg

에서.

She was the eldest of three daughters. 

그녀는 세 자매 중 첫째 딸이었다.

She moved to Norway at the age of two. 

그녀는 2살에 노르웨이로 이주하였다.

Her early life was strongly influenced / by her father’s 

historical knowledge. 
역 사 적 지 식 에

그녀의 어린 시절은 크게 영향을 받았다 / 아버지의 역사적 지식에. 

At the age of sixteen, / she got a job at an engineering 

company to support  her family.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16세에, / 그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기술 회사에 취업했다. 

She read a lot, / acquiring a good knowledge of Nordic / 

as well as foreign literature, English in particular.
외 국 문 학

그녀는 책을 많이 읽었고, / 북유럽 문학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습득했다 / 

외국 문학, 특히 영국 문학 뿐만 아니라.

*Nordic 북유럽 사람(의)

Sigrid Undset의 일생

Sigrid Undset은 1882년 5월 20일 덴마크

의 Kalundborg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세 자

매 중 첫째 딸이었다. 그녀는 2살에 노르웨이

로 이주하였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

의 역사적 지식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녀

는 16세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기술 회사

에 취업했다. 그녀는 책을 많이 읽었고, 외국 

문학, 특히 영국 문학뿐만 아니라, 북유럽 문

학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습득했다.

•knowledge ⓝ 지식

•engineering ⓝ 기술

•good ⓐ 상당한

•literature ⓝ 문학

 ⑤ 독일 점령 기간 중 노르웨이를 탈출한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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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wrote thirty six books. 

그녀는 36권의 책을 집필했다. 

None of her books leaves the reader unconcerned.
관 심 을 끌 지 못 한

그녀의 책 중 독자의 관심을 끌지 못한 책은 없다. 

She received the Nobel Prize for Literature in 1928. 

1928년에 그녀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One of her novels has been translated / into more than 

eighty languages. 

그녀의 소설 중 한 권은 번역되었다 / 80개 이상의 언어로.

She escaped Norway during the German occupation, / 
점 령 기 간 중

but she returned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그녀는 독일 점령 기간 중 노르웨이를 떠났으나, / 그녀는 2차 세계 대전

이 끝난 후 돌아왔다.

그녀는 36권의 책을 집필했다. 그녀의 책 중 

독자의 관심을 끌지 못한 책은 없다. 1928년

에 그녀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녀의 

소설 중 한 권은 8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

었다. 그녀는 독일 점령 기간 중 노르웨이를 

떠났으나,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돌아왔

다.

•unconcerned ⓐ 무관심한

•escape ⓥ 달아나다, 탈출하다

•occupation ⓝ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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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Jessie Redmon Fauset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Jessie Redmon Fauset was born in Snow Hill, New 

Jersey, / in 1884. 
Jessie Redmon Fauset은 New Jersey 주의 Snow Hill에서 태어났

다, / 1984년에.

She was the first black woman / to graduate from Cornell 
졸 업 한

University. 

그녀는 최초의 흑인 여성이었다 / Cornell University를 졸업한. 

In addition to writing novels, poetry, short stories, and 

essays, / Fauset taught French in public schools in 

Washington, D.C. / and worked as a journal editor. 

소설, 시, 단편 소설, 수필을 쓰는 것 외에도, / Fauset은  Washington, 

D.C.의 공립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쳤고, / 저널 편집자로 일했다.

While working as an editor, / she encouraged many well-

known writers of the Harlem Renaissance. 

편집자로 일 하는 동안, / 그녀는 Harlem Renaissance(흑인 예술 문화 

부흥 운동)의 많은 유명한 작가들을 고무시켰다.

*pass for ∼으로 여겨지다 

Jessie Redmon Fauset의 일생

Jessie Redmon Fauset은 New Jersey 

주의 Snow Hill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Cornell University를 졸업한 최초의 흑인 

여성이었다. Fauset은 소설, 시, 단편 소설, 

수필을 쓰는 것 외에도, Washington, D.C.

의 공립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쳤고, 저널 

편집자로 일했다. 편집자로 일하는 동안, 그

녀는 Harlem Renaissance(흑인 예술 문

화 부흥 운동)의 많은 유명한 작가들을 고무

시켰다.

•graduate from ~을 졸업하다

•poetry ⓝ 시

•editor ⓝ 편집자

•encourage ⓥ 격려[고무]하다

 ③ 편집자보다는 소설가로서 더 유명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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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 she is more famous for being an editor / than 

for being a fiction writer, / many critics consider her novel 
간 주 한 다

Plum Bun Fauset’s strongest work.
가장 뛰어난 작품

비록 그녀는 편집자로서 더 유명하지만 / 소설가보다, / 많은 비평가들은 

그녀의 소설 ‘Plum Bun’을 Fauset의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간주한다.

In it, / she tells the story of a black girl / who could pass  
백 인 으 로 여겨질 수 있는

for white / but ultimately claims her racial identity and 
인종적 정체성

pride. 
자부심을

그 속에서, / 그녀는 한 흑인 소녀의 이야기를 한다 / 백인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 결국에는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과 자부심을 주장하는. 

Fauset died of heart disease April 30, 1961, / in 

Philadelphia.

Fauset은 1961년 4월 30일에 심장병으로 사망했다 / Philadelphia에

서 

비록 그녀는 소설가보다 편집자로서 더 유명

하지만, 많은 비평가들은 그녀의 소설 

‘Plum Bun’을 Fauset의 가장 뛰어난 작품

으로 간주한다. 그 속에서, 그녀는 백인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인종적 정

체성과 자부심을 주장하는 한 흑인 소녀의 이

야기를 한다. Fauset은 1961년 4월 30일

에 Philadelphia에서 심장병으로 사망했다.

•fiction writer 소설가

•critic ⓝ 비평가, 평론가

•ultimately ad 결국, 궁극적으로

•racial ⓐ 인종의

•identity ⓝ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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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Mae C. Jemison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Mae C. Jemison was named the first black woman 
임 명 되 었 다

astronaut in 1987. 
우 주 비 행 사

Mae C. Jemison은 1987년에 최초의 흑인 여성 우주 비행사로 임명되

었다.

On September 12, 1992, / she boarded the space shuttle 
탔 다

Endeavor / as a science mission specialist on the historic 
임 무 전 문 가

eightday flight. 
비 행

1992년 9월 12일, / 그녀는 우주 왕복선 ‘Endeavor’ 호를 탔다 /  과학 

임무 전문가로 역사적인 8일 간의 비행을 위해

Jemison left the National Aeronautic and Space 
떠났다 미국 항공 우주국 항 공 학 의

Administration (NASA) in 1993. 

Jemison은 1993년에 미국 항공 우주국(NASA)을 떠났다.

She was a professor of Environmental Studies / at 
환 경 학 과

Dartmouth College from 1995 to 2002. 

그녀는  환경학과 교수였다 / 1995년부터 2002년까지 Dartmouth 대학

의. 

Mae C. Jemison의 일생 

Mae C. Jemison은 1987년에 최초의 흑

인 여성 우주 비행사로 임명되었다. 1992년 

9월 12일, 그녀는 과학 임무 전문가로 우주 

왕복선 ‘Endeavor’ 호를 타고 역사적인 8일 

간의 비행에 나섰다. Jemison은 1993년에 

미국 항공 우주국(NASA)을 떠났다. 그녀는 

1995년부터 2002년까지 Dartmouth 대학

의 환경학과 교수였다.

•name ⓥ 임명하다

•astronaut ⓝ 우주 비행사

•board ⓥ 타다, 승선하다

•space shuttle 우주 왕복선

•mission ⓝ 임무

•specialist ⓝ 전문가

•historic ⓐ 역사적인

•Environmental Studies 환경학(과)

•degree ⓝ 학위

•chemical engineering 화학 공학

 ⑤ Stanford 대학에서 의학 학위를 받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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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mison was born in Decatur, Alabama, / and moved to 

이 주 했 다

Chicago with her family / when she was three years old. 

Jemison은 Alabama 주의 Decatur에서 태어났고, /  가족과 함께  

Chicago로 이주했다 /  세 살 때 .

She graduated from Stanford University in 1977 / with a 

degree in chemical engineering and AfroAmerican 
학 위 화 학 공 학 과 아 프 리 카 계 미 국 학

studies. 

그녀는 1977년 Stanford 대학을 졸업했다 / 화학 공학과 아프리카계 미

국학 분야의 학위를 받고. 

Jemison received her medical degree / from Cornell 
의 학 학 위

Medical School in 1981.
의 과 대 학

Jemison은  의학 학위를 받았다 / 1981년 Cornell 의과 대학에서. 

Jemison은 Alabama 주의 Decatur에서 

태어났고, 세 살 때 가족과 함께 Chicago로 

이주했다. 그녀는 1977년 화학 공학과 아프

리카계 미국학 분야의 학위를 받고 

Stanford 대학을 졸업했다. Jemison은 

1981년 Cornell 의과 대학에서 의학 학위

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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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Tomas Luis de Victoria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

지 않는 것은?1

Tomas Luis de Victoria, the greatest Spanish composer of 

the sixteenth century, / was born in Avila / and as a boy 

sang in the church choir. 
합창단에서

16세기 스페인의 위대한 작곡가, Tomas Luis de Victoria는, / Avila에

서 태어나 / 소년 시절 교회 합창단에서 노래했다.

When his voice broke , / he went to Rome to study and 
변성기가 되었다

he remained in that city for about 20 years, / holding 
직책을 맡으면서

appointments at various churches and religious 
종 교 기 관

institutions. 

변성기가 됐을 때, / 그는 공부를 위해 로마로 가서  20년 동안 그 도시에 

머물렀다, / 다양한 교회와 종교 기관에서 직책을 맡으며. 

In Rome, he met Palestrina, a famous Italian composer, / 
 팔 레 스 트 리 나 작 곡 가

and may even have been his pupil. 
제 자

로마에서, 그는 유명한 이탈리아 작곡가인 Palestrina를 만났는데, / 심지

어 그는 그의 제자였을지도 모른다. 

In the 1580s, after becoming a priest, / he returned to 
사 제

Spain and spent the rest of his life peacefully in Madrid  / 

as a composer and organist to members of the royal 
작 곡 가 오르간 연주자 왕 가

household. 

사제가 된 후, 1580년대에, / 그는 스페인으로 돌아와 마드리드에서 평화

로운 여생을 보냈다 / 왕가의 작곡가이자 오르간 연주자로.

He died in 1611, / but his tomb has yet to be identified.
확 인 된

그는 1611년에 사망했으나, / 무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Tomas Luis de Victoria의 일생

16세기 스페인의 위대한 작곡가, Tomas 

Luis de Victoria는 Avila에서 태어나 소년 

시절 교회 합창단에서 노래했다. 변성기가 됐

을 때 공부를 위해 로마로 가서, 다양한 교회

와 종교 기관에서 직책을 맡으며, 20년 동안 

그 도시에 머물렀다. 로마에서 그는 유명한 

이탈리아 작곡가인 Palestrina를 만났는데, 

심지어 그는 그의 제자였을지도 모른다. 사제

가 된 후, 1580년대에 스페인으로 돌아와 왕

가의 작곡가이자 오르간 연주자로 마드리드

에서 평화로운 여생을 보냈다. 그는 1611년

에 사망했으나, 무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

다.

•composer ⓝ 작곡가

•choir ⓝ 합창단

•one’ voice breaks 변성기가 되다

•remain ⓥ (떠나지 않고) 남다

•hold appointments 직책을 맡다

•religious ⓐ 종교의

•institution ⓝ 기관

•pupil ⓝ 제자

•priest ⓝ 사제

•organist ⓝ 오르간 연주자

•royal ⓐ 국왕의

•household ⓝ 가정

•tomb ⓝ 무덤

•identify ⓥ 확인하다

 ④ 사제가 된 후 스페인으로 돌아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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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yet to do: 아직 ~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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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Shirley Chisholm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Shirley Chisholm was born in Brooklyn, New York in 

1924. 

Shirley Chisholm은 1924년 New York의 Brooklyn에서 태어났다.

Chisholm spent part of her childhood / in Barbados with 

her grandmother. 

Chisholm은 어린 시절의 일부를 지냈다 / Barbados에서 할머니와 함

께.

Shirley attended Brooklyn College / and majored in 

sociology. 
사 회 학

Shirley는 Brooklyn 대학에 다녔고 / 사회학을 전공했다.

After graduating from Brooklyn College in 1946, / she 

began her career as a teacher / and went on to earn a 

master’s degree / in elementary education from Columbia 
석 사 학 위

University. 

1946년 Brooklyn 대학을 졸업한 후, / 그녀는 교사로서의 경력을 시작했

고 / 더 나아가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 Columbia 대학에서 초등 교육.

Shirley Chisholm의 일생

Shirley Chisholm은 1924년 New York의 

Brooklyn에서 태어났다. Chisholm은 

Barbados에서 어린 시절의 일부를 할머니

와 함께 지냈다. Shirley는 Brooklyn 대학

에 다녔고 사회학을 전공했다. 1946년 

Brooklyn 대학을 졸업한 후 그녀는 교사로서

의 경력을 시작했고, 더 나아가 Columbia 

대학에서 초등 교육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major in ~을 전공하다

•sociology ⓝ 사회학

•graduate from ~을 졸업하다

•go on to-v 계속해서 ~하다

•master’s degree 석사학위

•elementary education 초등 교육

 ⑤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을 지지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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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In 1968, / Shirley Chisholm became the United States’ 

first AfricanAmerican congresswoman. 

1968년에, / Shirley Chisholm은 미국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하원 의원이 되었다.

She spoke out for civil rights, women’s rights, and poor 
목소리를 내다 찬 성

people. 

그녀는 시민권, 여성의 권리 그리고 빈민들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Shirley Chisholm was / against the American involvement 

in the Vietnam War and the expansion of weapon 

developments.

Shirley Chisholm은 /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과 무기 개발의 확장에 

반대했다.

1968년에 Shirley Chisholm은 미국 최초

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하원 의원이 되었

다. 그녀는 시민권, 여성의 권리 그리고 빈민

들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Shirley 

Chisholm은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과 무

기 개발의 확장에 반대했다.

•congresswoman ⓝ 여성 하원 의원

•civil rights 시민권

•involvement ⓝ 개입, 참여

•expansion ⓝ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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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5 [2018년 11월 25번]

25. Charles Henry Turner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Born in 1867 in Cincinnati, Ohio, / Charles Henry Turner 

was an early pioneer in the field of insect behavior. 
개 척 자

1867년 Ohio 주의 Cincinnati에서 태어난, / Charles Henry Turner

는 곤충 행동 분야의 초기 개척자였다.

His father owned an extensive library / where Turner 

became fascinated with reading about the habits and 

behavior of insects. 

그의 아버지는 다방면의 도서를 가지고 있었다 / Turner가 곤충의 습성

과 행동에 관한 독서에 매료될 수 있었던.

Proceeding with his study, / Turner earned a doctorate 

degree in zoology, / the first African American to do so. 
동 물 학 에 서

자신의 연구를 계속하면서, / Turner는 동물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 그

렇게 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다. 

Even after receiving his degree, / Turner was unable to 

get a teaching or research position at any major 

universities, / possibly as a result of racism. 
인 종 차 별

학위를 받은 후에도, / Turner는 어떤 주요 대학에서도 교직이나 연구직

을 얻을 수 없었다, / 아마도 인종 차별의 결과로.

Charles Henry Turner의 일생

1867년 Ohio 주의 Cincinnati에서 태어난 

Charles Henry Turner는 곤충 행동 분야

의 초기 개척자였다. 그의 아버지는 Turner

가 곤충의 습성과 행동에 관한 독서에 매료

될 수 있었던 다방면의 도서를 가지고 있었

다. 자신의 연구를 계속하면서 Turner는 동

물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렇게 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다. 아마도 인종 차별

의 결과로, 학위를 받은 후 에도 Turner는 어

떤 주요 대학에서도 교직이나 연구직을 얻을 

수 없었다.

•pioneer ⓝ 개척자

•field ⓝ 분야

•own ⓥ 소유하다

•extensive ⓐ 방대한

•fascinated ⓐ 매료된

•proceed ⓥ 진행하다

•doctorate degree 박사학위

•zoology ⓝ 동물학

•possibly ad 아마도

•racism ⓝ 인종차별

 ⑤ 마지막 과학 논문은 사망한 해에 발표되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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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He moved to St. Louis and taught biology at Sumner 

High School, / focusing on research there until 1922. 

그는 St. Louis로 옮겨 Sumner 고등학교에서 생물학을 가르쳤고, / 그곳

에서 1922년까지 연구에 집중했다. 

Turner was the first person to discover that insects are 

capable of learning, / illustrating that insects can alter 

behavior based on previous experience. 

Turner는 곤충이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최초의 사람이었고, / 곤

충이 이 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He died of cardiac disease in Chicago in 1923. 

그는 1923년 Chicago에서 심장병으로 사망했다. 

During his 33-year career, / Turner published more than 

70 papers. 
논 문

자신의 33년 경력 동안, / Turner는 7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했다. 

His last scientific paper was published / the year after 

his death. 

그의 마지막 과학 논문은 발표되었다 / 그의 사망 다음 해에.

*cardiac: 심장의

그는 St. Louis로 옮겨 Sumner 고등학교에

서 생물학을 가르쳤고 그곳에서 1922년까

지 연구에 집중했다. Turner는 곤충이 학습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최초의 사람이었

고, 곤충이 이 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는 1923

년 Chicago에서 심장병으로 사망했다. 자신

의 33년 경력 동안 Turner는 7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의 마지막 과학 논문은 

그의 사망 다음 해에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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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6 [2020년 11월 26번]

26. Sarah Breedlove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Born in 1867, / Sarah Breedlove was an American 

businesswoman and social activist. 

1867년에 태어난 / Sarah Breedlove는 미국인 사업가이자 사회 운동가

였다.

Orphaned at the age of seven, / her early life was 
고 아 가 된

marked by hardship. 
관

7살에 고아가 되고 / 그녀의 어린 시절은 고난으로 특징지어졌다.

In 1888, / she moved to St. Louis, / where she worked 
and there

as a washerwoman / for more than a decade, earning 
세 탁 부

barely more than a dollar a day. 

1888년에 / 그녀는 St. Louis로 이사했고, / 그곳에서 세탁부로 일하면서

/ 10년 넘게 / 하루에 겨우 1달러가 넘는 돈을 벌었다.

During this time, long hours of backbreaking labor and a 
대 단 히 힘 든

poor diet / caused her hair to fall out. 
빠지다

이 시기 동안 / 장시간의 고된 노동과 열악한 / 식사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빠지게 했다.

She tried everything that was available but / had no 

success.

그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 성공하지 못했다.

Sarah Breedlove의 생애

1867년에 태어난 Sarah Breedlove는 미

국인 사업가이자 사회 운동가였다. 7살에 고

아가 되고 그녀의 어린 시절은 고난으로 특징

지어졌다. 1888년에 그녀는 St. Louis로 이

사했고, 그곳에서 10년 넘게 세탁부로 일하

면서 하루에 겨우 1달러가 넘는 돈을 벌었

다. 이 시기 동안 장시간의 고된 노동과 열악

한 식사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빠지게 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성

공하지 못했다. 

•social activist 사회 운동가

•orphan ⓥ 고아로 만들다

•mark ⓥ 특징짓다

•hardship ⓝ 고난

•washerwoman ⓝ 세탁부

•decade ⓝ 10년

•barely ad 겨우, 가까스로

•backbreaking ⓐ 대단히 힘든 

 ④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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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After working as a maid for a chemist, / she invented a 

가 정 부

successful hair care product and / sold it across the 
모 발 관 리 전 국 에

country. 

화학자의 가정부로 일한 후 / 그녀는 성공적인 모발 관리 제품을 발명했

고 / 그것을 전국에 판매했다.

Not only did she sell, / she also recruited and trained 
모 집 했 다 교 육 했 다

lots of women as sales agents / for a share  of the profits. 
판매 대리인 할당을 위해서 수 익 금

그녀는 판매를 했을 뿐만 아니라, / 많은 여성을 판매 대리인으로 모집하

여 교육하기도 했다./ 수익금의 할당을 위해 

In the process she became America’s first self-made 

female millionaire and she gave Black women 

everywhere an opportunity for financial independence.
기 회 재 정 적 독 립 을 위 한

그 과정에서 그녀는 미국 최초의 자수성가한 여성 백만장자가 되었고 모

든 곳의 흑인 여성들에게 재정적 독립의 기회를 주었다.

화학자의 가정부로 일한 후 그녀는 성공적인 

모발 관리 제품을 발명했고 그것을 전국에 판

매했다. 그녀는 판매를 했을 뿐만 아니라, 수

익금의 할당을 위해 많은 여성을 판매 대리인

으로 모집하여 교육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

서 그녀는 미국 최초의 자수성가한 여성 백만

장자가 되었고 모든 곳의 흑인 여성들에게 재

정적 독립의 기회를 주었다.

•maid ⓝ 가정부, 하녀

•chemist ⓝ 화학자

•recruit ⓥ 모집하다

•sales agent 판매 대리인

•share ⓝ 몫, 할당

•self-made ⓐ 자수성가한

•female ⓐ 여성의

•financial ⓐ 재정적인

•independence ⓝ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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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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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lizabeth Catlett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Elizabeth Catlett was born in Washington, D.C. in 1915. 

Elizabeth Catlett은 1915년 Washington, D.C.에서 태어났다.

As a granddaughter of slaves, / Catlett heard the stories 
손 녀

of slaves from her grandmother.
할 머 니

노예의 손녀로서, / Catlett은 할머니로부터 노예 이야기를 들었다. 

After being disallowed entrance from the Carnegie 
거 절 당 한 입 학

Institute of Technology / because she was black, / Catlett 

studied design and drawing at Howard University. 
d r a w e d ( X )

Carnegie Institute of Technology로부터 입학을 거절당한 이후 /  흑인

이라는 이유로, / Catlett은 Howard 대학에서 디자인과 소묘를 공부했

다.

After she was disallowed entrance from the Carnegie Institute 

of Technology / because she was black, 

She became one of the first three students / to earn a 

master’s degree in fine  arts at the University of Iowa. 
석 사 학 위 순수 미술

그녀는 첫 세 명의 학생들 중 한 명이 되었다 / Iowa 대학에서 순수 미술 

석사 학위를 취득한. 

Elizabeth Catlett의 일생

Elizabeth Catlett은 1915년 

Washington, D.C.에서 태어났다. 노예의 

손녀로서 Catlett은 할머니로부터 노예 이야

기를 들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Carnegie 

Institute of Technology로부터 입학을 거

절당한 이후, Catlett은 Howard 대학에서 

디자인과 소묘를 공부했다. 그녀는 Iowa 대

학에서 순수 미술 석사 학위를 취득한 첫 세 

명의 학생들 중 한 명이 되었다.

•disallow ⓥ 거절하다, 허가하지않다

•entrance ⓝ 입학, 입장

•master’s degree 석사 학위

•fine arts 순수 미술 

 ⑤ 멕시코 시민권을 결국 받지 못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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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Throughout her life, / she created art / representing the 

평 생 대 변 하 는

voices of people suffering from social injustice.
고 통 받 는 사회적 부당함

평생, / 그녀는 예술 작품을 창작했다 / 사회적 부당함으로 고통 받는 사람

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She was recognized / with many prizes and honors / 
인 정 받 았 다

both in the United States and in Mexico. 

그녀는 인정받았다 /  많은 상과 표창으로 / 미국과 멕시코 모두에서.

She spent over fifty years in Mexico, / and she took 
받 았 다

Mexican citizenship in 1962. 
시 민 권 을

그녀는 멕시코에서 5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고, / 1962년에 멕시코 시민

권을 받았다. 

Catlett died in 2012 at her home in Mexico.

Catlett은 2012년에 멕시코에 있는 집에서 생을 마쳤다. 

평생 그녀는 사회적 부당함으로 고통 받는 사

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예술 작품을 창작

했다. 그녀는 미국과 멕시코 모두에서 많은 

상과 표창으로 인정받았다. 그녀는 멕시코에

서 5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고, 1962년에 멕

시코 시민권을 받았다. Catlett은 2012년에 

멕시코에 있는 집에서 생을 마쳤다.

•represent ⓥ 대변하다, 나타내다

•suffer from ~으로 고통받다

•injustice ⓝ 부당함, 부정

•recognize ⓥ 인정하다

•honor ⓝ 표창, 명예

•citizenship ⓝ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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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Lithops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Lithops are plants / that are often called ‘living stones’ / 

on account of their unique rocklike appearance. 
독 특 한 바 위 같 은 = l o o k s

Lithops는 식물이다 / 종종 ‘살아있는 돌’로 불리는 / 독특한 바위 같은 겉

모양 때문에.

They are native to the deserts of South Africa / but 
원산지가 ~다

commonly sold in garden centers and nurseries. 
종 묘 원 , 유 아 원

이것은 원산지가 남아프리카 사막이지만 / 식물원과 종묘원에서 흔히 팔

린다. 

Lithops grow well / in compacted, sandy soil with little 
빡 빡 한

water / and extreme hot temperatures. 
온 도

Lithops는 잘 자란다 / 수분이 거의 없는 빡빡한 모래 토양과 / 극히 높은 

온도에서. 

Lithops are small plants, / rarely getting more than an 
도 달 하 다

inch above the soil surface / and usually with only two 

leaves. 

Lithops는 작은 식물로, / 토양의 표면 위로 1인치 이상 거의 자라지 않고 

/ 보통 단 두 개의 잎을 가지고 있다. 

살이이는 돌로 불리는 Lithops

Lithops는 독특한 바위 같은 겉모양 때문에 

종종 ‘살아있는 돌’로 불리는 식물이다. 이것

은 원산지가 남아프리카 사막이지만, 식물원

과 종묘원에서 흔히 팔린다. Lithops는 수분

이 거의 없는 빡빡한 모래 토양과 극히 높은 

온도에서 잘 자란다. Lithops는 작은 식물

로, 토양의 표면 위로 1인치 이상 거의 자라

지 않고 보통 단 두 개의 잎을 가지고 있다.

•on account of ~ 때문에

•rock-like ⓐ 바위 같은

•appearance ⓝ 겉모습

•desert ⓝ 사막

•commonly ad 일반적으로

•garden center 식물원

•nursery ⓝ 종묘원

•compacted ⓐ 꽉 찬, 빡빡한

•extreme ⓐ 극단적인

•temperature ⓝ 온도

•surface ⓝ 표면 

 ③�토양의�표면�위로�대개�1인치�이상�자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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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The thick leaves resemble the cleft in an animal’s foot / 

resemble with (X) 갈라진 틈

or just a pair of grayish brown stones gathered together. 
회 갈 색 의 모 여 있 는

두꺼운 잎은 동물 발의 갈라진 틈을 닮았다 / 또는 함께 모여있는 한 쌍의 

회갈색 빛을 띠는 돌과 닮았다.

The plants have no true stem / and much of the plant is 
줄 기

underground. 
땅 속 에 묻 혀 있 다

이 식물은 실제 줄기는 없고 / 식물의 대부분이 땅속에 묻혀있다. 

Their appearance has the effect of conserving moisture. 
보 존 하 는

겉모양은 수분을 보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두꺼운 잎은 동물 발의 갈라진 틈이나 함께 

모여있는 한 쌍의 회갈색 빛을 띠는 돌과 닮

았다.이 식물은 실제 줄기는 없고 식물의 대

부분이 땅속에 묻혀있다. 겉모양은 수분을 보

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stem ⓝ 줄기

•conserve ⓥ 보존하다

•moisture ⓝ 습기

*cleft: 갈라진 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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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9 [2021년 9월 26번]

26. Paul Laurence Dunbar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Paul Laurence Dunbar, an AfricanAmerican poet, / was 

born on June 27, 1872. 

아프리카계 미국인 시인 Paul Laurence Dunbar는, / 1872년 6월 27

일에 태어났다. 

By the age of fourteen, / Dunbar had poems published in 

the Dayton Herald. 

14세쯤이 되었을 때, / Dunbar는 Dayton Herald에 시를 발표 했다. 

While in high school / he edited his high school 

newspaper. 

그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 / 학교 신문을 편집했다. 

Despite being a fine student, / Dunbar was financially 

unable to attend college / and took a job as an elevator 

operator. 
운 전 사

훌륭한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Dunbar는 재정상 대학에 갈 수 없었

고 / 엘리베이터 운전자로서의 직업을 가졌다. 

In 1893, / Dunbar published his first book, Oak and Ivy, / 

at his own expense. 
자 비 로

1893년, / Dunbar는 자신의 첫 번째 책인 Oak and Ivy를 출판했다, / 

자신의 비용으로. 

Paul Laurence Dunbar의 생애

아프리카계 미국인 시인 Paul Laurence 

Dunbar는 1872년 6월 27일에 태어났다. 

14세쯤이 되었을 때 Dunbar는 Dayton 

Herald에 시를 발표 했다. 그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학교 신문을 편집했다. 훌륭한 학생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Dunbar는 재정상 대학

에 갈 수 없었고 엘리베이터 운전자로서의 직

업을 가졌다. 1893년 Dunbar는 자신의 첫 

번째 책인 Oak and Ivy를 자신의 비용으로 

출판했다. 

•publish ⓥ 출판하다

•edit ⓥ 편집하다

•financially ad 재정적으로

•operator ⓝ 기사, 운전자

•expense ⓝ 지출, 비용

 ⑤ 표준 영어로 쓴 시들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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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In 1895, / he published the second book, Majors and 

Minors, / which brought him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cognition. 
인 정

1895년, / 그는 두 번째 책인 Majors and Minors를 출판했고, / 이것은 

그에게 국내외의 인정을 가져다주었다. 

The poems written in standard English were called 
표 준 영 어 로

“majors,” / and those in dialect were termed “minors.” 
p o e m s ~ 로 불 렸 다

표준 영어로 쓴 시들은 “majors” 이라고 불렸고, / 방언으로 쓴 시는 

“minors”라고 불렸다. 

Although the “major” poems in standard English 

outnumber those written in dialect, / it was the dialect 
~ 보 다 많 다

poems / that brought Dunbar the most attention.
강 조 주 목 받 게 하 다

“majors” 시들이 방언으로 쓴 시들보다 많지만, / 방언으로 쓴 시들이었

다 / Dunbar에게 가장 큰 주목을 받게 해 준 것은.

Out동사: 목적어보다 더 ~하다

수요가 공급을 앞서다

Demand outweighs supply.

Supply is outweighted by Demand

He outstays his visa.(비자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하다)

Samsung has outperformed Apple.(삼성이 애플보다 더 실적이 좋았

다.)

Women outlive men.(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산다.)

The “major” poems in standard English outnumber those written 

in dialect(“majors” 시들이 방언으로 쓴 시들보다 많다)

1895년, 그는 두 번째 책인 Majors and 

Minors를 출판했고, 이것은 그에게 국내외

의 인정 을 가져다주었다. 표준 영어로 쓴 시

들은 “majors” 이라고 불렸고, 방언으로 쓴 

시는 “minors”라고 불렸다. “majors” 시들이 

방언으로 쓴 시들보다 많지만, Dunbar에게 

가장 큰 주목을 받게 해 준 것은 방언으로 쓴 

시들이었다.

•recognition ⓝ 인정

•dialect ⓝ 방언

•outnumber ⓥ ~보다 많다

•term ⓥ 이름짓다, 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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