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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The above graph shows the proportion of selected age 
비 율 선 택 된

groups of population, / by region in 2017. //
지 역 별 로

①People under 15 years of age outnumbered people 

over 65 / in each of the regions except Europe. 
제 외 하 고

위의 그래프는 선택된 연령 집단의 인구 비율을 보여준다, / 2017년에 지

역별로. //  ①15세 미만의 사람들은 65세를 초과한 사람들보다 수가 더 

많았다 / 유럽을 제외한 각각의 지역에서.

②Among the four regions, / Africa had the largest 

proportion of people under 15 years old / and the 

smallest proportion of people over 65 years old. 

②네 지역 중에서, / 아프리카는 15세 미만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컸고 / 

65세를 초과한 사람들의 비율은 가장 작았다.

③In Asia, / the percentage point of people under 15 

years old was twice / that  of people over 65 years 
the percentage point

old. 

③아시아에서, / 15세 미만 사람들의 퍼센트 수치는 두 배(→세 배)였다 / 

65세를 초과한 사람들 수치의 

위의 그래프는 2017년에 지역별로 선택된 

연령 집단의 인구 비율을 보여준다. ①유럽

을 제외한 각각의 지역에서 15세 미만의 사

람들은 65세를 초과한 사람들보다 수가 더 

많았다. ②네 지역 중에서, 아프리카는 15세 

미만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컸고 65세를 초

과한 사람들의 비율은 가장 작았다. ③아시아

에서, 15세 미만 사람들의 퍼센트 수치는 65

세를 초과한 사람들의 수치의 두 배(→세 배)

였다.

 ③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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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under 15 years old in 

North America / was smaller than that in Asia. 

④북미에서 15세 미만의 인구 비율은 / 아시아의 해당 인구 비율보다 작

았다.

⑤Europe had the smallest percentage point gap / 

between the two age groups among the four regions.

⑤유럽은 퍼센트 수치 차이가 가장 작았다 / 네 지역 중 두 연령 집단 간의.

④북미에서 15세 미만의 인구 비율은 아시아

의 해당 인구 비율보다 작았다. ⑤유럽은 네 

지역 중 두 연령 집단 간의 퍼센트 수치 차이

가 가장 작았다.

Out동사: 타동사 (목적어보다 우위에 있다는 
의미)

수요가 공급을 앞서다
Demand outweighs supply.

비자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하다
He outstays his visa.

삼성이 애플보다 더 실적이 좋았다.
Samsung has outperformed Apple.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산다.
Women outlive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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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

는 것은?1

The above graph shows / water 

use and cost / among the six 

selected countries in 2015.

위의 그래프는 보여 준다 / 물 사용과 물 값
을 / 선정된 6개국에서의 2015년의

① In all of the selected countries, / 

the cheaper the water was, / the 

more they used.

선정된 모든 국가에서, / 물 값이 더 쌀수록, / 
더 많은 물을 그들이 사용했다. 

② The Republic of Korea 

consumed / 1,460 gallons of water 

per person per day, / which was 

nearly five times larger / than the 

amount of water Denmark 

consumed.

대한민국은 소비했는데 / 1인당 하루 1,460
갤런의 물을, / 이는 거의 5배 더 많은 양이었
다 / 덴마크가 소비한 물의 양보다

 [해설] 대한민국의 1,000갤런의 물 값은 6.85달러가 아니라 2.88달러였고, 덴마크 물 값의 약 5분의 1이 아니라 약 11분1

의 1이었으므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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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However, / the cost of 1,000 gallons of water / was 

only $6.85 in the Republic of Korea, / which was about 

one-fifth of the cost / of 1,000 gallons of water / in 

Denmark.

하지만, / 1,000갤런의 물 값이 / 대한민국에서는 6.85달러에 불과했는
데, / 이는 약 5분의 1이었다 / 1,000갤런의 물 값의 /  덴마크에서의

위의 그래프는 선정된 6개국에서의 2015년
의 물 사용과 물 값을 보여 준다. 
선정된 모든 국가에서 물 값이 쌀수록 더 많
은 물을 사용했다. 대한민국은 1인당 하루 
1,460갤런의 물을 소비했는데, 이는 덴마크
가 소비한 물의 양보다 거의 5배 더 많은 양
이었다. 하지만 1,000갤런의 물 값이 대한민
국에서는 6.85달러에 불과했는데, 이는 덴마
크에서의 1,000갤런의 물 값의 약 5분의 1이
었다. 

still, nonetheless, nevertheless, yet, 
however, even so(그러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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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Italy consumed the second largest amount of water / 

소 비 했 다

among the six countries, / immediately followed by 

Japan.

이탈리아는 소비했는데 두 번째로 많은 양의 물을 / 6개국 중, / 일본이 바
로 그 뒤를 따랐다. 

⑤ The cost of water in Germany / was the second highest 

among the six countries, / immediately followed by that 

in France.

독일의 물 값은 / 두 번째로 높았고 6개국 중, / 프랑스의 물 값이 바로 뒤
를 따랐다.

이탈리아는 6개국 중 두 번째로 많은 양의 물
을 소비했는데, 일본이 바로 그 뒤를 따랐다. 
독일의 물 값은 6개국 중 두 번째로 높았고, 
프랑스의 물 값이 바로 뒤를 따랐다.

A be followed by B: A 다음에 B가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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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다음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The table above / shows the general government 

spending / of 11 G20 countries in 2006 and 2016.

위의 표는 / 일반 정부 부문 지출을 보여 준다 / G20 국가 중 11개 국가의 
/ 2006년과 2016년에. 

① In both years, / France ranked the highest on the list, / 

with its government spending taking up / more than half 
 차 지 한 다

of its GDP.

두 해 모두, / 프랑스가 목록의 가장 높은 곳을 차지했으며, / 그것의 정부 
지출은 차지했다 / 국내 총생산의 절반보다 많은 부분을 

② In 2006, / the government spending of five countries / 
지 출

was less than 40 percent of their GDP.

2006년에, / 5개 국가의 정부 지출은 / 국내 총생산의 40% 미만이었다. 

③ In 2016, / the number of countries / whose government 

spending was less than 40 percent of their GDP / was 

also five, / and one country, Ireland, had government 

spending / that was less than 30 percent of its GDP.

2016년에, / 국가의 수는 / 정부 지출이 국내 총생산의 40% 미만이었던 / 
또한 다섯이었고, / 그리고 한 국가, 즉 아일랜드는 정부 지출을 가졌다 / 
국내 총생산의 30% 미만의 

위의 표는 2006년과 2016년에 G20 국가 
중 11개 국가의 일반 정부 부문 지출을 보여 
준다. 두 해 모두, 프랑스가 목록의 가장 높
은 곳을 차지했으며, 그것의 정부 지출은 국
내 총생산의 절반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2006년에, 5개 국가의 정부 지출은 국내 총
생산의 40% 미만이었다. 2016년에 정부 지
출이 국내 총생산의 40% 미만이었던 국가
의 수는 또한 다섯이었고, 한 국가, 즉 아일랜
드는 정부 지출이 국내 총생산의 30% 미만
을 차지했다.

 [해설] 2006년에서 2016년 사이에 국내 총생산에서 정부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에서 가장 큰 증가를 보인 국가는 일본1

(4.0%)이고, 두 번째로 가장 큰 증가를 보인 국가는 스페인(3.9%)이므로 ④는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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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Between 2006 and 2016, / Spain recorded the largest 

increase / in the percentage of government spending of 

its GDP, / followed by France.

2006년에서 2016년 사이에, / 스페인은 가장 큰 증가를 기록했고 / 정부 
지출의 비율에서, / 국내 총생산에서, / 그다음이 프랑스였다. 

⑤ Between 2006 and 2016,/  four countries experienced 

a decrease / in the government spending of their GDP, / 

with Ireland recording the largest decrease / among the 

11countries.

2006년에서 2016년 사이에, / 4개 국가가 감소를 경험했고 / 그들의 국
내 총생산에서 정부 지출의, / 아일랜드는 가장 큰 감소를 기록했다 / 11개 
국가 중에서

2006년에서 2016년 사이에, 스페인은 국내 
총생산에서 정부 지출의 비율에서 가장 큰 증
가를 기록했고, 그다음이 프랑스였다. 2006
년에서 2016년 사이에, 4개 국가가 국내 총
생산에서 정부 지출의 감소를 경험했고, 아일
랜드는 11개 국가 중에서 가장 큰 감소를 기
록했다.

A be followed by B: A 다음에 B가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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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The above graph shows / how much American news 

consumers engage / with news from social media.
관 여 하 다

위 그래프는 보여 준다 / 얼마나 많이 미국 뉴스 소비자들이 관여하는지
를 / 소셜 미디어의 뉴스에

① About a quarter of social networking news consumers / 
1 / 4

often click on links to news stories on social media, /

while more than half of them sometimes do .
are (X)

소셜 네트워킹 뉴스 소비자의 약 4분의 1 정도가 / 소셜 미디어 뉴스 기
사 링크를 자주 클릭하는 반면, / 그들 중 절반이상이 가끔 클릭한다. 

② But only 16% of respondents often “like” news stories / 

and even fewer often share or repost news stories / on 
공 유 하 다

social media.

그러나 응답자 중 16%만이 종종 뉴스 기사를 ‘좋아한다’고 했으며 / 뉴스 
기사를 공유하거나 다시 게재하는 경우는 훨씬 더 적었다 / 소셜 미디어에

③ The percentages of social media news consumers / 

who often or sometimes comment on news stories / and 

those who often or sometimes post links to news stories 
게시하다

themselves / are almost the same.

소셜 미디어 뉴스 소비자 비율과 / 뉴스 기사에 대해 자주 또는 때때로 코
멘트를 하는  / 그리고 뉴스 기사 자체에 대한 링크를 자주 또는 때때로 게
시하는 (소셜 미디어 뉴스 소비자) 비율은 / 거의 같다. 

위 그래프는 미국 뉴스 소비자들이 소셜 미디
어의 뉴스에 얼마나 많이 관여하는지를 보여 
준다. 소셜 네트워킹 뉴스 소비자의 약 4분
의 1 정도가 소셜 미디어 뉴스 기사 링크를 
자주 클릭하는 반면, 그들 중 절반이상이 가
끔 클릭한다.  그러나 응답자 중 16%만이 종
종 뉴스 기사를 ‘좋아한다’고 했으며, 소셜 미
디어에 뉴스 기사를 공유하거나 다시 게재하
는 경우는 심지어 더 적었다. 소셜 미디어 뉴
스 소비자 중 뉴스 기사에 대해 자주 또는 때
때로 코멘트를 하는 소비자 비율과 뉴스 기
사 자체에 대한 링크를 자주 또는 때때로 게
시하는 소비자 비율은 거의 같다. 

 [해설] 주어진 도표에서 소셜 미디어 뉴스 사용자 중 뉴스 사건에 대한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때때로(sometimes) 게시1

할 정도로 뉴스에 깊이 관여하는 사람은 16%이기 때문에 ⑤는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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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Over 30% of those surveyed responded/ that they 

응 답 했 다

either often or sometimes discuss / issues in the news / 

on social media sites.

조사된 사람 중 30% 이상이 응답했다 / 그들이 자주 또는 때로는 토론한
다고 / 뉴스에 나온 이슈에 대해 /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서

⑤ Nevertheless, / only less than 5% of social media 

news users / are so heavily engaged with news / that 

they sometimes post their own photos or videos of a 

news event.

그럼에도 불구하고, / 소셜 미디어 뉴스 사용자 중  겨우 5%도 안 되는 사
용자가 / 뉴스에 아주 깊이 관여하여서 / 자신이 찍은 뉴스 사건의 사진이
나 동영상을 때때로 게시한다. 

조사된 사람 중 30% 이상이 뉴스에 나온 이
슈에 대해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서 자주 또
는 때로는 토론한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소셜 미디어 뉴스 사용자 중 뉴스 사
건에 대한 자신이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때
때로 게시할 정도로 뉴스에 깊이 관여하는 사
람은 5%도 안 된다.

still, nonetheless, nevertheless, yet, 
however, even so(그러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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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The table above shows / the recycling rates for different 
재 활 용 비 율

types of waste / for 2001 and 2012 in Singapore / and the 

changes in recycling rates / from 2001 to 2012.
재 활 요 비 율

위의 표는 보여 준다 / 쓰레기 유형별 재활용 비율을 / 2001년과 2012년 
싱가포르의 / 그리고 재활용 비율의 변화를 / 2001년에서 2012년 사이

① From 2001 to 2012, / all of the waste types showed / 

an improvement in the recycling rate, / except for non-
제 외 하 고

ferrous metals and plastics.

2001년부터 2012년 사이, / 모든 쓰레기 유형들은 보였다 / 재활용 비율
에 있어 향상을, / 비철금속과 플라스틱을 제외한. 

② The recycling rate for non-ferrous metals dropped / 
철 금 속

from 85% in 2001 to 79% in 2012, / while the rate for 

plastics / was the same in both years, at 10%.

비철금속의 재활용 비율은 떨어졌다 / 2001년 85%에서 2012년 79%
로, / 반면에 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은 / 두 개년도 모두 10%로 똑같았
다. 

③ The recycling rate for wood/timber waste showed / a 

61percentage-point increase / from 2001 to 2012.

나무/목재 쓰레기의 재활용 비율은 보였다 / 61퍼센티지 포인트의 증가
를 /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위의 표는 2001년과 2012년 싱가포르의 쓰
레기 유형 별 재활용 비율과 2001년에서 
2012년 사이 재활용 비율의 변화를 보여 준
다. 
2001년부터 2012년 사이, 비철금속과 플라
스틱을 제외한 모든 쓰레기 유형들은 재활용 
비율에 있어 향상을 보였다. 비철금속의 재활
용 비율은 2001년 85%에서 2012년 79%
로 떨어진 반면, 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은 
두 개년도 모두 10%로 똑같이 유지되었다. 
나무/목재 쓰레기의 재활용 비율은 2001년
부터 2012년까지 61퍼센티지 포인트의 증
가를 보였다. 

 [해설] 2012년 재활용 비율이 가장 높은 쓰레기 유형은 건설 잔해와 철금속이다. 따라서, ⑤는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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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라이트 7강 
분석자료 

Update 2022. 1. 1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④ Although the recycling rate for food waste doubled / 

from 2001 to 2012, / it was far below / the target recycling 
목표 재활용

rate for 2012.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비율이 두 배가 되기는 했지만 / 2001년에서 
2012년 사이, / 훨씬 못 미쳤다 / 2012년 목표 재활용 비율에는 

⑤ In 2012, /the top two recycling rates in Singapore were 

seen / in the waste from construction debris and non-
건 설 잔 해

ferrous metals, / while food waste and plastics ranked / 

the lowest.

2012년에, / 싱가포르에서 최상위 재활용 비율 두 가지는 보였는데 / 건설 
잔해와 비철금속에서 나오는 쓰레기에서, / 반면에 음식물 쓰레기와 플라
스틱 쓰레기는 순위를 차지했다 / 가장 낮은.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비율이 2001년에
서 2012년 사이 두 배가 되기는 했지만, 
2012년 목표 재활용 비율에는 훨씬 못 미쳤
다. 2012년에 싱가포르에서 최상위 재활용 
비율 두 가지는 건설 잔해와 비철금속에서 나
오는 쓰레기에서 보였는데, 반면에 음식물 쓰
레기와 플라스틱 쓰레기는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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