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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The above graph shows the distribution of employment 
분 포  고 용

status by country income group.
상 태

위의 그래프는 국가 소득 집단별 고용 상태 분포를 보여준다. 

 ①In low income countries, the largest employment status 

group was own account or unpaid family workers, 
자 영 업 자 무 급

followed by temporary or no contract workers, 
임 시 직 무 계 약 직

permanent workers, and employers. 
정 규 직 원 고 용 주

저소득 국가들에서 가장 큰 고용 상태 집단은 자영 노동자 또는 무급 가

족 종사자였으며, 임시 직원 또는 무계약직 사원, 정규 직원 그리고 고용

주가 뒤를 이었다. 

• A be followed by B: A 다음에 B가 오다

위의 그래프는 국가 소득 집단별 고용 상태 

분포를 보여준다. 저소득 국가들에서 가장 

큰 고용 상태 집단은 자영 노동자 또는 무급 

가족 종사자였으며, 임시 직원 또는 무계약

직 사원, 정규 직원 그리고 고용주가 뒤를 이

었다.  

 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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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In middle income countries, although own account or 

소 득 자 영 업 자

unpaid  family workers comprised the largest 
무급 가족 종사자 구 성 하 다

employment status group, their proportion was 28 
고 용 상 태 집 단 비 율

percentage points lower than that  of low income 
proportion

countries. 

중간 소득 국가들에서 자영 노동자 또는 무급 가족 종사자가 가장 큰 고

용 상태 집단을 차지하지만, 그들의 비율은 저소득 국가들의 그것보다 28

퍼센트 더 낮았다. 

③The proportion of temporary or no contract workers in 
비 율

middle income countries was more than twice that  of 
proportion

permanent workers in middle income countries. 

중간 소득 국가들에서 임시 직원 또는 무계약직 사원의 비율은 중간 소득 

국가들에서의 정규 직원의 그것보다 두 배가 넘었다. 

④ In high income countries, employers accounted for 
고 소 득 차 지 한 다

3.4%, which was larger than the proportion of employers 

in each of the other two country income groups, 

respectively. 
각 각

고소득 국가들에서 고용주는 3.4퍼센트를 차지하였는데, 이것은 각 다른 

두 개의 국가 소득 집단의 고용주 비율보다 각각 더 컸다. 

⑤The smallest percentage point gap between permanent 

workers and temporary or no contract workers was found 

in high income countries.

정규 직원과 임시 직원 또는 무계약직 사원 사이의 가장 작은 퍼센트 차이

는 고소득 국가들에서 발견되었다(→ 정규 직원과 임시 직원 또는 무계약

직 사원 사이의 가장 작은 퍼센트 차이가 있는 집단은 저소득 국가들이다).

중간 소득 국가들에서 자영 노동자 또는 무

급 가족 종사자가 가장 큰 고용 상태 집단을 

차지하지만, 그들의 비율은 저소득 국가들의 

그것보다 28퍼센트 더 낮았다. 중간 소득 국

가들에서 임시 직원 또는 무계약직 사원의 비

율은 중간 소득 국가들에서의 정규 직원의 그

것보다 두 배가 넘었다.  고소득 국가들에서 

고용주는 3.4퍼센트를 차지하였는데, 이것

은 각 다른 두 개의 국가 소득 집단의 고용주 

비율보다 각각 더 컸다.  정규 직원과 임시 직

원 또는 무계약직 사원 사이의 가장 작은 퍼

센트 차이는 고소득 국가들에서 발견되었다

(→ 정규 직원과 임시 직원 또는 무계약직 사

원 사이의 가장 작은 퍼센트 차이가 있는 집

단은 저소득 국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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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영국의 주요 야외 수상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

The graph above shows the leading outdoor watersport 
주 요 야 외 수 상 스 포 츠

activities by number of participants in the United Kingdom 

(UK) from 2014 to 2015. 

위 그래프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영국의 주요 야외 수상 스포츠 활

동을 참가자의 수로 보여 준다. 

①In 2015,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outdoor swimming 

decrease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비 해 서

2015년에 야외 수영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는 전년도에 비해 줄었다. 

②In 2015, the most popular outdoor watersport activity 

was coastal walking. 
해 안 걷 기

2015년에 가장 인기 있는 야외 수상 스포츠는 해안 걷기였다. 

위 그래프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영국

의 주요 야외 수상 스포츠 활동을 참가자의 

수로 보여 준다.  2015년에 야외 수영에 참

여한 사람들의 수는 전년도에 비해 줄었다. 

2015년에 가장 인기 있는 야외 수상 스포츠

는 해안 걷기였다.

•leading ⓐ 주요한

•outdoor ⓐ 야외의

•participant ⓝ 참가자

•compare ⓥ 비교하다

•slightly ad. 약간

•previous ⓐ 이전의

•angling ⓝ 낚시

•double ⓥ 두 배로 되다 

 ④  2015년 카누 타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는 140만 명이고, 낚시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는 240만 명이므로 ④의 more를 1

less로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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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In 2014,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any boating 

activity was more than twice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canoeing. 

2014년에 모든 보트 타기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는 카누 타기에 참

여한 사람들의 수의 두 배가 넘었다. 

④In 2015,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canoeing slightly 

decreased from the previous year, but it was more than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angling in 2015. 
낙 시 하 다

2015년에 카누 타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는 전년도보다 약간 줄었으

나, 그것은 2015년에 낚시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보다는 많았다(→ 적었

다).

⑤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angling in 2015 more 

than double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두 배 가 넘 헜 다 비 해 서

2015년에 낚시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는 전년도에 비해 두 배가 넘었다.

2014년에 모든 보트 타기 활동에 참여한 사

람들의 수는 카누 타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

의 두 배가 넘었다. 2015년에 카누 타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는 전년도보다 약간 줄었

으나, 그것은 2015년에 낚시에 참여한 사람

들의 수보다는 많았다(→ 적었다). 2015년

에 낚시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는 전년도에 비

해 두 배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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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The above graph shows th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in six nations / who participated in giving behavior 
참 여 하 다

during the month prior to being interviewed in 2013. 

위 도표는 6개 국가의 인구 비율을 보여 준다 / 2013년 인터뷰하기 전 한 

달 동안 기부 행위에 참여했던. 

① Over 90 percent of respondents in Myanmar did 

volunteer work, / but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donated money to a charity was the lowest among the 

given countries. 

미얀마에서는 응답자의 90퍼센트 이상이 봉사 활동을 했지만, / 자선 단체

에 돈을 기부한 사람들의 비율은 주어진 국가 중 가장 낮았다. 

②In the United States, / nearly 80 percent of respondents 

donated money to a charity, / which was the highest 
기 부 했 다 자 선 단 체

among the six nations. 

미국에서는, / 응답자의 거의 80퍼센트가 자선 단체에 돈을 기부했는데, / 

이것은 6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기부 행위에 참여했던 6개 국가의 인구 비율

위 도표는 2013년 인터뷰하기 전 한 달 동안 

기부 행위에 참여했던 6개 국가의 인구 비율

을 보여 준다.  미얀마에서는 응답자의 90퍼

센트 이상이 봉사 활동을 했지만, 자선 단체

에 돈을 기부한 사람들의 비율은 주어진 국가 

중 가장 낮았다. 미국에서는, 응답자의 거의 

80퍼센트가 자선 단체에 돈을 기부했는데, 이

것은 6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respondent ⓝ 응답자

•charity ⓝ 자선 단체

•volunteer work 자원봉사 활동

•donate ⓥ 기부하다

•represent ⓥ 보여주다, 대표하다 

 ④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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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While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helped a stranger 

was 44 percent both in Canada and in New Zealand, /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did volunteer work in 

Canada was higher than that  in New Zealand. 
percentage

낯선 사람을 도와준 사람의 비율은 캐나다와 뉴질랜드 모두에서 44퍼센

트였으나, / 캐나다에서 봉사 활동을 한 사람의 비율은 뉴질랜드에서의 비

율보다 더 높았다. 

④In Australia, /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donated 

money to a charity / was more than twice that of those 

who helped a stranger. 

호주에서, / 자선 단체에 돈을 기부한 사람의 비율은 / 낯선 사람을 도와준 

사람들의 비율의 두 배 보다 높았다(→ 두 배 보다는 낮았다). 

⑤Meanwhile, / the respondents who did volunteer work 

in the UK / represented the second highest percentage 

among the six countries, / but the percentage of those 

who helped a stranger was the lowest.

한편, / 영국에서 봉사 활동을 한 응답자들은 / 6개 국가 중에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 그러나 낯선 사람을 도왔던 사람들의 비율은 가

장 낮았다.

낯선 사람을 도와준 사람의 비율은 캐나다와 

뉴질랜드 모두에서 44퍼센트였으나, 캐나다

에서 봉사 활동을 한 사람의 비율은 뉴질랜드

에서의 비율보다 더 높았다. 호주에서, 자선 

단체에 돈을 기부한 사람의 비율은 낯선 사람

을 도와준 사람들의 비율의 두 배 보다 높았다

(→ 두 배 보다는 낮았다). 한편, 영국에서 봉

사 활동을 한 응답자들은 6개 국가 중에 두 번

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낯선 사람을 도왔

던 사람들의 비율은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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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The tables above show the materials landfilled as 
매 립 된

municipal waste / in the U.S. in 2000 and 2017.

위의 표는 도시 쓰레기로 매립된 물질들을 보여준다 /  2000년과 2017

년 미국에서. 

 ① The total amount of materials landfilled in 2017 /  was 

smaller than in 2000. 

2017년에 매립된 물질들의 합계양은 / 2000년보다 적었다.

② While paper was the material most landfilled as 

municipal waste in 2000, / plastics were the most 

landfilled material in 2017. 

종이는 2000년에 도시 쓰레기로 가장 많이 매립된 물질이었지만, / 2017

년에는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매립된 물질이었다.

미국의 도시 쓰레기로 매립된 물질

위의 표는 2000년과 2017년 미국에서 도시 

쓰레기로 매립된 물질들을 보여준다. 2017

년에 매립된 물질들의 합계양은 2000년보

다 적었다. 종이는 2000년에 도시 쓰레기로 

가장 많이 매립된 물질이었지만, 2017년에

는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매립된 물질이었다.

•material ⓝ 물질. 원료

•municipal ⓐ 시(市)의, 시립의

•respectively ad 각각, 각자

•remain ⓥ 계속[여전히] ~이다

•textile ⓝ 직물, 옷감

 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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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In 2000, / metals and wood were the third and fourth 

most landfilled materials, respectively, / and this 
매 립 된 물 질 각 각

remained the same in 2017.

2000년에, / 금속과 나무는 각각 세 번째와 네 번째로 가장 많이 매립된 

물질이었고, / 이것은 2017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④ More glass was landfilled than textiles in 2000, / but 
매 립 되 었 다 직 물

more textiles were landfilled than glass in 2017. 

2000년에 유리가 직물보다 더 많이 매립되었지만, / 그러나 2017년에는 

직물이 유리보다 더 많이 매립되었다.

⑤ The amount of textiles landfilled in 2017 / was more 
매 립 된

than twice that in 2000.

2017년에 매립된 직물의 양은 / 2000년의 그것(매립된 직물의 양)의 두 

배 이상이었다.

2000년에 금속과 나무는 각각 세 번째와 네 

번째로 가장 많이 매립된 물질이었고, 이것

은 2017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2000

년에 유리가 직물보다 더 많이 매립되었지만 

2017년에는 직물이 유리보다 더 많이 매립

되었다. 2017년에 매립된 직물의 양은 2000

년의 그것(매립된 직물의 양)의 두 배 이상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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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The graph above shows / the division of labor in 

households / where both parents work full-time in 2015. 

위 그래프는 보여준다 / 가정의 노동 분담을 / 2015년에 부모 둘 다 전업

을 하는. 

①The percentage of “mother does more” households in 

every category / is higher than that  of “father does 
The percentage

more” households. 

모든 항목에서 “엄마가 더 많은 가사일을 하는” 가정의 비율은 / “아빠가 

더 많은 가사일을 하는” 가정의 비율보다 더 높다. 

위 그래프는 2015년에 부모 둘 다 전업을 하

는 가정의 노동 분담을 보여준다.  모든 항목

에서 “엄마가 더 많은 가사일을 하는” 가정의 

비율은 “아빠가 더 많은 가사일을 하는” 가정

의 비율보다 더 높다. 

•division ⓝ 분할, 분배

•labor ⓝ 노동, 근로

•household ⓝ 가정

•manage ⓥ 관리[감독]하다

•discipline ⓥ 훈육하다

•equally ad. 동일하게, 동등하게  

 ④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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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마더텅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문제집 고2 영어독해_7강 
분석자료 

Update 2022. 3. 24.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②While the category with the highest percentage of 

“mother does more” households / is “Managing children’s 

schedules/activities,” / the category with the highest 

percentage of “father does more” households / is 

“Disciplining children.” 
훈 육 하 기

“엄마가 더 많은 가사일을 하는” 가정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 “아이

들의 스케줄이나 활동을 관리하기”인 반면, / “아빠가 더 많은 가사일을 하

는” 가정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 “아이들을 훈육하기”이다.

③When it comes to taking care of children when they’re sick, / 
~에 관해서

the percentage of “mother does more” households  / is the 

same as that of “share equally” households. 

아이가 아플 때 돌보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 “엄마가 더 많은 가사일을 

하는” 가정의 비율은 / “가사일을 동일하게 분담하는” 가정의 비율과 같다. 

④The percentage of “share equally” households / is over 

two times higher / than that of “mother does more” 

households in three categories. 

“가사일을 동일하게 분담하는” 가정의 비율은 / 두 배가 더 넘게 높다 / “엄

마가 더 많은 가사일을 하는” 가정의 비율보다 세 개의 항목에서.

⑤The category that shows the highest percentage of 

“share equally” households / is “Playing or doing activities 

with children,” / followed by the category “Disciplining 

children.”

“가사일을 동일하게 분담하는” 가정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는 항목은 

/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거나 활동하기”이고 / 그 다음이 “아이들을 훈육하

기”이다

• A be followed by B: A 다음에 B가 오다

아이가 아플 때 돌보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엄마가 더 많은 가사일을 하는” 가정의 비율

은 “가사일을 동일하게 분담하는” 가정의 비

율과 같다.  “가사일을 동일하게 분담하는” 가

정의 비율은 “엄마가 더 많은 가사일을 하는” 

가정의 비율보다 세 개의 항목에서 두 배가 

더 넘게 높다. “가사일을 동일하게 분담하는” 

가정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는 항목은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거나 활동하기”이고 

그 다음이 “아이들을 훈육하기”이다. “엄마가 

더 많은 가사일을 하는” 가정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아이들의 스케줄이나 활동을 관

리하기”인 반면, “아빠가 더 많은 가사일을 하

는” 가정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아이들

을 훈육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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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마더텅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문제집 고2 영어독해_7강 
분석자료 

Update 2022. 3. 24.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6 [2019년 3월 24번]

24.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The 
two pie charts above show / the number of natural 

원 그 래 프

disasters and the amount of damage by region in 2014. 
자 연 재 해 피 해 지 역 별

위 두 원그래프는 보여 준다 / 2014년의 지역별 자연재해 횟수와 피해액

을.

①The number of natural disasters in Asia was the largest 

of all five regions / and accounted for 36 percent, / 
= t o o k u p

which was more than twice the percentage of Europe. 

다섯 지역 중 아시아의 자연재해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  36%를 차지했

다, / 유럽의 비율의 2배가 넘는.

②Americas had the second largest number of natural 

disasters, / taking up 23 percent. 
차 지 하 다

아메리카가 자연재해 횟수가 두 번째로 많았다, / 23%를 차지하면서.

2014년 지역별 자연재해

위 두 원그래프는 2014년의 지역별 자연재

해 횟수와 피해액을 보여 준다. 다섯 지역 중 

아시아의 자연재해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유

럽의 비율의 2배가 넘는 36%를 차지했다. 

아메리카가 23%를 차지하면서 자연재해 횟

수가 두 번째로 많았다.

•natural disaster 자연재해

•amount ⓝ 액수, 양

•damage ⓝ 피해

•region ⓝ 지역

•account for ~을 차지하다

•take up ~을 차지하다 

 [해설] ④ 2014년 아시아의 피해액은 7,211억 달러이고, 아메리카와 유럽의 피해액은 각각 5,326억 달러와 2,386억 달러1

이므로, 이 둘을 합한 액수는 7,712억 달러이다. 그러므로 more를 less로 고쳐야 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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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자료 

Update 2022. 3. 24.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③The number of natural disasters in Oceania was the 

smallest / and less than a third of that in Africa.

오세아니아의 자연재해 횟수가 가장 적었으며 / 아프리카의 자연재해 횟

수의 3분의 1도 안 되었다.

④The amount of damage in Asia was the largest / and 

more than the combined amount of Americas and Europe. 
합 쳐 진

아시아의 피해액이 가장 많았으며 / 아메리카와 유럽이 합쳐진 액수보다 

더 많았다(→ 더 적었다). 

⑤Africa had the least amount of damage / even though it 

ranked third in the number of natural disasters.
순위를 차지했다

아프리카가 피해액은 가장 적었다 / 비록 자연재해 횟수에서는 3위를 차

지했지만.

오세아니아의 자연재해 횟수가 가장 적었으

며 아프리카의 자연재해 횟수의 3분의 1도 

안 되었다. 아시아의 피해액이 가장 많았으

며 아메리카와 유럽이 합쳐진 액수보다 더 많

았다(→ 더 적었다). 아프리카가 비록 자연재

해 횟수에서는 3위를 차지했지만 피해액은 

가장 적었다.

•combined ⓐ 합쳐진

•rank ⓥ (순위를) 차지하다

12



[2022] 마더텅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문제집 고2 영어독해_7강 
분석자료 

Update 2022. 3. 24.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7 [2019년 9월 25번]

25. 다음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Trends in Renewable Energy Worldwide (2014-2017)

*installed capacity: (최대) 설비 용량

The table above shows the trends / in renewable energy 
추 세

worldwide from 2014 to 2017. 

위 표는 추세를 보여 준다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의 재생 가

능한 에너지의. 

① The total amount of installed capacity of renewable 
설 비 용 량

energy technologies / was on the rise during the given 
증가했다

period.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의 설비 용량의 총량은 / 주어진 기간 동안에 증가

했다. 

② While the percentage of hydropower energy steadily 
수 력 에 넌 지 꾸 준 히

decreased / from 2014 to 2017, / the technologies of both 

onshore wind and solar energy /  took increasing shares 
내 륙 풍 력 비 중 이 증 가 했 다

/ during the same period. 

수력 에너지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한 반면에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 내륙풍력 및 태양 에너지 기술은 / 비중이 증가했다 / 같은 기간 동안.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추세

위 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추세를 보여 준다.  재

생 가능 에너지 기술의 설비 용량의 총량은 

주어진 기간 동안에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수력 에너지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한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내륙풍력 및 

태양 에너지 기술은 비중이 증가했다.

•renewable ⓐ 재생 가능한

•steadily ad 끊임없이, 꾸준히

•onshore ⓐ 육지의, 내륙의  

 ④[해설] 내륙풍력과 태양 에너지를 합친 비중은 2014년 30.1퍼센트로 3분의 1 미만이나 2015년에서 2017년까지는 각1

각 33.8퍼센트, 37.0퍼센트, 40.3퍼센트로 3분의 1을 초과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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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자료 

Update 2022. 3. 24.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③ The percentage of solar energy in particular / shows 

특 히

the sharpest increase rate / among the given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 from 10.0 percent in 2014 to 17.6 

percent in 2017. 

특히 태양 에너지의 비율은 / 가장 급격한 증가율을 보여준다 / 주어진 재

생 가능 에너지 기술 중 / 2014년에는 10.0퍼센트에서 2017년에는 

17.6퍼센트로. 

④ Still, however, / the combined share of onshore wind 
합 쳐 진 비 중

and solar energy / was less than a third of the total 

amount / of installed capacity during each of the four 
설 비 용 량

years. 

하지만 여전히, / 내륙풍력과 태양 에너지를 합친 비중은 / 총량의 3분의 

1 미만이었다 / 4년 동안 매년 설비 용량. 

⑤ The category of Others accounted / for less than 10 
범 주 차 지 했 다

percent / of the total amount of installed capacity /  every 
총 량 설 비 용 량

year during the given period.
특정 기간

기타 에너지 범주는 차지했다 /  10퍼센트 미만을 / 설비 용량 총량의 / 주

어진 기간 동안 매년.

특히 태양 에너지의 비율은 2014년에는 

10.0퍼센트에서 2017년에는 17.6퍼센트로 

주어진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 중 가장 급격

한 증가율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전히 내륙풍

력과 태양 에너지를 합친 비중은 4년 동안 매

년 설비 용량 총량의 3분의 1 미만이었다.  

기타 에너지 범주는 주어진 기간 동안 매년 

설비 용량 총량의 10퍼센트 미만을 차지했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still, nonetheless, nevertheless, yet, 

however, even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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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자료 

Update 2022. 3. 24.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8 [2019년 11월 25번]

25. 다음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The tables above show the number of jobs in renewable 

energy technology around the world in 2014 and 2015. 

위 표들은 2014년과 2015년의 전 세계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의 일자리 수를 보여준다. 

①The total number of jobs was larger in 2015 than in 

2014. 

일자리의 총계는 2014년보다 2015년에 더 많았다. 

②In both years, solar photovoltaic had the largest number 
태 양 광 발 전

of jobs, and the number of jobs increased in 2015. 

두 해 모두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은 일자리 수를 보였고, 일자리의 수는 

2015년에 증가했다.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의 일자리

위 표들은 2014년과 2015년의 전 세계 재

생 가능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의 일자리 수

를 보여준다. 

일자리의 총계는 2014년보다 2015년에 더 

많았다. 두 해 모두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은 

일자리 수를 보였고, 일자리의 수는 2015년

에 증가했다. 

•renewable ⓐ 재생 가능한

•photovoltaic ⓐ 광발전의

•biofuel ⓝ 바이오 연료

•hydropower ⓝ 수력 발전

•geothermal ⓐ 지열의

 ④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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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자료 

Update 2022. 3. 24.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③ The rank of liquid biofuels remained the same in both 

years though the number of jobs decreased in 2015. 

액체 바이오 연료의 일자리 수는 2015년에 감소했지만, 액체 바이오 연

료의 순위는 두 해 모두 동일했다. 

④Solar heating/cooling ranked higher in 2015 than in 

2014, but still had fewer than 900 thousand jobs. 

태양열 냉난방은 2014년보다 2015년에 더 높은 순위에 올랐으나 여전

히 90만 개보다 적은 일자리를 보였다 (→90만 개보다 많은 일자리를 보

였다). 

⑤ Among the lowest three ranks in 2014, only small 

hydropower showed a decrease in the number of jobs in 
수 력 발 전

2015.

2014년의 최하위 세 개의 순위 중에서 단지 소규모 수력 발전만 2015년

에 일자리 수에서 감소를 보였다.

액체 바이오 연료의 일자리 수는 2015년에 

감소했지만, 액체 바이오 연료의 순위는 두 

해 모두 동일했다.  태양열 냉난방은 2014년

보다 2015년에 더 높은 순위에 올랐으나 여

전히 90만 개보다 적은 일자리를 보였다 

(→90만 개보다 많은 일자리를 보였다). 

2014년의 최하위 세 개의 순위 중에서 단지 

소규모 수력 발전만 2015년에 일자리 수에

서 감소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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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 3. 24.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9 [2020년 3월 25번]

25.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The above graph shows the injury rate by day / of game 
요일별

in the National Football League (NFL) from 2014 to 2017. 

위 그래프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내셔널 풋볼 리그(NFL) 경기의 요

일별 부상률을 보여 준다. 

① The injury rate of Thursday games / was the lowest in 

2014 and the highest in 2017. 

2014년에 가장 낮았고 2017년에 가장 높았다.

② The injury rate of Saturday, Sunday and Monday 

games / decreased steadily from 2014 to 2017. 
꾸 준 히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경기 부상률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다.  

내셔널 풋볼 리그에서 경기의 요일별 부상률 

(2014 ~ 2017)

위 그래프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내셔

널 풋볼 리그(NFL) 경기의 요일별 부상률을 

보여 준다. 목요일 경기 부상률은 2014년에 

가장 낮았고 2017년에 가장 높았다. 토요

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경기 부상률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

다. 2017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목요일 경

기 부상률이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경기 부상률보다 더 낮았다.

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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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 3. 24.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③ In all the years except 2017, / the injury rate of 

Thursday games was lower than that  of Saturday, 
the injury rate

Sunday and Monday games.

2017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목요일 경기 부상률이 토요일, 일요일 그리

고 월요일 경기 부상률보다 더 낮았다.

④ The gap between the injury rate of Thursday games 

and that of Saturday, Sunday and Monday games / was 

the largest in 2014 and the smallest in 2017. 

목요일 경기 부상률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경기 부상률 간의 차

이는 2014년에 가장 컸고 2017년에 가장 작았다. 

⑤ In two years out of the four, / the injury rate of Thursday 

game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4year total.

4년 중 두 해에, 목요일 경기 부상률이 4년 전체의 목요일 경기 부상률보

다 더 높았다.

목요일 경기 부상률과 토요일, 일요일 그리

고 월요일 경기 부상률 간의 차이는 2014년

에 가장 컸고 2017년에 가장 작았다. 4년 중 

두 해에, 목요일 경기 부상률이 4년 전체의 

목요일 경기 부상률보다 더 높았다. 

•injury ⓝ 부상

•steadily ad 꾸준히

•gap ⓝ 격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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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 3. 24.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0 [2020년 6월 25번]

25.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The graph above shows the amount of the electric car 

stock / in five countries in 2014 and 2016. 
재 고 량

위의 그래프는 전기차 재고량을 보여준다 / 5개 나라들의 2014년과 

2016년. 

① All five countries had more electric car stock / in 2016 

than in 2014. 

5개의 모든 나라들은 더 많은 전기차 재고량을 가졌다 / 2014년보다 

2016년에.

② In 2014, / the electric car stock of the United States 

ranked first among the five countries, / followed by that 

of China. 

2014년, / 미국의 전기차 재고량은 5개의 국가들 중에서 1위를 차지했고, 

/ 중국이 뒤를 이었다.

A be followed by B: A 다음에 B가 오다

An intransitive verb is not followed by an object / and can 

never be used in the passive.

다섯 나라의 전기차 재고량

위의 그래프는 5개 나라들의 2014년과 

2016년 전기차 재고량을 보여준다. 5개의 

모든 나라들은 2014년보다 2016년에 더 많

은 전기차 재고량을 가졌다. 2014년 미국의 

전기차 재고량은 5개의 국가들 중에서 1위

를 차지했고, 중국이 뒤를 이었다.

•amount ⓝ 양, 액수

•stock ⓝ 재고품

•rank ⓥ (등급, 순위 등을) 차지하다

•surpass ⓥ 능가하다, 뛰어넘다

 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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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 3. 24.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③ However, / China showed the biggest increase of 

electric car stock from 2014 to 2016, / surpassing the 
넘 어 섰 다

United States in electric car stock in 2016.

그러나, / 중국은 2014년에서부터 2016년까지 전기차 재고량의 가장 큰 

증가를 보였고, / 2016년에 전기차 재고량에서 미국을 넘어섰다.

④ Between 2014 and 2016, / the increase in electric car 

stock in Japan was less than that  in Norway. 
the increase

2014년과 2016년 사이에, / 일본의 전기차 재고량의 증가는 노르웨이보

다 적었다.

⑤ In the Netherlands, / the electric car stock was more 

than three times larger / in 2016 than in 2014.

네덜란드에서, / 전기차 재고량은 3배보다 더 많았다 / 2014년보다 2016

년에.

그러나 중국은 2014년에서부터 2016년까

지 전기차 재고량의 가장 큰 증가를 보였고, 

2016년에 전기차 재고량에서 미국을 넘어섰

다. 2014년과 2016년 사이에 일본의 전기

차 재고량의 증가는 노르웨이보다 적었다. 네

덜란드에서, 전기차 재고량은 2014년보다 

2016년에 3배보다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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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 3. 24.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1 [2017년 6월 24번]

24.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The above graph shows the percentages of the most 

wanted features of smartphone by female and male adult 
선 호 하 는 특 징

users in the United States. 

위의 그래프는 미국의 성인 남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

마트폰 특징별 비율을 보여 준다. 

①As a whole, longer battery life is the most wanted 

feature for both females and males. 

①전반적으로, 더 긴 배터리 수명이 남성과 여성 둘 다 가장 원하는 특징

이다.

②Females put higher priority on shatterproof screens, 
우 선 순 위 바 스 러 지 지 않 은

water resistance, and best camera available than their 
방 수

counterparts. 
남 성

②여성은 남성보다 바스러지지 않는 화면, 방수, 우수한 카메라 기능에 더 

높은 우선 순위를 둔다.

위의 그래프는 미국의 성인 남녀 스마트폰 사

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마트폰 특징별 비

율을 보여 준다.  ①전반적으로, 더 긴 배터

리 수명이 남성과 여성 둘 다 가장 원하는 특

징이다. ②여성은 남성보다 바스러지지 않는 

화면, 방수, 우수한 카메라 기능에 더 높은 우

선 순위를 둔다.

•feature ⓝ 특징, 특색

•response ⓝ 응답, 대답

•proportion ⓝ 비율

•slightly ad. 약간

•priority ⓝ 우선권, 우선 사항

 ④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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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 3. 24.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③The percentage gap of response between females and 

males for water resistance is the same as that for best 
g a p

camera available. 

③방수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응답률 차이는 우수한 카메라 기능에 대한 

응답률 차이와 똑같다.

④The proportion of females who want handsfree 

technology the most is 5%, which is more than half the 

percentage of the females who want water resistance the 

most.

④ 핸즈프리 기술을 가장 원한 여성의 비율은 5%이고, 그것은 방수를 가

장 원한 여성의 비율의 절반 이상(→이하)이다.

⑤Finally, the percentage of males who want best 

camera available most is less than 10% but i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males who put top priority on hands-
percentage

free technology.

 ⑤마지막으로 우수한 카메라 기능을 가장 원한 남성의 비율은 10%보다

는 낮지만 핸즈프리 기술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둔 남성의 비율보다는 다소 

높다.

③방수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응답률 차이는 

우수한 카메라 기능에 대한 응답률 차이와 똑

같다. ④ 핸즈프리 기술을 가장 원한 여성의 

비율은 5%이고, 그것은 방수를 가장 원한 여

성의 비율의 절반 이상(→이하)이다. ⑤마지

막으로 우수한 카메라 기능을 가장 원한 남성

의 비율은 10%보다는 낮지만 핸즈프리 기술

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둔 남성의 비율보다는 

다소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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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2 [2018년 6월 24번]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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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ortion ⓝ 부분, 비율

•population ⓝ 인구

•region ⓝ 지역, 지방

•outnumber ⓥ ~보다 수가 많다

 ③1

23



[2022] 마더텅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문제집 고2 영어독해_7강 
분석자료 

Update 2022. 3. 24.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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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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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3 [2019년 6월 25번]

25.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The above graph shows the global internet usage rate in 
사 용 비 율

2017, sorted by gender and region. 
분 류 된

위의 도표는 2017년의 성별, 지역별로 분류된 세계 인터넷 사용 비율을 

보여준다. 

① Among the five regions, both male and female internet 
중 에 서

usage rate was the highest in Europe, accounting for 
were (X) 차 지 하 다

83% and 76% respectively. 

다섯 개의 지역 중에서, 남성과 여성 인터넷 사용 비율 둘 다 유럽에서 가

장 높았으며, 각각 83%, 76%를 차지한다. 

② In each region, the male internet usage rate was higher 

than the female internet usage rate except for in the 

Americas. 

아메리카 대륙을 제외하고는, 각 지역에서 남성 인터넷 사용 비율은 여성 

인터넷 사용 비율보다 높았다. 

2017년 세계 인터넷 사용 비율

위의 도표는 2017년의 성별, 지역별로 분류

된 세계 인터넷 사용 비율을 보여준다.  다섯 

개의 지역 중에서, 남성과 여성 인터넷 사용 

비율 둘 다 유럽에서 가장 높았으며, 각각 

83%, 76%를 차지한다. 아메리카 대륙을 제

외하고는, 각 지역에서 남성 인터넷 사용 비

율은 여성 인터넷 사용 비율보다 높았다. 

•sort ⓥ 분류하다, 구분하다

•account for ~를 차지하다

•respectively ad 각각

•except for ~을 제외하고 

 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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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 3. 24.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③ The percentage point gap of internet usage between 

비율 차이

males and females was the highest in the Arab States. 

남성과 여성의 인터넷 사용 비율 차이는 아랍 국가들에서 가장 높았다. 

④ The internet usage rate of males in the Arab States 

was the same as that  of males in Asia Pacific. 
The internet usage rate

아랍 국가들의 남성 인터넷 사용 비율은 아시아 태평양의 남성 인터넷 사

용 비율과 같았다. 

⑤ The percentage of female internet usage in Africa was 

the lowest among the five regions, but it was higher than 

half that of female internet usage in Asia Pacific.

아프리카에서 여성 인터넷 사용 비율은 다섯 개 지역 가운데 가장 낮았지

만,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여성 인터넷 사용 비율의 절반보다는 더 높았다

(→낮았다).

남성과 여성의 인터넷 사용 비율 차이는 아

랍 국가들에서 가장 높았다.  아랍 국가들의 

남성 인터넷 사용 비율은 아시아 태평양의 남

성 인터넷 사용 비율과 같았다. 아프리카에

서 여성 인터넷 사용 비율은 다섯 개 지역 가

운데 가장 낮았지만,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여

성 인터넷 사용 비율의 절반보다는 더 높았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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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4 [2017년 9월 25번]

25.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The graph above shows the percentage of music 

listeners from different age groups who consumed only 

traditional format music, only downloaded music, or both 
형 식 다 운 로 드 음 악

formats of music in 2010. 

위 그래프는 2010년에 전통적인 형식만을 소비한, 다운로드 음악만을 소

비한, 또는 둘 다 소비한 다른 연령 집단의 음악 청취자들의 비율을 보여

준다. 

①In each age group, except for in ages 15 to 24, those 
제 외 하 고

who only listened to downloaded music took up the 
차지했다

lowest percentage. 

15~24세 집단을 제외한 각 연령 집단에서 다운로드 음악만을 들었던 사

람들이 최저 비율을 차지했다.

위 그래프는 2010년에 전통적인 형식만을 

소비한, 다운로드 음악만을 소비한, 또는 둘 

다 소비한 다른 연령 집단의 음악 청취자들

의 비율을 보여준다.  15~24세 집단을 제외

한 각 연령 집단에서 다운로드 음악만을 들었

던 사람들이 최저 비율을 차지했다.

•consume ⓥ 소비하다

•format ⓝ 형식, 구성 방식

•take up (공간 등을) 차지하다

•outnumber ⓥ ~보다 수가 많다

 [해설] 45~54세 집단에서 전통적인 형식만을 들은 사람들이 54퍼센트이므로 ④가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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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The older the age group was, the lower the 

percentage of those who listened to both was.    

연령 집단의 나이가 많을수록, 두 형식을 모두 들은 사람들의 비율은 점차 

낮아졌다. 

③In ages 25 to 34, the percentage point gap between 
격 차

listeners of traditional formats only and downloaded 

music only was narrower than in any other age group. 

25~34세 집단에는 전통적인 형식만을 들은 사람들과 다운로드 음악만

을 들은 사람들 간의 퍼센트 포인트 격차가 다른 연령 집단보다 더 좁았

다.

④In ages 45 to 54, those who only listened to traditional 

formats outnumbered music listeners of the other types, 
목적어 보다 수가 더 많다

taking up more than 60 percent. 

45~54세 집단에서 전통적인 형식만을 들은 사람들이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며, 나머지 유형의 음악을 들은 사람들보다 수가 더 많았다.

⑤More than 70 percent of the 55 to 64 age group 

listened to traditional formats only.

55~64세 연령 집단의 70퍼센트 이상이 전통적인 형식만 들었다.

연령 집단의 나이가 많을수록, 두 형식을 모

두 들은 사람들의 비율은 점차 낮아졌다.  

25~34세 집단에는 전통적인 형식만을 들은 

사람들과 다운로드 음악만을 들은 사람들 간

의 퍼센트 포인트 격차가 다른 연령 집단보

다 더 좁았다. 45~54세 집단에서 전통적인 

형식만을 들은 사람들이 60퍼센트 이상을 차

지하며, 나머지 유형의 음악을 들은 사람들보

다 수가 더 많았다. 55~64세 연령 집단의 70

퍼센트 이상이 전통적인 형식만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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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Percentage of Commuters Using Eco-friendly 

Transportation in Canada by City, 2016

The above graph shows / the percentage of commuters 

using eco-friendly transportation / to get to work in six 
친 환 경 적 인 교 통 수 단

large cities in Canada in 2016. 

위 도표는 보여 준다 / 친환경 교통수단을 사용한 통근자의 비율을 / 2016

년에 캐나다의 6개 대도시에서 출근하기 위해

① For all six given cities, /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특 정 한 비 율

commuted by public transit was the highest, / while the 
통 근 하 다 대 중 교 통

percentage of people who commuted by cycling was the 
비 율

lowest. 

주어진 6개의 도시 모두에서, / 대중교통으로 통근한 사람들의 비율이 가

장 높았던 반면, / 자전거를 타고 통근한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친환경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통근자

위 도표는 2016년에 캐나다의 6개 대도시에

서 출근하기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을 사용한 

통근자의 비율을 보여 준다. 주어진 6개의 도

시 모두에서 대중교통으로 통근한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자전거를 타고 통근

한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commuter ⓝ 통근자

•eco-friendly 친환경적인

•transportation ⓝ 교통수단

•given ⓐ 주어진

•public transit 대중교통

•commute ⓥ 통근하다

 ③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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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he percentages of people who commuted by walking / 

were the same in both Toronto and Montréal / even 

though the percentages of people who commuted by 

public transit in those two cities /  were different. 

걸어서 통근한 사람들의 비율은 / 토론토와 몬트리올에서 둘 다 같았다 / 

비록 그 두 도시의 대중교통으로 통근한 사람들의 비율이 / 달랐지만.

③ In Vancouver, /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commuted by public transit / was over ten times higher / 

than that  of people who commuted by cycling.
the percentage

밴쿠버에서, / 대중교통으로 통근한 사람들의 비율이 / 10배 이상 더 높았

다 / 자전거를 타고 통근한 사람들의 비율보다

④ Even though Ottawa ranked fourth in the percentage 
차 지 했 다

of people / who commuted by public transit, / this city was 

in first place in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commuted 

by walking or cycling. 

비록 오타와는 사람들의 비율에서 4위를 차지했으나 / 대중교통으로 통근

한, / 이 도시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통근한 사람들의 비율에서는 1위를 

했다. 

⑤ Compared with Calgary, / Edmonton recorded lower 

percentages / for all three given types of eco-friendly 

transportation.
친 환 경 교 통 수 단

캘거리와 비교하면, / 에드먼턴이 더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 주어진 세 가

지 유형의 친환경 교통수단 모두에서.  

토론토와 몬트리올에서 비록 그 두 도시의 대

중교통으로 통근한 사람들의 비율이 달랐지

만 걸어서 통근한 사람들의 비율은 둘 다 같

았다. 밴쿠버에서 대중교통으로 통근한 사람

들의 비율이 자전거를 타고 통근한 사람들의 

비율보다 10배 이상 더 높았다(→ 밴쿠버에

서 대중교통으로 통근한 사람들의 비율이 자

전거를 타고 통근한 사람들의 비율보다 10

배 미만이었다). 비록 오타와는 대중교통으

로 통근한 사람들의 비율에서 4위를 차지했

으나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통근한 사람들의 

비율에서는 1위를 했다. 캘거리와 비교하면, 

에드먼턴이 주어진 세 가지 유형의 친환경 교

통수단 모두에서 더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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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The above graph shows the average class size / in 

primary education of five countries / in 2005 and 2017. 

위 그래프는  평균 학급 크기를 보여 준다 / 다섯 나라의 초등 교육에서 /  

2005년과 2017년에. 

① In every country except the UK, / the average class 

size in 2017 decreased / compared to that  in 2005. 
평균 학급 크기

영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 2017년에 평균 학급 크기는 줄었다 / 

2005년의 그것과 비교하면.

② In 2005, / Korea’s average class size was the largest of 

all the countries, / with more than 30 students in a class. 

2005년에, / 한국의 평균 학급 크기는 그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컸는데, / 

학급에 서른 명이 넘는 학생이 있었다.

다섯 나라의 초등 교육 평균 학급 크기

위 그래프는 2005년과 2017년에 다섯 나라

의 초등 교육에서 평균 학급 크기를 보여 준

다. 영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2017년에 

평균 학급 크기는 2005년에 그것과 비교하

면 줄었다. 2005년에 한국의 평균 학급 크기

는 그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컸는데, 학급에 

서른 명이 넘는 학생이 있었다.

•average ⓐ 평균의

•primary education 초등교육

•decrease ⓥ 줄다, 감소하다

•compared to ∼와 비교하면

•reverse ⓝ 반대

 ③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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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In 2017, however, / Chile’s average class size was the 

largest of all the countries, / with fewer than 30 students 
→ m o r e

in a class.

그런데 2017년에는, / 칠레의 평균 학급 크기가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컸

는데, / 학급에 서른 명이 안 되는 학생이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still, nonetheless, nevertheless, yet, however, even so

④ In 2005, / the average class size in Brazil was larger 

than that in the UK, / whereas the reverse was true in 
그 반 대 였 다

2017. 

2005년에, / 브라질의 평균 학급 크기는 영국의 그것보다 더 컸지만, / 

2017년에는 그 반대였다.

the reverse was true: 그 반대였다

⑤ In Greece, / the average class size was fewer than 20 

students in a class / in both 2005 and 2017.

그리스에서, / 평균 학급 크기는 학급에 스무 명이 안 되는 학생이 있었다 

/ 2005년과 2017년 둘 다에서. 

그런데 2017년에는 칠레의 평균 학급 크기

가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컸는데, 학급에 서

른 명이 안 되는 학생이 있었다. 2005년에 

브라질의 평균 학급 크기는 영국의 그것보다 

더 컸지만, 2017년에는 그 반대였다. 그리스

에서 평균 학급 크기는 2005년과 2017년 

둘 다에서 학급에 스무 명이 안 되는 학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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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The table above shows / the top seven natural gas 

producing countries / worldwide in 2014 and 2018. 

위의 표는 보여준다 / 천연가스 생산 상위 7개 국가들을 / 2014년과 

2018년, 전세계의.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Iran were the top three 

natural gas producing countries / in both 2014 and 2018. 
생 산 국 가

미국, 러시아, 이란은 상위 3개 천연가스 생산 국가였다 / 2014년과 2018

년 모두. 

In 2014 and 2018 respectively, / the gap of the amount of 
각 각

natural gas production between Russia and Iran / was 
were (X)

larger than 400 billion cubic meters. 
세제곱 미터

2014년과 2018년 각각, / 러시아와 이란 간의 천연가스 생산량 차이는 / 

4000억 세제곱 미터보다 더 컸다. 

천연가스 생산 상위 7개 국가들

위의 표는 2014년과 2018년, 전세계의 천연

가스 생산 상위 7개 국가들을 보여준다. 미

국, 러시아, 이란은 2014년과 2018년 모두 

상위 3개 천연가스 생산 국가였다. 2014년

과 2018년 각각, 러시아와 이란 간의 천연가

스 생산량 차이는 4000억 세제곱 미터보다 

더 컸다.

•natural gas 천연 가스

•worldwide ad 전 세계적으로

•respectively ad 각각

•production ⓝ 생산

•cubic meter 입방 미터, 세제곱미터  

 ④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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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ranked lower in 2018 than in 2014 / even 

순위를 기록했다

though the amount of natural gas produced in Canada 
p r o d u c i n g ( X )

increased. 
d e c r e a s e d . ( X )

캐나다는 2014년보다 2018년에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 비록 캐나다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Between 2014 and 2018, / the increase in natural gas 

production in China / was more than three times that in 
→ t w i c e

Qatar. 

2014년과 2018년 사이, / 중국의 천연가스 생산 증가량은 / 카타르의 그

것의 3배[→2배] 이상이었다. 

Australia, / which was not included among the top 

seven natural gas producing countries in 2014, / ranked 

seventh in 2018.

호주는, / 2014년 상위 7개 천연가스 생산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던, / 

2018년에 7위에 올랐다. 

비록 캐나다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증가했지

만 캐나다는 2014년보다 2018년에 낮은 순

위를 기록했다. 2014년과 2018년 사이, 중

국의 천연가스 생산 증가량은 카타르의 그것

의 3배 이상이었다. 2014년 상위 7개 천연가

스 생산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던 호주는 

2018년에 7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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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The Number of Korean and Foreign Visitors

to Korean Palaces

※ Note: Details may not add to totals due to rounding.

The tables above show the number / of Korean and 

foreign visitors to Korean palaces in 2018 and 2019. 
궁 전

위 도표는 수를 보여준다 / 2018년과 2019년에 한국의 궁을 방문한 한국

인 방문객과 외국인 방문객의. 

① For the two-year period of 2018 to 2019, / the overall 

total number of visitors to Deoksugung Palace was larger 

than that to Changgyeonggung Palace.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의 기간 동안, / 덕수궁의 총 방문객 수는 창

경궁의 총 방문객의 수보다 컸다. 

② While the total number of visitors to Changgyeonggung 

Palace decreased from 2018 to 2019, / the total number 

of visitors to Deoksugung Palace increased during the 

same period.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창경궁의 총 방문객 수는 감소했으나, / 같은 기

간 동안 덕수궁의 방문객 수는 증가했다. 

창경궁과 덕수궁의 총 방문객 수

위 도표는 2018년과 2019년에 한국의 궁을 

방문한 한국인 방문객과 외국인 방문객의 수

를 보여준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의 기간 동안 덕수궁의 총 방문객 수는 창경

궁의 총 방문객의 수 보다 컸다. 2018년부

터 2019년까지 창경궁의 총 방문객 수는 감

소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덕수궁의 방문객 

수는 증가했다.

•overall ⓐ 총, 전체의

•palace ⓝ 궁전, 궁

•decrease ⓥ 줄다, 감소하다

•increase ⓥ 늘다, 증가하다

•period ⓝ 기간

•detail ⓝ 세부 사항

•round ⓥ 반올림[반내림]하다

 ⑤ 2019년 창경궁의 한국인 방문객 수는 외국인 방문객 수보다 10배 미만이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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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During both 2018 and 2019, / the two palaces had 

more Korean visitors than foreign visitors. 

2018년과 2019년 두 해 모두, / 그 두 궁은 한국인 방문객이 외국 방문객

보다 많았다. 

④ In 2018, / the number of Korean visitors to Deoksugung 

Palace / was less than half the number of Korean visitors 

to Changgyeonggung Palace. 

2018년에, / 덕수궁의 한국인 방문객 수는 / 창경궁의 한국인 방문객 수의 

절반보다 적었다. 

⑤ In 2019, / the number of Korean visitors to 

Changgyeonggung Palace / was more than 10 times the 
→ l e s s

number of foreign visitors.

2019년에, / 창경궁의 한국인 방문객 수는 / 외국인 방문객 수의 10배보

다 많았다. 

2018년과 2019년 두 해 모두, 그 두 궁은 한

국인 방문객이 외국 방문객보다 많았다. 

2018년에 덕수궁의 한국인 방문객 수는 창

경궁의 한국인 방문객 수의 절반보다 적었

다. 2019년에 창경궁의 한국인 방문객 수는 

외국인 방문객 수의 10배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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