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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년 9월 26번]

26. Patricia Bath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은?1

Patricia Bath spent her life advocating for eye health. 
옹 호 하 다

Patricia Bath는 눈 건강을 옹호하는데 자신의 삶을 보냈다. 

spend[waste] + N + ing / on+명사

The company has spent thousands of dollars updating their 

computer systems. 

Born in 1942, / she was raised in the Harlem area of 

New York City. 

1942년에 태어나, / 그녀는 New York City의 Harlem 지역에서 성장했

다. 

be brought up = be raised = be reared

She graduated from Howard University’s College of 

Medicine in 1968. 

그녀는 Howard 의과 대학을 1968년에 졸업했다. 

It was during her time as a medical intern / that she 
강 조

saw / that many poor people and Black people were 

becoming blind because of the lack  of eye care. 
관리를 못해서

그녀가 수련의로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이었다 / 그녀가 알게 된 것은 / 눈 

관리 부족으로 많은 가난한 사람과 흑인이 눈이 멀게 되고 있음을. 

She decided to concentrate on ophthalmology, / which is 
집중하다 f o c u s o n 안 과 학

the branch of medicine that works with eye diseases and 
연 구 하 다 질 병

disorders. 
장 애

그녀는 안과학에 몰두하기로 결심했다 / 눈 질병과 장애를 연구하는 의학 

분야인. 

안과학에 인생을 바친 Patricia Bath

Patricia Bath는 눈 건강을 옹호하는데 자신

의 삶을 보냈다. 1942년에 태어나, 그녀는 

New York City의 Harlem 지역에서 성장했

다. 그녀는 Howard 의과 대학을 1968년에 

졸업했다. 수련의로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

녀는 눈 관리 부족으로 많은 가난한 사람과 

흑인이 눈이 멀게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눈 질병과 장애를 연구하는 의학 분야

인 안과학에 몰두하기로 결심했다.

•advocate ⓥ 옹호하다, 지지하다

•concentrate on ~에 집중하다

•ophthalmology ⓝ 안과학

•branch ⓝ (지식의) 분야

•disease ⓝ 질병, 질환

•disorder ⓝ (신체 기능의) 장애[이상]

 ④ 1976년에 AiPB를 단독으로 설립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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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As her career progressed, / Bath taught students in 

경 력 이 쌓 이 다

medical schools and trained other doctors. 

경력이 쌓이면서, / 그녀는 의과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쳤고 다른 의사들

을 훈련시켰다. 

In 1976, / she co-founded the American Institute for the 
공 동 설 림 했 다

Prevention of Blindness (AiPB) / with the basic principle 
윈 칙

that “eyesight is a basic human right.” 
동 격

1976년에, / 그녀는 미국시각장애예방협회(AiPB)를 공동 설립했다 / “시

력은 기본적인 인권이다”라는 기본 원칙으로. 

In the 1980s, / Bath began researching the use of lasers 

in eye treatments. 
눈 치 료 에

1980년대에, / Bath는 눈 치료에서 레이저 사용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Her research led to her becoming the first African-
의 주

American female doctor / to receive a patent for a 
특 허

medical device.

그녀의 연구는 그녀를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 흑인 여성 의사가 되는데 

이르게 했다 / 의료 장비 특허를 받은. 

cause = lead to, bring about, result in, give rise to, generate, 

trigger, provoke, contribute to 초래하다

Accepting your flaws might lead to personal growth and 

change.

경력이 쌓이면서 그녀는 의과 대학에서 학생

을 가르쳤고 다른 의사들을 훈련시켰다. 

1976년에 그녀는 “시력은 기본적인 인권이

다”라는 기본 원칙으로 미국시각장애예방협

회(AiPB)를 공동 설립했다. 1980년대에 

Bath는 눈 치료에서 레이저 사용을 연구하

기 시작했다. 그녀의 연구는 그녀를 의료 장

비 특허를 받은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 흑

인 여성 의사가 되는데 이르게 했다. 

•progress ⓥ 진보하다

•prevention ⓝ 예방

•blindness ⓝ 시각 장애

•treatment ⓝ 치료

•patent ⓝ 특허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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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21년 6월 26번]

26. Carol Ryrie Brink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Born in 1895, / Carol Ryrie Brink was orphaned by age 

8 / and raised by her grandmother.

1895년에 태어난, / Carol Ryrie Brink는 8살 때 고아가 되었고 /  할머

니에 의해 길러졌다. 

Her grandmother’s life and storytelling abilities / inspired 
영 감 을 주 었 다

her writing. 
글 쓰 기

그녀의 할머니의 삶과 스토리텔링 능력은 / 그녀의 글쓰기에 영감을 주었

다. 

She married Raymond Woodard Brink, / a young 

mathematics professor she had met in Moscow, Idaho / 

many years before. 

그녀는 Raymond Woodard Brink와 결혼했다, / Idaho주 Moscow에

서 만났던 젊은 수학 교수인 / 수년 전. 

After their son and daughter were born, / early in her 

career, / she started to write children’s stories / and 

edited a yearly collection of short stories. 
e d i t ( X ) 연 간 단 편 소 설 집

그들의 아들과 딸이 태어난 후, / 그녀의 경력 초기에, / 그녀는 어린이 이

야기를 쓰기 시작했고, / 연간 단편 소설집을 편집했다. 

작가 Carol Ryrie Brink

1895년에 태어난 Carol Ryrie Brink는 8

살 때 고아가 되었고 할머니에 의해 길러졌

다. 그녀의 할머니의 삶과 스토리텔링 능력

은 그녀의 글쓰기에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수년 전 Idaho주 Moscow에서 만났던 젊은 

수학 교수인 Raymond Woodard Brink와 

결혼했다. 그들의 아들과 딸이 태어난 후, 그

녀의 경력 초기에, 그녀는 어린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고, 연간 단편 소설집을 편집했

다.

•orphan ⓥ 고아로 만들다

•storytelling ⓐ 이야기를 하는

•inspire ⓥ 영감을 주다

•mathematics ⓝ 수학

•professor ⓝ 교수

•edit ⓥ (글 등을 발간할 수 있게) 수정하다

•yearly ⓐ 연간의 

 ③�자녀가�태어나기�전에�어린이�이야기를�쓰기�시작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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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and her husband spent several years living in 

France, / and her first novel Anything Can Happen on the 

River / was published in 1934. 
출 판 되 었 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프랑스에서 수년간 살았고, / 그녀의 첫 번째 소설

인 Anything Can Happen on the River가 / 1934년에 출판되었다. 

spend[waste] + N + ing / on+명사

The company has spent thousands of dollars updating their 

computer systems. 

Don’t waste time preparing. Just do it.

After that, / she wrote more than thirty fiction and 
소 설

nonfiction books / for children and adults. 

그 후, / 그녀는 30권 이상의 소설과 논픽션 책을 썼다 / 어린이들과 어른

들을 위해. 

She received the Newbery Award in 1936 / for Caddie 

Woodlawn. 

그녀는 1936년에 Newbery 상을 받았다 / Caddie Woodlawn으로.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프랑스에서 수년간 살

았고, 그녀의 첫 번째 소설인 Anything Can 

Happen on the River 가 1934년에 출판

되었다. 그 후, 그녀는 어린이들과 어른들을 

위해 30권 이상의 소설과 논픽션 책을 썼다. 

그녀는 Caddie Woodlawn으로 1936년에 

Newbery 상을 받았다.

•publish ⓥ 출판하다, 발행하다

•fiction ⓝ 허구, 소설

•n onfiction ⓝ 논픽션(소설이나 허구의 이

야기가 아닌 전기·역사· 사건 기록 따위)

•award ⓝ 상 

4



수능 기출의 바이블 고2 영어_9강 
분석자료 

Update 2022. 4. 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21년 3월 28번]

28. Ingrid Bergman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은?  1

Ingrid Bergman was born in Stockholm, Sweden / on 

August29, 1915. 

Ingrid Bergman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태어났다 / 1915년 8월 29

일에.

Her mother was German and her father Swedish. 
스 웨 덴 인

그녀의 어머니는 독일인이었고 아버지는 스웨덴인이었다. 

Her mother died when she was three, / and her father 

passed away when she was 12.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세 살 때 돌아가셨고, / 아버지는 그녀가 열두 살 

때 돌아가셨다.

Eventually she was brought up / by her Uncle Otto and 
결 국 = r a i s e d

Aunt Hulda. 

결국 그녀는 키워졌다 / Uncle Otto와 Aunt Hulda에 의해. 

eventually = finally, at last, in the end

She was interested in acting from an early age. 
i n t e r e s t i n g ( X )

그녀는 어릴 때부터 연기에 관심이 있었다. 

When she was 17, / she attended the Royal Dramatic 
attended to (X)

Theater School in Stockholm.

그녀가 열일곱 살 때, / 스톡홀름에 있는 Royal Dramatic Theater 

School에 다녔다.

스웨덴의 배우 Ingrid Bergman

Ingrid Bergman은 1915년 8월 29일에 스

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어머

니는 독일인이었고 아버지는 스웨덴인이었

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세 살 때 돌아가

셨고, 아버지는 그녀가 열두 살 때 돌아가셨

다. 결국 그녀는 Uncle Otto와 Aunt Hulda

에 의해 키워졌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연기

에 관심이 있었다. 그녀가 열일곱 살 때 스톡

홀름에 있는 Royal Dramatic Theater 

School에 다녔다.

•acting ⓝ 연기

 ③ 영화를 통해 데뷔했으나 연극에 더 관심이 있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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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She made her debut on the stage / but was more 

데 뷔 했 다 연 글

interested in working in films.
i n t e r e s t i n g ( X ) 영 화

그녀는 연극으로 데뷔했지만 / 영화계에서 일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

In the early 1940s, / she gained star status in 

Hollywood, / playing many roles as the heroine of the 
p l a y ( X )

film. 

1940년대 초에, / 그녀는 할리우드에서 스타의 지위를 얻었고, / 영화의 

여주인공으로 많은 역할을 맡았다.

Bergman was considered to have / tremendous acting 
굉 장 한 연 기 재 능

talent, / an angelic natural beauty / and the willingness to 
천 사 같 은 자연적 미모 기 꺼 이 하 는 태 도

work hard to get the best out of films. 

Bergman은 가진 것으로 여겨졌다 / 굉장한 연기 재능과, / 천사 같은 자

연적인 미모와 / 영화에서 최상의 것을 얻으려고 기꺼이 열심히 일하려는 

태도를.

수동태 주의

She was fluent in five languages / and appeared in a 
유 창 한 출 연 했 다

range of films, plays and TV productions. 
다 양 한

그녀는 다섯 개의 언어에 유창했고 / 다양한 영화, 연극, 그리고 TV 작품

에 출연했다.

그녀는 연극으로 데뷔했지만 영화계에서 일

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 1940년대 초에 

그녀는 할리우드에서 스타의 지위를 얻었고 

영화의 여주인공으로 많은 역할을 맡았다. 

Bergman은 굉장한 연기 재능과 천사 같은 

자연적인 미모와 영화에서 최상의 것을 얻으

려고 기꺼이 열심히 일하려는 태도를 가진 것

으로 여겨졌다. 그녀는 다섯 개의 언어에 유

창했고 다양한 영화, 연극, 그리고 TV 작품

에 출연했다.

•make one’s debut 데뷔하다, 처음 등장

하다

•status ⓝ 지위

•heroine ⓝ 여주인공

•tremendous ⓐ 굉장한

•angelic ⓐ 천사 같은

•willingness ⓝ 기꺼이 하는 태도

•fluent ⓐ 유창한

•a range of 다양한

•production ⓝ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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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4 [20년 11월 26번]

26. Alice Coachman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Alice Coachman was born in 1923, / in Albany, Georgia, 

U.S.A. 

Alice Coachman은 1923년에 태어났다, / 미국 Georgia의 Albany에

서.

Since she was unable to access athletic training facilities 

/ because of the racism of the time, / she trained using 
인 종 차 별

what was available to her, / running  barefoot along the 
while she runned 맨 발 로

dirt roads near her home / and using homemade 

equipment to practice her jumping. 
연습하기 위해서

그녀가 운동 훈련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 당시의 인종차별 때

문에, / 그녀는 자신에게 이용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 훈련했다, / 자신의 

집 근처 비포장도로를 따라 맨발로 달리면서, / 점프를 연습하기 위해 집

에서 만든 장비를 사용하면서 훈련했다. 

Her talent in track and field was noticeable / as early as 
눈 에 띄 는

elementary school. 

육상 경기에서의 그녀의 재능이 눈에 띄었다 / 일찍이 초등학교 때.

Coachman kept practicing hard / and gained attention 
gaining (X)

with her achievements in several competitions / during 

her time in high school and college.

Coachman은 계속 열심히 연습하여 / 여러 대회에서의 자신의 성취로 

주목을 받았다 /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동안 

육상 선수 Alice Coachman

Alice Coachman은 1923년 미국 Georgia

의 Albany에서 태어났다. 그녀가 당시의 인

종차별 때문에 운동 훈련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에게 이용 가능

한 것을 사용하여, 자신의 집 근처 비포장도

로를 따라 맨발로 달리고, 점프를 연습하기 

위해 집에서 만든 장비를 사용하면서 훈련했

다. 육상 경기에서의 그녀의 재능이 일찍이 

초등학교 때 눈에 띄었다. Coachman은 계

속 열심히 연습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동안 여러 대회에서의 자신의 성취로 주목을 

받았다.

•access ⓥ 접근하다, 이용하다

•athletic ⓐ (운동) 경기의, 운동 선수용의

•facility ⓝ 시설, 설비

•racism ⓝ 인종 차별(주의)

•of the time 그 당시의, 당대의

•barefoot ad 맨발로

•dirt road 비포장도로, 흙길

•homemade ⓐ 집에서 만든

•equipment ⓝ 장비

•track and field 육상 경기

 ② 육상 경기에서의 재능을 고등학교 때부터 보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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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In the 1948 London Olympics, / Coachman competed in 

출 전 했 다

the high  jump, / reaching 5 feet, 6.5 inches, / setting 
높이뛰기에 기록을 세웠다

both an Olympic and an American record.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 / Coachman은 높이뛰기에 출전해, / 5피트 

6.5인치에 도달하여, / 올림픽과 미국 기록을 둘 다 세웠다.

This accomplishment made her the first black woman / to 

win an Olympic gold medal. 
win (X)

이 성과는 그녀를 최초의 흑인 여성으로 만들었다 / 올림픽 금메달을 딴.

She is in nine different Halls of Fame, / including the 

U.S. Olympic Hall of Fame. 

그녀는 9개의 다른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 미국 올림픽 명예의 전당을 

포함하여.

Coachman died in 2014, at the age of 90 in Georgia / 

after she had dedicated  her life to education. 
= dovoted, commited

Coachman은 2014년에 Georgia에서 90세의 나이에 사망했다 / 그녀

의 일생을 교육에 바친 후.

devote A to B: A를 B에 바치다

devote one's property to the church

He devoted his life to music.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 Coachman은 높

이뛰기에 출전해 5피트 6.5인치에 도달하여 

올림픽과 미국 기록을 둘 다 세웠다. 이 성과

는 그녀를 올림픽 금메달을 딴 최초의 흑인 

여성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미국 올림픽 명예

의 전당을 포함하여, 9개의 다른 명예의 전당

에 올랐다. Coachman은 그녀의 일생을 교

육에 바친 후 2014년에 Georgia에서 90세

의 나이에 사망했다.

•noticeable ⓐ 눈에 띄는, 주목할 만한

•competition ⓝ 대회

•compete ⓥ 겨루다, (시합 등에) 참가하다

•accomplishment ⓝ 성과

•including prep ~을 포함하여

•dedicate ⓥ (시간·노력을) 바치다, 헌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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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5 [20년 9월 26번]

26. Vera Rubin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Vera Rubin was born in 1928 in Philadelphia / and grew 

up in Washington, D.C. 

Vera Rubin은 1928년에 Philadelphia에서 태어났고 / Washington, 

D.C.에서 자랐다.

It was in Washington, D.C. / that she started to develop 
강 조 관심을 키우다

an interest in astronomy. 
천 문 학

Washington, D.C.는 ~한 곳이었다 / 그녀가 천문학에 대한 관심을 키우

기 시작했던.

She earned a master’s degree from Cornell University in 
석 사 학 위

1951 / and a doctor’s degree from Georgetown University 
박 사 학 위

in 1954. 

그녀는 1951년에 Cornell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 1954년에 

Georgetown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At the age of 22, / she made headlines and shocked 

scientists / with her theory about the motion of galaxies. 

22살의 나이에, / 그녀는 대서특필되었고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다 / 은하

의 움직임에 관한 그녀의 이론으로.

In 1965, / Rubin started as a researcher at the Carnegie 

Institution / and became the first woman permitted to use 
허 가 받 은

the Hale Telescope.

1965년에, / Rubin은 Carnegie Institution에서 연구자로서 일을 시작

했고 / Hale 망원경을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최초의 여성이었다. 

천문학자 Vera Rubin

Vera Rubin은 1928년에 Philadelphia에

서 태어났고, Washington, D.C.에서 자랐

다. Washington, D.C.는 그녀가 천문학에 

대한 관심을 키우기 시작했던 곳이었다. 그녀

는 1951년에 Cornell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

를 받았고, 1954년에 Georgetown 대학교

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2살의 나이에 그

녀는 은하의 움직임에 관한 그녀의 이론으로 

대서특필되었고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다. 

1965년에 Rubin은 Carnegie Institution

에서 연구자로서 일을 시작했고, Hale 망원

경을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최초의 여성이었

다.

•interest ⓝ 관심

•astronomy ⓝ 천문학

•earn ⓥ 얻다, 받다

•master’s degree 석사 학위

•make headlines 대서특필 되다, 대대적으

로 보도되다

•shock ⓥ 충격을 주다, 깜짝 놀라게 하다

•theory ⓝ 이론

•motion ⓝ 운동, 움직임

•galaxy ⓝ 은하계, 은하수

 ⑤ 노벨상을 포함하여 많은 상을 받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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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made groundbreaking observations / that provided 

획 기 적 인

evidence for the existence / of a vast amount of dark 
존 재

matter in the universe. 
암 흑 물 질

그녀는 혁신적인 관측을 했다 / 존재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 우주의 막

대한 양의 암흑물질의. 

She won many prizes for her work, / but never the Nobel 

Prize. 

그녀는 그녀의 연구로 많은 상을 받았지만, / 노벨상을 받지 못했다. 

She died in 2016 / and is celebrated as someone who 
칭 송 받 는 다

worked to lead the way for women / in astronomy and 
천 문 학

physics.
물 리 학

그녀는 2016년에 죽었고 / 여성들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한 인물로 칭송

받는다 / 천문학과 물리학 분야에서. 

그녀는 우주의 막대한 양의 암흑물질의 존재

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관측을 했

다. 그녀는 그녀의 연구로 많은 상을 받았지

만, 노벨상을 받지 못했다. 그녀는 2016년

에 죽었고, 천문학과 물리학 분야에서 여성들

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한 인물로 칭송받는

다.

•groundbreaking ⓐ 획기적인, 혁신적인

•observation ⓝ 관측, 관찰

•evidence ⓝ 증거, 흔적

•existence ⓝ 존재, 실재

•vast ⓐ 어마어마한[방대한]

•matter ⓝ 물질

•universe ⓝ 우주

•physics ⓝ 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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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6 [20년 6월 26번]

26. impala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The impala is one of the most graceful four‒legged 
네 발 동 물

animals. 

임팔라는 가장 우아한 네발 동물 중의 하나이다. 

Impalas have the ability to adapt / to different 
적 응 하 는

environments of the savannas.

임팔라는 적응하는 능력이 있다 / 대초원의 여러 환경에. 

 Both male and female impalas are similar in color, / with 

white bellies and black‒tipped ears. 
배 끝 부 분 의

수컷과 암컷 임팔라 모두는 색깔이 비슷한데, / 배가 하얗고 귀 끝부분이 

검다.

Male impalas have long and pointed horns / which can 
뾰 족 한

measure 90 centimeters in length. 
치 수 가 ~ 이 다

수컷 임팔라는 길고 뾰족한 뿔이 있다 / 길이가 90센티미터인. 

Female impalas have no horns. 

암컷 임팔라는 뿔이 없다. 

Impalas feed upon grass, fruits, and leaves from trees.
먹고 산다

임팔라들은 풀, 과일, 나뭇잎을 먹고 산다. 

임팔라의 생애

임팔라는 가장 우아한 네발 동물 중의 하나이

다. 임팔라는 대초원의 여러 환경에 적응하

는 능력이 있다. 수컷과 암컷 임팔라 모두는 

색깔이 비슷한데 배가 하얗고 귀 끝부분이 검

다. 수컷 임팔라는 길이가 90센티미터인 길

고 뾰족한 뿔이 있다. 암컷 임팔라는 뿔이 없

다. 임팔라들은 풀, 과일, 나뭇잎을 먹고 산

다.

•graceful ⓐ 우아한

•adapt ⓥ 적응하다

•belly ⓝ 배

•pointed ⓐ 뾰족한

•horn ⓝ 뿔

•measure ⓥ (길이, 양 등이) ~이다

•feed ⓥ ~을 먹이로 하다

•grass ⓝ 풀

 ④ 우기가 시작될 무렵 번식기를 가진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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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conditions are harsh in the dry season, / they 

열 악 한

come together to search for food in mixed herds / which 
찾기 위해서 섞인 무리로

can number as many as 100 - 200 individuals. 
자 그 마 치 개 체

건기에 상황이 열악할 때, / 그것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섞인 무리로 모인

다 / 100에서 200마리의 수에 달할 수 있는. 

The breeding season occurs / at the end of the wet 
번 식 기 일 어 난 다 우기에

season around May. 

번식기는 일어난다 / 5월 무렵 우기의 끝에.

Females give birth in an isolated spot / away from the 
출산한다

herd. 

암컷은 고립된 장소에서 출산한다 / 무리에서 떨어져. 

The average life span of an impala / is between 13 and 
평 균 수 명

15 years in the wild.

임팔라의 평균 수명은 / 야생에서 13년에서 15년 사이이다.

건기에 상황이 열악할 때, 그것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100에서 200마리의 수에 달할 수 

있는 섞인 무리로 모인다. 번식기는 5월 무

렵 우기의 끝에 일어난다. 암컷은 무리에서 

떨어져 고립된 장소에서 출산한다. 임팔라의 

평균 수명은 야생에서 13년에서 15년 사이

이다.

condition ⓝ 상황

•harsh ⓐ 열악한

•dry ⓐ 건조한

•herd ⓝ 무리, 떼

•breeding ⓝ 번식

•wet ⓐ 젖은

•give birth 출산하다

•isolated ⓐ 고립된

•life span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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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7 [20년 3월 26번]

26. Christiaan Huygens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

는 것은?1

Dutch mathematician and astronomer Christiaan Huygens 
네 덜 란 드 수 학 자 천 문 학 자

/ was born in The Hague in 1629. 

네덜란드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Christiaan Huygens는 / 1629년 

헤이그에서 태어났다. 

He studied law and mathematics at his university, / and 

then devoted some time to his own research, / initially in 

mathematics but then also in optics, / working on 
광 학 작 업 하 면 서

telescopes and grinding his own lenses. 
갈 면 서

그는 대학에서 법과 수학을 공부했고, / 그런 후에 상당 기간을 자신의 연

구에 바쳤다, / 처음에는 수학에서 그 다음에는  광학에서도 / 망원경에 대

한 작업을 하고 자기 자신의 렌즈를 갈면서.

Huygens visited England several times, / and met Isaac 

Newton in 1689. 

Huygens는 영국을 몇 차례 방문했고, / 1689년에 아이작 뉴턴을 만났

다.

In addition to his work on light, / Huygens had studied 

forces and motion, / but he did not accept Newton's law 

of universal gravitation.
만 유 인 력 법 칙 을

빛에 관한 연구 외에도, / Huygens는 힘과 운동을 연구했으나, / 그러나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pendulum: 시계추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Christiaan 

Huygens

네덜란드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Christiaan Huygens는 1629년 헤이그에

서 태어났다. 그는 대학에서 법과 수학을 공

부했고, 그런 후에 처음에는 수학에서, 그다

음에는 망원경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자기 자신

의 렌즈를 갈면서 광학에서도 상당 기간을 자

신의 연구에 바쳤다. Huygens는 영국을 몇 

차례 방문했고, 1689년에 아이작 뉴턴을 만

났다. 빛에 관한 연구 외에도 Huygens는 힘

과 운동을 연구했으나,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mathematician ⓝ 수학자

•astronomer ⓝ 천문학자

•devote ⓥ 바치다, 전념하다

•initially ad 처음에

•optics ⓝ 광학

•telescope ⓝ 망원경

•grind ⓥ 갈다, 연마하다

•in addition to ~ 외에도

•motion ⓝ 운동

•achievement ⓝ 업적

 ③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받아들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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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ygens' wideranging achievements / included some of 

the most accurate clocks of his time, / the result of his 
당 대 의 결 과 물

work on pendulums. 
시 계 추

Huygens의 광범위한 업적에는 / 당대의 가장 정확한 시계 중 몇몇이 포

함되었다, / 시계추에 대한 그의 연구의 결과물인

His astronomical work, / carried out / using his own 
사 용 하 여

telescopes, / included the discovery of Titan, the largest 
발 견

of Saturn's moons, / and the first correct description of 
토 성 의 위 성 기 술 ( 설 명 )

Saturn's rings.

그의 천문학 연구에는, / 자신의 망원경을 사용하여 수행된, / 토성의 위성 

중 가장 큰 타이탄의 발견을 포함하였고, / 그리고 토성의 고리에 대한 최

초의 정확한 기술을 (포함하였다)

Huygens의 광범위한 업적에는 시계추에 대

한 그의 연구의 결과물인, 당대의 가장 정확

한 시계 중 몇몇이 포함되었다. 자신의 망원

경을 사용하여 수행된 그의 천문학 연구에는 

토성의 위성 중 가장 큰 타이탄의 발견과 토

성의 고리에 대한 최초의 정확한 기술이 포함

되었다.

•astronomical ⓐ 천문학의

•carry out ~을 수행하다

•Titan ⓝ 타이탄(토성의 위성)

•Saturn ⓝ 토성

•moon ⓝ 위성

•description ⓝ 기술, 설명,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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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8 [19년 11월 26번]

26. Lotte Laserstein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Lotte Laserstein was born into a Jewish family / in East 

Prussia. 

Lotte Laserstein은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 동프로이센의

One of her relatives ran  a private painting school, / which 
운영했다 사립 미술 학교 where (X)

allowed Lotte to learn painting and drawing / at a young 

age. 

그녀의 친척 중 한 명은 사립 미술 학교를 운영했는데, / 이것은 Lotte가 

회화와 소묘를 배우도록 해주었다. / 어린 나이에

Later, / she earned admission to the Berlin Academy of 
입 학 허 가

Arts / and completed her master studies / as one of the 
마 쳤 다 석 사 과 정

first women in the school. 

나중에, / 그녀는 Berlin Academy of Arts에 입학 허가를 받았고 /  석사 

과정을 마쳤다. / 그 학교에서 최초의 여성 중 한 명으로

In 1928 her career skyrocketed as she gained 
급 부 상 했 다

widespread recognition, / but after the seizure of power 
폭 넓 은 인 정 권력 장악 이후

by the Nazi Party, / she was forbidden to exhibit her 
금 지 당 했 다

artwork in Germany.

그녀는 폭넓은 인정을 받으며 1928년에 그녀의 경력은 급부상했지만, / 

나치당의 권력 장악 이후, / 그녀는 독일에서 자신의 작품 전시를 금지 당

했다.

Lotte Laserstein의 생애

Lotte Laserstein은 동프로이센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친척 중 한 명은 

사립 미술 학교를 운영했는데, 이것은 Lotte

가 어린 나이에 회화와 소묘를 배우도록 해주

었다. 나중에, 그녀는 Berlin Academy of 

Arts에 입학 허가를 받았고 그 학교에서 최초

의 여성 중 한 명으로 석사 과정을 마쳤다. 그

녀는 폭넓은 인정을 받으며 1928년에 그녀

의 경력은 급부상했지만, 나치당의 권력 장

악 이후, 그녀는 독일에서 자신의 작품 전시

를 금지 당했다.

•private ⓐ 사립의, 사적인

•admission ⓝ 입학 (허가)

•complete ⓥ 완료하다, 끝마치다

•skyrocket ⓥ 급부상하다, 급등하다

•widespread ⓐ 널리 퍼진

•recognition ⓝ 인정

•seizure ⓝ 장악, 점령

•forbid ⓥ 금지하다

•exhibit ⓥ 전시하다

 ④ 이전에 누렸던 명성을 스웨덴에서 되찾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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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In 1937 she emigrated to Sweden. 

이 주 했 다

1937년에 그녀는 스웨덴으로 이주했다.

She continued to work in Sweden / but never 

recaptured the fame / she had enjoyed before. 
되 찾 았 다 명 성 누 렸 던

그녀는 스웨덴에서 계속 활동했지만 / 명성을 결코 되찾지 못했다. / 그녀

가 이전에 누렸던

In her work, / Lotte repeatedly portrayed Gertrud Rose, / 
그 렸 다

her closest friend. 

자신의 작품에서 / Lotte는 Gertrud Rose를 반복해서 그렸다. /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To Lotte, she embodied the type of the “New Woman” / 
구 체 화 했 다

and was so represented.

Lotte에게 그녀는 ‘신여성’의 유형을 구체화했고 / 그렇게 표현되었다. 

 1937년에 그녀는 스웨덴으로 이주했다. 그

녀는 스웨덴에서 계속 활동했지만 그녀가 이

전에 누렸던 명성을 결코 되찾지 못했다. 자

신의 작품에서 Lotte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Gertrud Rose를 반복해서 그렸다. 

Lotte에게 그녀는 ‘신여성’의 유형을 구체화

했고 그렇게 표현되었다.

•emigrate ⓥ 이주하다, 이민을 가다

•recapture ⓥ 되찾다, 탈환하다

•portray ⓥ 그리다

•embody ⓥ 구현하다, 구체화하다

•represent ⓥ 표현하다. 대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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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년 9월 26번]

26. Cleveland Amory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Born in 1917, / Cleveland Amory was an author, an 

animal advocate, and an animal rescuer. 
옹 호 자 구 조 자

1917년에 태어난, / Cleveland Amory는 작가이며 동물 옹호자이자 동

물 구조자였다.

During his childhood, / he had a great affection for his 
애 정

aunt Lucy, / who was instrumental in helping Amory get 
도 움 이 되 었 다

his first puppy as a child, / an event that Amory 

remembered (seventy years later) / as the most 
70년이 지난 후

memorable moment of his childhood. 

어린 시절, / 그는 Lucy 아주머니에 대한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 그녀는 Amory가 어린 시절 처음으로 강아지를 갖게 되는 데 도움을 주

었고, / 이는 (70년이 지난 후) 그가 기억하는 일이었다 / 어린 시절의 가

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He graduated from Harvard College in 1939 / and later 

became the youngest editor / ever hired by The Saturday 
최 연 소 편 집 자 고 용 된

Evening Post. 

그는 1939년에 Harvard College를 졸업했고 / 후에 최연소 편집자가 

되었다 / ‘The Saturday Evening Post’에 고용된. 

Amory wrote three instant bestselling books, / including 

The Best Cat Ever, / based on his love of animals. 
~을 바탕으로

Amory는 세 권의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을 썼다, /  ‘The 

Best Cat Ever’를 포함한 / 그의 동물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동물을 사랑한 Cleveland Amory

1917년에 태어난 Cleveland Amory는 작

가이며 동물 옹호자이자 동물 구조자였다. 어

린 시절 그는 Lucy 아주머니에 대한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녀는 Amory가 

어린 시절 처음으로 강아지를 갖게 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는 70년이 지난 후 그가 가

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기억하는 일이었

다. 그는 1939년에 Harvard College를 졸

업했고, 후에 ‘The Saturday Evening 

Post’에 고용된 최연소 편집자가 되었다. 그

의 동물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Amory는  

‘The Best Cat Ever’를 포함한 세 권의 출

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을 썼다. 

•advocate ⓝ 옹호자

•affection ⓝ 애착, 애정

•instrumental ⓐ (어떤 일을 하는데) 중요

한, 수단이 되는

•memorable ⓐ 기억할 만한

•instant ⓐ 즉시의, 즉각의

  ④ 1998년에 The Fund for Animals를 설립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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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founded The Fund for Animals in 1967, / and he 

served as its president, without pay, / until his death in 
역 할 을 했 다 회 장 으 로 보수를 받지 않고

1998. 

그는 1967년 The Fund for Animals를 설립했고, / 보수를 받지 않고, 

회장으로 일했다, / 1998년에 죽을 때까지

He always dreamed of a place / where animals could 

roam free and live in caring conditions. 
돌아다니다 자유롭게 돌 봐 주 는 환 경 에 서

그는 장소를 항상 꿈꿨다 / 돌봐주는 환경에서 동물들이 자유롭게 돌아다

니고 살 수 있는.

Inspired by Anna Sewell’s novel Black Beauty, / Amory 

established Black Beauty Ranch, / a 1,460acre area / 
만 들 었 다

that shelters various abused animals including 
보 호 하 다 학 대 받 는

chimpanzees and elephants. 

Anna Sewell의 소설 ‘Black Beauty’에 영감을 얻어, / Amory는 Black 

Beauty Ranch를 만들었다, / 1,460에이커의 지역으로 / 침팬지와 코끼

리를 포함하여 다양한 학대받은 동물들을 보호하는.

Today, / a stone monument to Amory stands at Black 
세 워 져 있 다

Beauty Ranch.

현재, / Amory의 석조 기념비가 Black Beauty Ranch에 세워져 있다. 

그는 1967년 The Fund for Animals를 설

립했고 1998년에 죽을 때까지 보수를 받지 

않고 회장으로 일했다. 그는 돌봐주는 환경에

서 동물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살 수 있

는 장소를 항상 꿈꿨다. Anna Sewell의 소

설 ‘Black Beauty’에 영감을 얻어 Amory

는 침팬지와 코끼리를 포함하여 다양한 학대

받은 동물들을 보호하는 1,460에이커의 

Black Beauty Ranch를 만들었다. 현재 

Amory의 석조 기념비가 Black Beauty 

Ranch에 세워져 있다.

•found ⓥ 설립하다

•roam ⓥ 돌아다니다

•caring ⓐ 배려하는, 보살피는

•monument ⓝ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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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0 [19년 6월 26번]

26. Thomas Nast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은?1

Thomas Nast was born on September 27, 1840, in 

Landau, Germany, and moved with his mother and sister 

to New York in 1846. 

Thomas Nast는 1840년 9월 27일 독일 Landau에서 태어났고, 그의 

어머니와 누이와 함께 1846년에 New York으로 이주하였다.

Young Nast was a poor student — he never learned to 

read or write — but showed an early talent for drawing. 

어린 Nast는 형편없는 학생 — 읽거나 쓰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 이었

지만, 그림 그리기에는 일찍부터 재능을 보였다. 

When he was about 13 years old, he quit regular school 

and the next year he studied art with Theodore 

Kaufmann, a photographer and painter. 

그는 약 13세에 정규 학교를 그만두고 다음 해에 사진가이자 화가인 

Theodore Kaufmann과 함께 예술을 공부했다. 

Thomas Nast

Thomas Nast는 1840년 9월 27일 독일 

Landau에서 태어났고, 그의 어머니와 누이

와 함께 1846년에 New York으로 이주하였

다. 어린 Nast는 형편없는 학생 — 읽거나 쓰

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 이었지만, 그림 그

리기에는 일찍부터 재능을 보였다. 그는 약 

13세에 정규 학교를 그만두고 다음 해에 사

진가이자 화가인 Theodore Kaufmann과 

함께 예술을 공부했다. 

•quit ⓥ 그만두다

•regular ⓐ 정규의, 정식의

•contribution ⓝ 공헌, 기여

•political ⓐ 정치적인

•election ⓝ 선거

 ③ 1862년에 Harper’s Weekly에서 퇴사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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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862 he joined the staff of Harper’s Weekly, where he 

focused his efforts on political cartoons. 

1862년에 그는 Harper’s Weekly에 직원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정치 

만화에 대한 그의 노력을 집중했다.

Nast made lasting contributions to the American political 

and cultural scene. 

Nast는 미국의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장면에 지속적인 공헌을 했다.

He created the elephant as the symbol for the 

Republican Party and the modern version of Santa Claus. 

그는 공화당의 상징으로써의 코끼리와 현대판 산타클로스를 만들어 냈다. 

He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election of 

Abraham Lincoln in 1864.

또한 그는 1864년 Abraham Lincoln의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862년에 그는 Harper’s Weekly에 직원으

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정치 만화에 대한 그

의 노력을 집중했다. Nast는 미국의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장면에 지속적인 공헌을 했

다. 그는 공화당의 상징으로써의 코끼리와 현

대판 산타클로스를 만들어 냈다. 또한 그는 

1864년 Abraham Lincoln의 선거에서 중

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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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9년 3월 25번]

25.Alexander Young Jackson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

하지 않는 것은?1

Alexander Young Jackson (everyone called him A. Y.) 

was born / to a poor family in Montreal in 1882. 

Alexander Young Jackson (모든 사람들이 그를 A. Y.라고 불렀다)은 

태어났다 / 1882년에 Montreal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His father abandoned them / when he was young,  / and 
버 렸 다

A. Y. had to go to work at age twelve / to help support his 

brothers and sisters. 

그의 아버지는 그들을 저버렸고 / 그가 어렸을 때, / A. Y.는 12살 때 일을 

해야만 했다 / 그의 형제와 자매를 부양하는 것을 돕기 위해. 

Working in a print shop, / he became interested in art, / 
인 쇄 소

and he began to paint landscapes in a fresh new style. 
풍 경

인쇄소에서 일을 하면서, / 그는 미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 신선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Traveling by train across northern Ontario, /  A. Y. and 

several other artists painted everything they saw. 

기차로 Ontario 북부를 횡단하는 여행을 하면서, / A. Y.와 몇 명의 다른 

화가들은 그들이 보는 모든 것을 그렸다.

현대 풍경화의 개척자, Alexander Young 

Jackson

Alexander Young Jackson(모든 사람들

이 그를 A. Y.라고 불렀다)은 1882년에 

Montreal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들을 저버렸

고, A. Y.는 12살 때 그의 형제와 자매를 부

양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일을 해야만 했다. 인

쇄소에서 일을 하면서 그는 미술에 관심을 가

지게 되었고, 신선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풍경

을 그리기 시작했다. 기차로 Ontario 북부를 

횡단하는 여행을 하면서, A. Y.와 몇 명의 다

른 화가들은 그들이 보는 모든 것을 그렸다.

•be born to ~에서 태어나다

•abandon ⓥ 저버리다

•support ⓥ (가족을) 부양하다

•print shop 인쇄소

•landscape ⓝ 풍경 

 ④ Toronto 전시회에서 비평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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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oup of Seven,” as they called themselves, / put 

모았다

the results of the tour together / to create an art show in 
결과

Toronto in 1920.

자칭 ‘Group of Seven’은, / 여행의 결과물들을 한데 모아 / 1920년에 

Toronto에서 미술 전시회를 열었다. 

That was the show / where their paintings were severely 

criticized as “art gone mad.”
비 판 받 았 다

그게 그 전시회였다 / 그들의 그림이 ‘미쳐버린 예술’이라고 호되게 비판을 

받았던. 

But he kept painting, traveling, and exhibiting, / and by 

the time he died in 1974 at the age of eighty-two,  / A. Y. 
~할 무렵에

Jackson was acknowledged / as a painting genius and a 
인 정 받 았 다 천 재

pioneer of modern landscape art.
개 척 자 풍 경 화

그러나 그는 계속 그림을 그리고, 여행을 하고, 전시회를 열었고, / 1974

년 82세의 나이로 사망할 무렵에, / A. Y. Jackson은 인정받았다 / 천재 

화가이자 현대 풍경화의 개척자로. 

자칭 ‘Group of Seven’은 여행의 결과물들

을 한데 모아 1920년에 Toronto에서 미술 

전시회를 열었다. 그 전시회에서 그들의 그림

은 ‘미쳐버린 예술’이라고 호되게 비판을 받았

다. 그러나 그는 계속 그림을 그리고, 여행을 

하고, 전시회를 열었고, 1974년 82세의 나이

로 사망할 무렵에 A. Y. Jackson은 천재 화

가이자 현대 풍경화의 개척자로 인정받았다.

•put ~ together ~을 한데 모으다

•art show 전시회

•severely ad 호되게

•criticize ⓥ 비판하다

•exhibit ⓥ 전시회를 열다

•genius ⓝ 천재

•pioneer ⓝ 개척자, 선구자

•modern ⓐ 현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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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William Beebe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An American naturalist and marine biologist, William 
동 식 물 학 자

Beebe was born in 1877 in Brooklyn / as the son of 

newspaper executive Charles Beebe, / and although 
경 영 자

some sources have described William Beebe as an only 
자 료 들 은 기 술 했 다 외 아 들

child, / he had a younger brother who died in infancy. 
유 아 기 에

미국의 동식물 학자이자 해양 생물학자인 William Beebe는 1877년 

Brooklyn에서 태어났으며 / 신문사 경영자인 Charles Beebe의 아들

로, / 그리고 몇몇 자료들은 William Beebe를 외아들로 기술하고 있지

만, / 그에게는 유아기에 사망한 남동생이 한 명 있었다. 

During his high school years Beebe developed an 
흥 미 를 키 웠 다

interest in animals / and published his first article about 
발 표 했 다 논 문 을

a bird known as a Brown Creeper. 

고등학교 시절 Beebe는 동물에 대한 흥미를 키웠고 / Brown Creeper

라고 알려진 새에 관한 자신의 첫 번째 논문을 발표했다. 

He attended Columbia University, / but he never officially 
attended to (X) 공 식 적 으 로

graduated. 

그는 Columbia 대학에 다녔지만, / 공식적으로 졸업을 하지는 않았다. 

동식물 학자이자 해양 생물학자인 William 

Beebe

미국의 동식물 학자이자 해양 생물학자인 

William Beebe는 1877년 Brooklyn에서 신

문사 경영자인 Charles Beebe의 아들로 태

어났으며, 몇몇 자료들은 William Beebe를 

외아들로 기술하고 있지만, 그에게는 유아기

에 사망한 남동생이 한 명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Beebe는 동물에 대한 흥미를 키웠고 

Brown Creeper라고 알려진 새에 관한 자신

의 첫 번째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Columbia 

대학에 다녔지만, 공식적으로 졸업을 하지는 

않았다. 

•naturalist ⓝ 동식물 학자

•executive ⓝ 경영자

•article ⓝ 논문

 ②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새에 관한 첫 논문을 발표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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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기출의 바이블 고2 영어_9강 
분석자료 

Update 2022. 4. 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Beebe gradually developed an interest in marine 

흥 미 를 키 웠 다 해양 생물학

biology / and began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diving 
가 능 성 잠 수

with a deep-sea vessel / to study marine creatures in their 
이 용 한 심해용 선박 해 양 생 물

natural habitat .
자연 서식지에 있는

Beebe는 해양 생물학에 대한 흥미를 점차 키웠고 / 심해용 선박을 이용

한 잠수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 자연 서식지에 있는 해양 생물들

을 연구하기 위해.

 In 1928 he met an American deep-sea diver named Otis 
잠 수 부

Barton, / who had been working on a design  for a deep 
설계 작업을 하다 심해 잠수구

diving sphere. 

1928년 그는 Otis Barton이라는 미국인 심해 잠수부를 만났다, / 심해 

잠수구 설계 작업을 해오던.

After several test dives, / in 1934 he and Barton made 
역사를 남겼다

history with a record descent to 3,028 feet / off  the 
하 강 기 록 떨어져서

coast of Bermuda. 

몇 차례의 시험 잠수를 한 후, / 1934년에 그와 Barton은 3,028피트까지

의 잠수 하강 기록으로 역사를 남겼다 / Bermuda 해안에서. 

In 1949, / he founded a tropical research station in 
f o u n d ( X ) 열대 연구 기지

Trinidad and / continued his research there until his 

death in 1962.

1949년, / 그는 Trinidad에 열대 연구 기지를 설립했으며 / 1962년 사망

할 때까지 그곳에서 자신의 연구를 계속했다. 

Beebe는 해양 생물학에 대한 흥미를 점차 키

웠고 자연 서식지에 있는 해양 생물들을 연구

하기 위해 심해용 선박을 이용한 잠수 가능성

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1928년 그는 심해 잠

수구 설계 작업을 해오던 Otis Barton이라는 

미국인 심해 잠수부를 만났다. 몇 차례의 시

험 잠수를 한 후, 1934년에 그와 Barton은 

Bermuda 해안에서 3,028피트까지의 잠수 

하강 기록으로 역사를 남겼다. 1949년, 그는 

Trinidad에 열대 연구 기지를 설립했으며 

1962년 사망할 때까지 그곳에서 자신의 연구

를 계속했다.

•gradually ad 점차

•vessel ⓝ 배, 선박

•habitat ⓝ 서식지

•sphere ⓝ 구

•descent ⓝ 하강, 잠수 하강

•tropical ⓐ 열대의

•station ⓝ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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