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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년 9월 25번]

25.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The graph above shows / the consumers’ levels of trust in 

four different types of information sources, / based on a 

survey of US adults in 2020. 

위 그래프는  보여준다 / 네 가지 다른 종류의 정보 출처들에 대한 소비자

의 신뢰 정도를, / 2020년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기반하

여. 

① About half of US adults say / they trust the information 

they receive from reviews / from other users or 

customers. 

미국 성인의 절반 정도가 말한다 / 상품 평에서 얻은 정보를 믿는다고 / 다

른 사용자들이나 고객들로부터의. 

② This is more than double those / who say they hold 

distrust for reviews / from other users or customers. 
불신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미국 성인들의 두 배 이상이다 / 상품 평에 대해 불신을 갖는다고 

말한 / 다른 사용자들이나 고객들로부터의. 

정보 출처별 소비자의 신뢰동

위 그래프는 2020년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

로 한 설문조사에 기반 하여 네 가지 다른 종

류의 정보 출처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정도

를 보여준다. 미국 성인의 절반 정도가 다른 

사용자들이나 고객들로부터의 상품 평에서 

얻은 정보를 믿는다고 말했다. 이것은 다른 

사용자들이나 고객들로부터의 상품 평에 대

해 불신을 갖는다고 말한 미국 성인들의 두 

배 이상이다.  

•survey ⓝ 설문조사

•gap ⓝ 차이, 격차

•outweigh ⓥ 능가하다

•share ⓝ 부분, 몫

 ④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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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③The smallest gap between the levels of trust and 

distrust / among the four different types of information 

sources / is shown in the companies or brands’ graph. 

신뢰와 불신 정도 사이의 가장 적은 차이는 / 네 가지 다른 종류의 정보 출

처들 중에서 / 회사나 상표에서 보인다. 

④ Fewer than one-fifth of adults say / they trust 

information from television advertising, / outweighed by 

the share who distrust such information. 
부 분 , 쪽

미국 성인의 1/5 보다 적은 수치가 말하는데 / 텔레비전 광고로부터의 정

보를 신뢰한다고, / 그러한 정보를 불신하는 쪽의 수치가 이를 능가했다. 

Out동사: 목적어보다 더 ~하다

수요가 공급을 앞서다

Demand outweighs supply.

Supply is outweighted by Demand

⑤ Only 15% of adults say / they trust the information 

provided by influencers, / while more than three times as 

many adults say / they distrust the same source of 

information.

미국 성인의 15%만 말한다 / 인플루언서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한다

고, / 반면에 이보다 세 배 이상 많은 수치의 미국 성인들이 말한다 / 같은 

정보 출처를 불신한다고. 

네 가지 다른 종류의 정보 출처들 중에서 신

뢰와 불신 정도 사이의 가장 적은 차이는 회

사나 상표에서 보인다. 미국 성인의 1/5 보

다 적은 수치가 텔레비전 광고로부터의 정보

를 신뢰한다고 말했는데, 그러한 정보를 불신

하는 쪽의 수치가 이를 능가했다. 미국 성인

의 15% 만 인플루언서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한다고 말했는데, 반면에 이보다 세 배 

이상 많은 수치의 미국 성인들이 같은 정보 

출처를 불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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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21년 6월 25번]

25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The above graph shows health spending / as a share of 
점 유 율

GDP for selected OECD countries in 2018. 
선 택 된

위 그래프는 건강 관련 지출을 보여준다 / 선택된 OECD 국가들의 2018

년 GDP 점유율로. 

On average, / OECD countries were estimated / to have 
평 균 적 으 로

spent 8.8 percent of their GDP on health care. 

평균적으로, / OECD 국가들은  추정되었다 / GDP의 8.8%를 건강 관리

에 지출한 것으로. 

Among the given countries above, / the US had the 

highest share, with 16.9 percent, / followed by 

Switzerland at 12.2 percent. 

위 국가들 중, / 미국은 GDP의 16.9%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 / 

이어 스위스는 12.2%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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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점유율로 보여주는 국가별 건강 관련 

지출

위 그래프는 선택된 OECD 국가들의 2018

년 건강 관련 지출을 GDP 점유율로 보여준

다. ① 평균적으로, OECD 국가들은 GDP

의 8.8%를 건강 관리에 지출한 것으로 추정

되었다. ② 위 국가들 중 미국은 GDP의 

16.9%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 이어 

스위스는 12.2%를 보였다.

•share ⓝ 점유율

•selected ⓐ 선택된, 선발된

•estimate ⓥ 추정하다

•difference ⓝ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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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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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spent more than 11 percent of its GDP, / while 

Turkey spent less than 5 percent of its GDP / on health 

care. 

프랑스는 GDP의 11% 이상을 지출했던 반면, / 터키는 GDP의 5% 이하

를 지출했다 / 건강 관리에.

Belgium’s health spending as a share of GDP / sat  
자리했다, 위치했다

between that of France and the UK. 

GDP 점유율로서 벨기에의 건강 관련 지출은 / 프랑스와 영국 사이였다. 

There was a 3  percentage point difference in the share of 
→2

GDP / spent on health care between the UK and Greece. 

GDP의 점유율에는 3[→2] 포인트 차이가 있었다 / 영국과 그리스 사이

의 건강 관리에 지출된. 

③ 프랑스는 GDP의 11% 이상을 지출했던 

반면, 터키는 GDP의 5% 이하를 건강 관리

에 지출했다.

④ GDP 점유율로서 벨기에의 건강 관련 지

출은 프랑스와 영국 사이였다. ⑤ 영국과 그

리스 사이의 건강 관리에 지출된 GDP의 점

유율에는 3 포인트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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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21년 3월 25번]

25.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The above graph shows the percentage of students /  

from kindergarten to 12th grade / who used devices to 
장 치

access digital educational content / in 2016 and in 2019. 
접근하기 위해

위 그래프는 학생들의 비율을 보여 준다 /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의 / 교

육용 디지털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해 기기를 사용한 / 2016년과 2019년

에.

① Laptops were the most used device for students / to 
노 트 북

access digital content in both years. 
접근하기 위해서

노트북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기기였다 / 디지털 콘텐츠에 접근하

기 위해 두 해 모두. 

디지털 콘텐츠 접근을 위해 학생들이 사용하

는 기기

위 그래프는 2016년과 2019년에 교육용 디

지털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해 기기를 사용한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의 비율을 

보여 준다. 두 해 모두 노트북은 디지털 콘텐

츠에 접근하기 위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

한 기기였다.

•device ⓝ 기기, 장치

•access ⓥ 접근하다

•laptop ⓝ 노트북 (컴퓨터)

•e-reader ⓝ 전자책 단말기

•kindergarten ⓝ 유치원 

 ③1

5



수능 기출의 바이블 고1 영어_8강 
분석자료 

Update 2022. 4. 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② Both in 2016 and in 2019, / more than 6 out of 10 

~중에서

students used tablets. 

2016년과 2019년 모두, / 10명 중 6명이 넘는 학생들이 태블릿을 사용

했다.

③ More than half the students used desktops / to access 

digital content in 2016, / and more than a third used 

desktops in 2019.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데스크톱을 사용하였고 / 2016년에 디지털 콘텐츠

에 접근하기 위해, / 2019년에는 3분의 1이 넘는 학생들이 데스크톱을 사

용했다.

④ The percentage of smartphones in 2016 / was the 

same as that  in 2019. 
The percentage

2016년 스마트폰의 비율은 / 2019년 스마트폰의 비율과 같았다.

⑤ Ereaders ranked the lowest in both years, / with 11 
순위를 차지했다

percent in 2016 and 5 percent in 2019.

전자책 단말기는 두 해 모두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는데, / 2016년에는 

11퍼센트였고 2019년에는 5퍼센트였다. 

2016년과 2019년 모두 10명 중 6명이 넘

는 학생들이 태블릿을 사용했다. 2016년에

는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데스크톱을 사용하

여 디지털 콘텐츠에 접근했고, 2019년에는 

3분의 1이 넘는 학생들이 데스크톱을 사용했

다.  2016년 스마트폰의 비율은 2019년 스

마트폰의 비율과 같았다. 전자책 단말기는 

두 해 모두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는데, 

2016년에는 11퍼센트였고 2019년에는 5퍼

센트였다.

•rank ⓥ 순위를 차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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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4 [20년 11월 25번]

25. 다음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The above table shows the average age of last regular 
평 균 연 령

participation of children in a sport and the average length 
참 여 기 간

of participation based on a 2019 survey. 

위 표는 2019년 조사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이 마지막으로 스포츠에 정기

적으로 참여한 평균 연령과 평균 참여 기간을 보여 준다.

① Among the eight sports above, soccer was the only 

sport that children quit at an average age of younger 

than 10. 

위 여덟 개의 스포츠 중에서 축구는 어린이들이 평균 10세보다 어린 나이

에 중단한 유일한 스포츠였다.

② Children quit playing ice hockey and tennis at the 
to p lay (X )

same age on average, but the average length of 

participation in tennis was shorter than that in ice hockey.

어린이들은 아이스하키와 테니스를 평균적으로 같은 연령에 중단했지만, 

테니스에 참여한 평균 기간은 아이스하키보다 짧았다.

어린이들의 평균 스포츠 중단 연령과 참여 기

간

위 표는 2019년 조사를 바탕으로 어린이들

이 마지막으로 스포츠에 정기적으로 참여한 

평균 연령과 평균 참여 기간을 보여 준다. 위 

여덟 개의 스포츠 중에서 축구는 어린이들이 

평균 10세보다 어린 나이에 중단한 유일한 

스포츠였다. 어린이들은 아이스하키와 테니

스를 평균적으로 같은 연령에 중단했지만, 테

니스에 참여한 평균 기간은 아이스하키보다 

짧았다.

•regular ⓐ 정기적인

•participation ⓝ 참여

•based on ~에 근거하여

•length ⓝ 길이

 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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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Basketball, field hockey, and golf were sports which 

children quit playing on average before they turned 12, 

but golf had the shortest average participation length 

among the three sports. 

야구, 필드하키 그리고 골프는 어린이들이 평균적으로 12세가 되기 전에 

중단한 스포츠였지만, 골프는 이 세 가지 스포츠 중에서 평균 참여 기간이 

가장 짧았다.

④ Skateboarding was a sport children quit at the average 

age of 12, and the average length of participation was the 

same as golf. 

스케이트보드는 어린이들이 평균 12세에 중단한 스포츠였고, 그 평균 참

여 기간은 골프와 같았다.

⑤ Meanwhile, children quit participating in track and 
한 편 육상경기

field at the average age of 13, but the average length of 

participation was the shortest among the eight sports.

한편, 어린이들은 육상경기 참여를 평균 13세에 중단했으나, 평균 참여 

기간은 여덟 개의 스포츠 중에서 가장 짧았다(→ 평균 참여 기간이 가장 

짧았던 스포츠는 테니스였다). 

야구, 필드하키 그리고 골프는 어린이들이 평

균적으로 12세가 되기 전에 중단한 스포츠였

지만, 골프는 이 세 가지 스포츠 중에서 평균 

참여 기간이 가장 짧았다. 스케이트보드는 어

린이들이 평균 12세에 중단한 스포츠였고, 

그 평균 참여 기간은 골프와 같았다. 한편, 어

린이들은 육상경기 참여를 평균 13세에 중단

했으나, 평균 참여 기간은 여덟 개의 스포츠 

중에서 가장 짧았다(→ 평균 참여 기간이 가

장 짧았던 스포츠는 테니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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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5 [20년 9월 25번]

25.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The graph above shows the final energy consumption / 

for indoor cooling by country/region in 2016. 

위 그래프는 최종 에너지 소비를 보여 준다 / 2016년 실내 냉방을 위한 국

가/지역별. 

① The global final energy consumption / for indoor cooling 
실 내 냉 방

/ was over three times larger in 2016 / than in 1990. 

전 세계의 최종 에너지소비는 / 실내 냉방을 위한 /  2016년에 3배 넘게 

많았다 / 1990년의 최종 에너지 소비의.

② It was the United States / that had the largest final 

energy consumption, / which amounted to 616 TWh. 

미국이었고 / 최종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한 곳은, / 그 양은 616 TWh

에 달했다.

실내 냉방을 위한 최종 에너지 소비 양

위 그래프는 2016년 실내 냉방을 위한 국가/

지역별 최종 에너지 소비를 보여 준다. 2016

년 실내 냉방을 위한 전 세계의 최종 에너지

소비는 1990년의 최종 에너지 소비의 3배 

넘게 많았다. 최종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

한 곳은 미국이었고, 그 양은 616 TWh에 달

했다.

•consumption ⓝ 소비

•indoor cooling 실내 냉방

•region ⓝ 지역

•amount to ~에 이르다

•total ⓥ 총 ~이 되다

 ④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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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The combined amount of the final energy 

consumption / of the European Union, the Middle East, 

and Japan / was less / than the amount of China’s final 

energy consumption.

최종 에너지 소비의 양의 총합은 / 유럽 연합, 중동, 일본의 / 더 적었다 / 

중국의 최종 에너지 소비의 양보다.  

④ The difference in amount / between India’s and South 

Korea’s final energy consumption / was more than 60 

TWh. 

양의 차이는 / 인도와 한국의 최종 에너지 소비의 / 60 TWh보다 많았다.

⑤ Indonesia’ final energy consumption was the smallest / 

among the countries/regions above, / totaling 25 TWh.

인도네시아의 최종 에너지 소비는 가장 적었고 / 위의 국가들/지역들 중

에, / 총 25 TWh이었다.

유럽 연합, 중동, 일본의 최종 에너지 소비의 

양의 총합은 중국의 최종 에너지 소비의 양보

다 적었다. 인도와 한국의 최종 에너지 소비

의 양의 차이는 60 TWh보다 많았다. 인도네

시아의 최종 에너지 소비는 위의 국가들/지역

들 중에 가장 적었고, 총 25 TWh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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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6 [20년 6월 25번]

25.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The above graph shows / what devices British people 
어 떤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 when connecting to the 

Internet in 2014 and 2016. 

위 도표는  보여 준다 / 영국인들이 어떤 장치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했는지를 / 2014년과 2016년에 인터넷 접속을 할 때. 

①More than a third of UK Internet users / considered 

smartphones to be their most important device / for 

accessing the Internet / in 2016. 
접 속 을 위 한

①3분의 1이 넘는 영국 인터넷 사용자들은 / 스마트폰을 가장 중요한 장

치로 생각했다 / 인터넷 접속을 위한 / 2016년도에

②In the same year, / the smartphone overtook the laptop 
추 월 했 다

/ as the most important device for Internet access. 
~로서

②같은 해에, / 스마트폰이 랩탑을 추월하였다 / 인터넷 접속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장치로서.

인터넷 접속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

는 장치

위 도표는 2014년과 2016년에 영국인들이 

인터넷 접속을 할 때 어떤 장치들이 가장 중

요하다고 생각했는지를 보여 준다. ①2016

년도에 3분의 1이 넘는 영국 인터넷 사용자

들은 스마트폰을 가장 중요한 인터넷 접속 장

치로 생각했다. ②같은 해에, 스마트폰이 인

터넷 접속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장치로서 랩탑

을 추월하였다.

•device ⓝ 장치

•access ⓝ 접속, ⓥ 접속하다

•consider ⓥ 고려하다, 생각하다

•overtake ⓥ 따라잡다, 추월하다

 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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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③ In 2014, / UK Internet users were the least likely to 

select a tablet / as their most important device for Internet 

access.

③2014년에, / 영국 인터넷 사용자들은 태블릿을 가장 적게 선택하는 경

향이 있었다 / 인터넷 접속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로.

*proportion: 비율

④ In contrast, / they were the least likely to consider a 

desktop / as their most important device for Internet 

access / in 2016. 

④대조적으로, / 그들은 데스크탑을 가장 적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 

인터넷 접속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로 / 2016년에는.

⑤The proportion of UK Internet users / who selected a 

desktop as their most important device for Internet access 

/ increased by half from 2014 to 2016.
 ➡ d e c r e a s e d

⑤영국 인터넷 사용자들의 비율은 / 인터넷 접속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

로 데스크탑을 선택한 / 2016년도에 2014년도 비율의 절반만큼 증가하

였다(→감소하였다).

③2014년에, 영국 인터넷 사용자들은 인터

넷 접속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로 태블릿

을 가장 적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④대

조적으로, 2016년에는 인터넷 접속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로 데스크탑을 가장 적게 선

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⑤인터넷 접속을 위

한 가장 중요한 장치로 데스크탑을 선택한 영

국 인터넷 사용자들의 비율은 2016년도에 

2014년도 비율의 절반만큼 증가하였다(→감

소하였다).

tend to do = be likely to do, be apt to 

do, be inclined to do, be liable to do, be 

prone to do: ~하는 경향이 있다

It is likely that S +V

= S is likely to do

It is considerably more likely that 

pedestrians are hit by hybrid or 

electric vehicles 

= Pedestrians are considerably more 

likely to be hit by hybrid or electric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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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7 [20년 3월 25번]

25.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The above graph shows / the numbers of total speakers 

and native speakers / of the five most spoken languages 
원 어 민

worldwide in 2015. 

위 그래프는 보여준다 /  총사용자 수와 원어민 수를 / 2015년에 전 세계

에서 가장 많이 사용 되는 다섯 개 언어의. 

① English is the most spoken language worldwide, / with 

1,500 million total speakers.

영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 / 15억 명의 총사용자가 

있다. 

② Chinese is second on the list / with 1,100 million total 

speakers. 

중국어는 목록에서 2위로 / 11억 명의 총사용자가 있다. 

2015년에 가장 많이 사용된 언어들

위 그래프는 2015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

이 사용 되는 다섯 개 언어의 총사용자 수와 

원어민 수를 보여준다.  영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 15억 명의 총사

용자가 있다.  중국어는 목록에서 2위로 11

억 명의 총사용자가 있다. 

•native speaker 원어민

•in terms of ~라는 면에서

•follow ⓥ ~의 뒤를 잇다

•least ad 가장 적게

④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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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③ In terms of the number of native speakers, however, / 

Chinese is the most spoken language worldwide, / 

followed by Hindi. 

하지만 원어민 수라는 면에서는, / 전 세계에서 중국어가 가장 많이 사용

되는 언어이며, / 힌두어가 그 뒤를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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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The number of native speakers of English / is smaller 
- - > l a r g e r

than that of Spanish. 

영어 원어민 수는 / 스페인어 원어민 수보다 더 적다(→더 많다). 

⑤ French is the least spoken language / among the five 

in terms of the number of native speakers.
~라는 점에서

프랑스어는 가장 적게 사용되는 언어이다 / 원어민 수라는 면에서 다섯 

개 언어 중.

하지만 원어민 수라는 면에서는, 전 세계에

서 중국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며, 

힌두어가 그 뒤를 잇는다.

영어 원어민 수는 스페인어 원어민 수보다 

더 적다(→더 많다).  프랑스어는 원어민 수

라는 면에서 다섯 개 언어 중 가장 적 게 사용

되는 언어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still, 

nonetheless, nevertheless, yet, 

however, even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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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8 [19년 11월 25번]

25. 다음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Wellness Tourism Trips and Expenditures by Region in 
지 출

2015 and 2017

•Note: Figures may not sum to total due to rounding.

The table above shows the number of trips and 

expenditures for wellness tourism, / travel for health and 
경 비 건 강 관 광

well-being, in 2015 and 2017. 

위 표는 건강 관광의 여행 수와 경비를 보여 준다 / 2015년과 2017년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여행인. 

①Both the total number of trips and the total 

expenditures / were higher in 2017 compared to those  
c o m p a r i n g ( X ) expenditures

in 2015.  

총 여행 수와 총 경비 둘 다 / 2015년의 그것들에 비해서 2017년에 더 높

았다. 

② Of  the six listed regions, / Europe was the most visited 
중에서 나 열 된 visiting (X)

place for wellness tourism / in both 2015 and 2017, / 

followed by Asia-Pacific. 

나열된 여섯 개 지역 중에서, / 유럽이 건강 관광을 위해 가장 많이 방문된 

장소였으며 / 2015년과 2017년 두 해 모두, / 아시아-태평양이 그 뒤를 

따랐다. 

2015년과 2017년의 건강 관광 여행 수와 경

비

위 표는 2015년과 2017년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여행인 건강 관광의 여행 수와 경비를 

보여 준다. 총 여행 수와 총 경비 둘 다 2015

년의 그것들에 비해서 2017년에 더 높았

다.  나열된 여섯 개 지역 중에서, 유럽이 

2015년과 2017년 두 해 모두 건강 관광을 

위해 가장 많이 방문된 장소였으며, 아시아-

태평양이 그 뒤를 따랐다. 

•expenditure ⓝ 지출, 경비

•wellness ⓝ 건강(함)

•total ⓐ 총, 전체의

•region ⓝ 지방, 지역

•meanwhile ad 한편

A be followed by B: A 다음에 B가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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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③ In 2017, / the number of trips to Latin America-The 

Caribbean / was more than five times higher than that  
the number

to The Middle East-North Africa. 

2017년에, / 라틴 아메리카-카리브 해로의 여행 수가 / 중동-북아프리카

로의 그것보다 5배 이상 더 높았다. 

④ While North America was the only region / where more 

than 200 billion dollars was spent in 2015, / it was joined 

by Europe in 2017. 

북아메리카가 유일한 지역이었던 반면 / 2015년에 2천억 달러 이상이 소

비된, / 2017년에는 유럽이 합류했다. 

⑤ Meanwhile, / expenditures in The Middle East-North 
한 편 경 비

Africa and Africa / were each less than 10 billion dollars 
was (X)

in both 2015 and 2017.

한편, / 중동-북아프리카와 아프리카에서의 경비는 / 각각 2015년과 

2017년 두 해 모두 100억 달러 미만이었다. (→2017년 중동-북아프리

카에서의 경비는 10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2017년에 라틴 아메리카-카리브 해로의 여

행 수가 중동-북아프리카로의 그것보다 5배 

이상 더 높았다. 2015년에는 북아메리카가 

2천억 달러 이상이 소비된 유일한 지역이었

던 반면 2017년에는 유럽이 합류했다. 한편 

중동-북아프리카와 아프리카에서의 경비는 

각각 2015년과 2017년 두 해 모두 100억 

달러 미만이었다. (→2017년 중동-북아프리

카에서의 경비는 10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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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9 [19년 9월 25번]

25.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The graph above shows the results of a survey / on 

invention interests in young adults aged 16 to 25 in 2011. 

위 그래프는 조사의 결과를 보여 준다 / 2011년에 실시한 16세부터 25세

까지의 청년들의 발명 흥미 분야에 관한. 

①Among the five invention categories, / the highest 
발 명 범 주

percentage of male respondents showed interest / in 
남 성 응 답 자

inventing consumer products. 
소 비 재

다섯 개 범주의 발명 분야 중에서, / 가장 높은 비율의 남성 응답자가 흥미

를 나타냈다 / 소비재를 발명하는 것에 대해.

②For health science invention, / the percentage of female 

respondents was twice as high / as that  of male 
the percentage

respondents. 

건강 과학 발명 분야에서, / 여성 응답자의 비율은 2배만큼 높았다 / 남성 

응답자의 비율보다. 

2011년에 실시한 16세부터 25까지의 청년

들의 발명 흥미 분야

위 그래프는 2011년에 실시한 16세부터 25

세까지의 청년들의 발명 흥미 분야에 관한 조

사의 결과를 보여 준다.  다섯 개 범주의 발

명 분야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남성 응답

자가 소비재를 발명하는 것에 대해 흥미를 나

타냈다.  건강 과학 발명 분야에서, 여성 응답

자의 비율은 남성 응답자의 비율보다 2배만

큼 높았다. 

•survey ⓝ 조사

•invention ⓝ 발명

•respondent ⓝ 응답자

•male ⓐ 남성의

•environmental ⓐ 환경의

•category ⓝ 범주

 ④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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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The percentage point gap between males and 

females / was the smallest in environmental invention. 

남성과 여성 간 퍼센트포인트의 차이가 / 환경 관련 발명 분야에서  가장 

작았다. 

④ For web-based invention, / the percentage of female 

respondents was less / than half that  of male 
the percentage

respondents. 

웹 기반 발명 분야에서, / 여성 응답자의 비율은 더 적었다 / 남성 응답자

의 비율의 절반보다. 

⑤In the category of other invention, /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from each gender group was less than 10 

percent. 

기타 발명 분야의 범주에서, / 각 성별 집단의 응답자 비율은 10퍼센트보

다 적었다. 

환경 관련 발명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 간 퍼

센트포인트의 차이가 가장 작았다.  웹 기반 

발명 분야에서, 여성 응답자의 비율은 남성 

응답자의 비율의 절반보다 적었다. 기타 발

명 분야의 범주에서 각 성별 집단의 응답자 

비율은 10퍼센트보다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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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0 [19년 6월 25번]

25.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The above graph shows the smartphone average prices 

in China and India between 2010 and 2015, / compared 
비 교 하 여

with the global smartphone average price during the 

same period. 

위의 그래프는 2010년과 2015년 사이의 중국과 인도의 스마트폰 평균 

가격을 보여준다, / 같은 기간의 전 세계 스마트폰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①The global smartphone average price decreased from 

2010 to 2015, / but still stayed the highest among the 

three. 

①전 세계 스마트폰 평균 가격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하락했지만, / 

여전히 세 개의 비교 대상 중에서 가장 높게 머물렀다. 

②The smartphone average price in China dropped 

between 2010 and 2013. 

②중국의 스마트폰 평균 가격은 2010년과 2013년 사이에는 하락했다. 

스마트폰 평균 가격

위의 그래프는 2010년과 2015년 사이의 중

국과 인도의 스마트폰 평균 가격을 같은 기간

의 전 세계 스마트폰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보여준다.  ①전 세계 스마트폰 평균 가격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하락했지만, 여전

히 세 개의 비교 대상 중에서 가장 높게 머물

렀다.  ②중국의 스마트폰 평균 가격은 2010

년과 2013년 사이에는 하락했다.

•average price 평균 가격

•reach one’s peak ~의 최고점에 도달하다

•take opposite paths 정반대의 모습을 보

이다

•gap ⓝ 차이

 ④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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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③The smartphone average price in India reached its 

peak in 2011. 
최 고 점

③인도의 스마트폰 평균 가격은 2011년에 최고점에 도달했다.

④From 2013, / China and India took opposite  paths, /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with China’s smartphone average price going down and 

India’s going up. 

④2013년부터, / 중국과 인도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 중국의 스마트

폰 평균 가격은 하락(→상승)했고 인도의 스마트폰 평균 가격은 상승(→

하락)하는.

⑤The gap between the global smartphone average price 

and the smartphone average price in China / was the 

smallest in 2015. 

⑤전 세계 스마트폰 평균 가격과 중국의 스마트폰 평균 가격의 차이는 / 

2015년에 가장 적었다.

③인도의 스마트폰 평균 가격은 2011년에 최

고점에 도달했다. ④2013년부터, 중국의 스

마트폰 평균 가격은 하락(→상승)했고 인도

의 스마트폰 평균 가격은 상승(→하락)하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⑤전 세계 스마트

폰 평균 가격과 중국의 스마트폰 평균 가격

의 차이는 2015년에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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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뉴스 영상 소비: 뉴스 사이트에서 대(對)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The above graph shows how people in five countries 

consume news videos: on news sites versus via social 

networks. 

위 그래프는 다섯 개 국가에서 사람들이 뉴스 영상을 소비하는 방식을 보

여 주는데, 뉴스 사이트에서의 뉴스 영상 소비 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뉴스 영상 소비이다. 

① Consuming news videos on news sites is more 

popular than via social networks in four countries. 

뉴스 영상 사이트에서의 뉴스 영상 소비는 네 개 국가에서 소셜 네트워크

를 통한 것보다 더 인기가 있다. 

② As for people who mostly watch news videos on news 

sites, Finland shows the highest percentage among the 

five countries. 

주로 뉴스 사이트에서 뉴스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핀란드

가 다섯 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준다. 

뉴스 영상 소비 출처

위 그래프는 다섯 개 국가에서 사람들이 뉴

스 영상을 소비하는 방식을 보여 주는데, 뉴

스 사이트에서의 뉴스 영상 소비 대 소셜 네

트워크를 통한 뉴스 영상 소비이다.  뉴스 영

상 사이트에서의 뉴스 영상 소비는 네 개 국

가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것보다 더 인기

가 있다.  주로 뉴스 사이트에서 뉴스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핀란드가 다섯 

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준다. 

•consume ⓥ 소비하다

•versus prep 대(對)

•via prep ~을 통하여

•mostly ad 주로 

 ③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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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③The percentage of people who mostly watch news 

videos on news sites in France is higher than that in 

Germany. 

프랑스에서 주로 뉴스 사이트를 통해 뉴스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비

율은 독일에서의 비율보다 더 높다(→비율과 같다). 

④As for people who mostly watch news videos via 

social networks, Japan shows the lowest percentage 

among the five countries. 

주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뉴스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다

섯 개 국가 중에서 일본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 준다. 

⑤ Brazil shows the highest percentage of people who 

mostly watch news videos via social networks among the 

five countries.

브라질은 다섯 개 국가 중에서 주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뉴스 영상을 시

청하는 사람들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준다.

프랑스에서 주로 뉴스 사이트를 통해 뉴스 영

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독일에서의 

비율보다 더 높다(→비율과 같다).  주로 소

셜 네트워크를 통해 뉴스 영상을 시청하는 사

람들에 있어서는 다섯 개 국가 중에서 일본

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 준다.  브라질은 다

섯 개 국가 중에서 주로 소셜 네트워크를 통

해 뉴스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가장 높

은 비율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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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The Number of Jobs Directly Created by Travel and Tourism

The above graph shows / the number of jobs directly 

created by travel and tourism in 2016 and 2017 for five 

regions. 

위 도표는 보여 준다 / 2016년과 2017년에 5개 지역에서 관광업에 의해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일자리의 수를. 

①The number of jobs directly generated by travel and 

tourism in North East Asia and South Asia / was greater in 

2017 than in 2016.

동북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관광업에 의해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일자리

의 수는 / 2016년보다 2017년에 더 많았다. 

② Of the five regions, / North East Asia showed the 

highest number / in direct job creation by travel and 

tourism in 2017, with 30.49 million jobs. 

5개 지역 중에, / 동북아시아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주었다 / 2017년에 

관광업에 의한 직접적 일자리 창출에서 3천49만 개로. 

관광업에 의해 만들어진 일자리의 수

위 도표는 2016년과 2017년에 5개 지역에

서 관광업에 의해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일자

리의 수를 보여 준다.  동북아시아와 남아시아

에서 관광업에 의해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일

자리의 수는 2016년보다 2017년에 더 많았

다.  5개 지역 중에, 동북아시아는 2017년에 

관광업에 의한 직접적 일자리 창출에서 3천

49만 개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주었다.

•region ⓝ 지역

•generate ⓥ 발생시키다

•exceed ⓥ 초과하다 

 ④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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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③In 2016, / the number of jobs in South Asia that travel 

and tourism directly contributed / was the largest of the 

five regions, / but it ranked the second highest in 2017. 

2016년에는, / 관광업이 직접적으로 제공했던 남아시아에서의 일자리 수

가 / 5개 지역들 중에서 가장 많았지만, / 2017년에는 두 번째로 높았다. 

④Though the number of jobs in North America directly 

created by travel and tourism / was lower in 2017 than in 

2016, / it still exceeded 10 million in 2017. 

북미에서 관광업에 의해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일자리의 수는 / 2016년보

다 2017년에 더 낮았지만, / 2017년에도 여전히 1천만 개를 초과했다

(→2017년에는 1천만 개에 미치지 못했다). 

⑤In 2017, / travel and tourism directly contributed 5.71 
제 공 했 다

million jobs in Latin America, / which was over six times 

more than those of Oceania in 2017.

2017년에, / 관광업이 남미에서 571만 개의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제공했

고, / 이것은 2017년의 오세아니아보다 여섯 배가 넘었다

2016년에는 관광업이 직접적으로 제공했던 

남아시아에서의 일자리 수가 5개 지역들 중에

서 가장 많았지만 2017년에는 두 번째로 높

았다. 북미에서 관광업에 의해 직접적으로 만

들어진 일자리의 수는 2016년보다 2017년

에 더 낮았지만, 2017년에도 여전히 1천만 

개를 초과했다(→2017년에는 1천만 개에 미

치지 못했다).  2017년에 관광업이 남미에서 

571만 개의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제공했고, 

이것은 2017년의 오세아니아보다 여섯 배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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