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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21년 9월 27번]

27. Bright Future Walkathon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

지 않는 것은?1

Bright Future Walkathon

Sunny Side Foundation is hosting the annual Bright 

Future Walkathon / in support of people in need.

Bright Future Walkathon 

Sunny Side 재단은 연례 Bright Future Walkathon을 개최합니다 / 어

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Date & Place 

․ Date: Saturday, September 25th (Start Time: 9:00 a.m.)

․ Place: Green Brook Park

날짜 & 장소 

․ 날짜: 9월 25일, 토요일(시작 시간: 오전 9시) 

장소: Green Brook 공원 

Registration

․ Fee: $10

․ All registration fees will be donated to local charities.

․ Register online at www.ssfwalkathon.com.

등록 

․ 등록비: $10 

․ 모든 등록비는 지역 자선단체에 기부될 것입니다. 

․ www.ssfwalkathon.com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세요. 

Bright Future Walkathon 

Sunny Side 재단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연례 Bright Future Walkathon을 개

최합니다. 

날짜 & 장소 

․ 날짜: 9월 25일, 토요일(시작 시간: 오전 9

시) 

장소: Green Brook 공원 

등록 

․ 등록비: $10 

․ 모든 등록비는 지역 자선단체에 기부될 것

입니다. 

․ www.ssfwalkathon.com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세요. 

•foundation ⓝ 재단

•annual ⓐ 매년의, 연례의

•in need 어려움에 처한

•registration ⓝ 등록

•donate ⓥ 기부하다

•charity ⓝ 자선 단체

•complete ⓥ 완료하다, 끝마치다

•cancellation ⓝ 취소

 ⑤ 취소 시 환불이 가능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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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Course (Choose one) 

․ Course A: 3km (all ages welcome)

․ Course B: 5km (for ages 15 and older)

코스 (하나를 선택) 

․ A 코스: 3㎞ (전 연령 환영) 

․ B 코스: 5㎞ (15세 이상) 

Details 

․ Each participant who completes the course will receive a 

Tshirt.

․ No refund will be made for cancellations.

세부 사항 

․ 코스를 완주한 참가자는 티셔츠를 받을 것입니다. 

․ 취소 시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코스 (하나를 선택) 

․ A 코스: 3㎞ (전 연령 환영) 

․ B 코스: 5㎞ (15세 이상) 

세부 사항 

․ 코스를 완주한 참가자는 티셔츠를 받을 것

입니다. 

․ 취소 시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B 코스: 5㎞ (1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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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21년 9월 28번]

28. South High School Reunion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

치하는 것은?1

South High School Reunion

Class of 2011 

Don’t you miss your old friends from high school? // Come 

meet them and remember your high school days!

South High School 동창회

2011년 졸업 

여러분은 고등학교의 오랜 친구들이 그립지 않습니까? // 여러분의 고등

학교 시절을 기억하고 그들을 만나러 오세요! 

◎ When & Where 

- Saturday, November 6th, 2021 7:00 p.m. －10:00 p.m.

- Bay Street Park

◎ 일시 & 장소 

- 2021년 11월 6일 토요일 오후 7시 – 오후 10시까지 

- Bay Street 공원 

◎ Ticket Reservation (per person) 

- Ticket price: $40

- If you reserve by October 15th, the price will be $30.

- Refunds will only be available until October 31st.

◎ 티켓 예약 (1인당) 

- 티켓가격: $40 

- 10월 15일까지 예약하면 티켓 가격은 30달러입니다. 

- 10월 31일까지만 환불은 가능합니다. 

South High School 동창회

2011년 졸업 

여러분은 고등학교의 오랜 친구들이 그립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고등학교 시절을 기억하

고 그들을 만나러 오세요!  . 

◎ 일시 & 장소 

- 2021년 11월 6일 토요일 오후 7시 – 오후 

10시까지 

- Bay Street 공원 

◎ 티켓 예약 (1인당) 

- 티켓가격: $40 

- 10월 15일까지 예약하면 티켓 가격은 30

달러입니다. 

- 10월 31일까지만 환불은 가능합니다. 

•reunion ⓝ 동창회

•reservation ⓝ 예약

•reserve ⓥ 예약하다

•refund ⓝ 환불

•buddy ⓝ 친구

•spirit ⓝ 정신

 ③ 퀴즈 쇼 챔피언은 영화 티켓 두 장을 받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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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 Main Events 

- Quiz Show: Answer 50 questions about our old buddies, 

teachers, and memories. // The champion will receive two 

movie tickets.

- The barbecue party will start at 8:00 p.m.

◎ 주요 행사 

- 퀴즈쇼 

우리의 오랜 친구들, 선생님들, 추억에 관한 50개의 문제에 답하세요.  // 

챔피언은 영화 티켓 두 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 바비큐 파티는 오후 8시에 시작될 것입니다. 

◎ Notes 

- Dress Code: Wear a red jacket to show your South High 

School spirit.

- Feel free to invite up to three friends.

◎ 주의 사항 

- 복장 규정: South 고등학교의 정신을 보여주는 빨간색 재킷을 입어야 

합니다. 

- 친구는 세 명까지 초대할 수 있습니다. 

◎ 주요 행사 

- 퀴즈쇼 

우리의 오랜 친구들, 선생님들, 추억에 관한 

50개의 문제에 답하세요. 챔피언은 영화 티

켓 두 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 바비큐 파티는 오후 8시에 시작될 것입니

다. 

◎ 주의 사항 

- 복장 규정: South 고등학교의 정신을 보여

주는 빨간색 재킷을 입어야 합니다. 

- 친구는 세 명까지 초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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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21년 6월 27번]

27. One Day Camp at Seattle Children’s Museum에 관

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One Day Camp at Seattle Children’s Museum
Seattle 어린이 박물관에서의 일일 캠프

One Day Camp at Seattle Children’s Museum is an 

experience / that promises to inspire creativity in children. 

Seattle 어린이 박물관에서의 일일 캠프는 체험입니다 / 아이들에게 창의

력을 불어넣을 것을 약속하는. 

Join us on an amazing journey of discovery! 

발견의 놀라운 여행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 Date: Thursday, July 8, 2021 날짜: 목요일, 7월 8일, 2021년

· Ages: 5 - 10 연령: 5 - 10세

· Schedule 일정

 

Seattle 어린이 박물관에서의 일일 캠프

Seattle 어린이 박물관에서의 일일 캠프는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불어넣을 것을 약속하

는 체험입니다. 발견의 놀라운 여행으로 우리

와 함께 하세요! 

· 날짜: 목요일, 7월 8일, 2021년

· 연령: 5 - 10세

· 일정

•promise ⓥ 약속하다

•inspire ⓥ 영감을 주다

•journey ⓝ 여행, 여정

•discovery ⓝ 발견

•accompany ⓥ 동반하다, 동행하다

•material ⓝ (특정 활동에 필요한) 재료  Time Activity 활동

10:30 - 12:30 Arts & Crafts 미술 & 공예

12:30 - 13:30 Lunch 점심 식사

13:30 - 15:30 Music & Dance 음악 & 춤

시간 활동

10:30 - 12:30 미술 & 공예

12:30 - 13:30 점심 식사

13:30 - 15:30 음악 & 춤

 ⑤�점심�식사는�참가비에�포함되지�않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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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 Participation Fees 참가비

- Child: $30 아이: $30 

- Adult: $10 어른: $10

· Notes 알림

- All children must be accompanied / by an adult. 

- 모든 아이들은 반드시 동행되어야 합니다 /  어른에 의해. 

- The participation fee includes / lunch and materials for 

the program. 

- 참가비는 포함합니다 / 점심 식사와 프로그램을 위한 재료를. 

· 참가비

- 아이: $30 

- 어른: $10

· 알림

- 모든 아이들은 반드시 어른과 동행해야 합

니다. 

- 참가비는 점심 식사와 프로그램을 위한 재

료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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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Summer Rock Concert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

하는 것은?1

 Summer Rock Concert

여름 록 콘서트

Five rock bands will provide / great entertainment, joy, 

and music to all visitors.

5개 록 밴드들이 제공할 것입니다 / 모든 방문객들에게 훌륭한 오락거리, 

즐거움, 그리고 음악을. 

· Date: Saturday, August 14, 2021 

날짜: 토요일, 8월 14일, 2021년

· Time: 7 p.m. 시간: 오후 7시

· Place: Citizens Hall in the Blue Creek Building 

장소: Blue Creek 건물의 시민회관

· Details 세부 사항

- All seats are $30. 

- 모든 좌석은 30달러입니다. 

- Tickets must be purchased / online by Saturday, August 

7. 

- 티켓은 구매되어야 합니다 / 8월 7일 토요일까지 온라인으로. 

- Only 13yearolds and older can attend the concert. 

- 13세 이상만이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여름 록 콘서트

5개 록 밴드들이 모든 방문객들에게 훌륭한 

오락거리, 즐거움, 그리고 음악을 제공할 것

입니다. 

· 날짜: 토요일, 8월 14일, 2021년

· 시간: 오후 7시

· 장소: Blue Creek 건물의 시민회관

· 세부 사항

- 모든 좌석은 30달러입니다. 

- 티켓은 8월 7일 토요일까지 온라인으로 구

매되어야 합니다. 

- 13세 이상만이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습니

다. 

•entertainment ⓝ 오락거리, 연예

•visitor ⓝ 방문객

•purchase ⓥ 구입하다, 구매하다

•photography ⓝ 사진 촬영

•prohibit ⓥ 금지하다

 ④�음식은�콘서트�홀에서�허용되지�않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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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 Notice 공지

- Food is not allowed in the concert hall. 

- 음식은 콘서트 홀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 All forms of photography and video recording are 

prohibited / during the performance. 

- 모든 형태의 사진 촬영과 동영상 녹화는 금지됩니다 / 공연 중에. 

-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visit www.rock5.info. 

-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www.rock5.info로 방문해 주십시오. 

· 공지

- 음식은 콘서트 홀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연 중에는 모든 형태의 사진 촬영과 동영

상 녹화는 금지됩니다. 

-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www.rock5.info로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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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1년 3월 26번]

26. Grey County 2021 Job Fair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

과 일치하는 것은?  1

Grey County 2021 Job Fair 

Grey 군 2021 채용 박람회

April 28, 2:00 p.m.－6:00 p.m. 

4월 28일 오후 2시 ∼ 오후 6시

Bayshore Community Center 

Bayshore 커뮤니티 센터

Businesses across Grey County can now register for a 
등 록 하 다

booth at the 2021 Job Fair. 

Grey 군 전역의 사업체들은 지금 2021 채용 박람회 부스를 위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Last year’s was the largest ever held in this area with 
지 금 껏

more than 80 employers and over 1,000 job seekers. 

작년의 채용 박람회는 지금껏 이 지역에서 열린 가장 큰 행사였고 80명

이 넘는 고용주와 천 명이 넘는 구직자가 참가했습니다.

This year, we’re moving to an even larger location with 
장 소

plenty of space for all attendees. 
참 가 자

올해 저희는 모든 참가자를 위한 많은 공간이 있는 훨씬 더 넓은 장소로 

옮길 겁니다.

Grey 군 2021 채용 박람회

4월 28일 오후 2시 ∼ 오후 6시

Bayshore 커뮤니티 센터

Grey 군 전역의 사업체들은 지금 2021 채

용 박람회 부스를 위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작년의 채용 박람회는 지금껏 이 지역에서 열

린 가장 큰 행사였고 80명이 넘는 고용주와 

천 명이 넘는 구직자가 참가했습니다. 올해 

저희는 모든 참가자를 위한 많은 공간이 있

는 훨씬 더 넓은 장소로 옮길 겁니다.

•county ⓝ (영국 등에서) 자치주[군(郡)]

•job fair 채용 박람회

•business ⓝ 사업체

•register ⓥ 등록하다

•employer ⓝ 고용주

•job seeker 구직자

•location ⓝ 장소

•plenty of 많은

•attendee ⓝ 참가자 

 ⑤ 고용주 전용 라운지와 다과가 제공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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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 Registration Fee: $80 

- 등록비: 80달러

- Registration Deadline: April 14, 6:00 p.m. 

- 등록 마감 일시: 4월 14일 오후 6시 

Enhanced Services to Employers 

고용주들에게 향상된 서비스

• 5m×5m booth 

· 5미터 × 5미터 부스

• Free wifi 

· 무료 와이파이

• Employer-only lounge and refreshments 
다 과

· 고용주 전용 라운지와 다과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greycountyjobfair.org.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greycountyjobfair.org를 방문하세요. 

- 등록비: 80달러

- 등록 마감 일시: 4월 14일 오후 6시 

고용주들에게 향상된 서비스

· 5미터 × 5미터 부스

· 무료 와이파이

· 고용주 전용 라운지와 다과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greycountyjobfair.org를 방문하세

요.

•registration ⓝ 등록

•deadline ⓝ 마감 일자

•enhance ⓥ 향상하다

•refreshment ⓝ 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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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6 [21년 3월 27번]

27. The Riverside Escape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

하지 않는 것은?1

The Riverside Escape 

The Riverside Escape / is a citywide escape game 
탈 출

played on your smartphone. 

Riverside 탈출은 /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하는 도시 전역에서 벌어지

는 탈출 게임입니다.

We turn the city of Riverside into a giant escape game / 

wherein teams must race around the city / completing 
거 기 서 질주하다 완 수 하 면 서

challenges without getting caught. 
도 전 과 제 붙잡히지 않고

우리는 Riverside 도시를 거대한 탈출 게임의 장소로 바꾸고 / 거기에서 

팀들은 도시 이곳저곳을 질주해야 합니다./ 붙잡히지 않고 도전 과제를 완

수하면서

How to Play

게임하는 방법

• Get your ticket — one ticket per team of up to 6 players.
최대 ~ 까지

티켓을 사세요. — 최대 여섯 명의 선수로 구성된 팀당 티켓 한 장입니다. 

• Choose the start date for the game. / We will send you 

detailed information via email / before your date of 
세 부 적 인

choice.

게임 시작 날짜를 선택하세요./ 이메일로 상세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보내 

드릴 겁니다. / 여러분이 고른 날짜 이전에  

Riverside 탈출 게임

Riverside 탈출은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하

는 도시 전역에서 벌어지는 탈출 게임입니

다. 우리는 Riverside 도시를 거대한 탈출 게

임의 장소로 바꾸고 거기에서 팀들은 붙잡히

지 않고 도전 과제를 완수하면서 도시 이곳저

곳을 질주해야 합니다.

게임하는 방법

· 티켓을 사세요. — 최대 여섯 명의 선수로 

구성된 팀당 티켓 한 장입니다. 

· 게임 시작 날짜를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고

른 날짜 이전에 이메일로 상세한 정보를 여러

분에게 보내 드릴 겁니다.

•escape ⓝ 탈출

•giant ⓐ 거대한

•complete ⓥ 완수하다

•challenge ⓝ 도전 과제

•via ~을 통하여 

 ③ 선택한 게임 시작일 이전에 전화로 상세한 정보를 알려 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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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 4. 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 Arrive at the start location and start anytime you want 

on the day.

시작 장소에 도착해서 시작하세요. / 그날 여러분이 원하는 언제라도

at any time = whenever

• Score as many points as possible / by answering the 
득 점 해 라

puzzles while moving around the city. 

도시를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동안 수수께끼에 응답함으로써 가능한 한 

많은 점수를 얻으세요.

Opening Times 

운영 시간

March 1, 2021 — May 31, 2021 

Monday — Sunday, 10:00 — 20:00 

2021년 3월 1일 ∼ 2021년 5월 31일

월요일 ∼ 일요일, 10시 ∼ 20시

Ticket Price 

티켓 가격

$50 per ticket (This price may change on a daily basis.) 

티켓당 50달러(이 가격은 매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ome join us for an escape adventure!

탈출 모험을 위해 와서 저희와 함께 하세요! 

· 시작 장소에 도착해서 그날 여러분이 원하

는 언제라도 시작하세요. 

· 도시를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동안 수수께

끼에 응답함으로써 가능한 한 많은 점수를 얻

으세요.

운영 시간

2021년 3월 1일 ∼ 2021년 5월 31일

월요일 ∼ 일요일, 10시 ∼ 20시

티켓 가격

티켓당 50달러(이 가격은 매일 달라질 수 있

습니다.)

탈출 모험을 위해 와서 저희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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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자료 

Update 2022. 4. 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7 [20년 11월 27번]

27. Zero Waste Day 2020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

하지 않는 것은  1

Zero Waste Day 2020 

Zero Waste Day (ZWD) 2020 is an opportunity / for you to 

clean out your attic and donate items for reuse. 

2020 쓰레기 없는 날(ZWD)은 여러분이 다락방을 치워 재사용을 위한 

물품을 기부할 기회입니다. 

When & Where: 

First Saturday in November (November 7, 2020), 9:00 

a.m. - 12:00 p.m. (rain or shine) 

언제 그리고 어디서: 11월 첫 번째 토요일 (2020년 11월 7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12시까지 (날씨와 상관없이)

At 400 Union Square 

400 Union Square에서

Accepted Items: 

접수 물품:

• Wearable clothes/shoes 

All sizes of clothes and shoes MUST BE DRY. 

· 입을 수 있는 의류/신발

모든 치수의 의류와 신발이 건조된 상태여야만 합니다.

2020 쓰레기 없는 날

2020 쓰레기 없는 날(ZWD)은 여러분이 다

락방을 치워 재사용을 위한 물품을 기부할 기

회입니다. 

언제 그리고 어디서: 11월 첫 번째 토요일 

(2020년 11월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

시까지 (날씨와 상관없이)

400 Union Square에서

접수 물품:

· 입을 수 있는 의류/신발

모든 치수의 의류와 신발이 건조된 상태여야

만 합니다. 

•clean out ~을 깨끗이 치우다

•attic ⓝ 다락방

•donate ⓥ 기부하다

•reuse ⓝ 재사용

•wearable ⓐ 착용할 수 있는 

 ⑤ 기부 물품 접수가 거절되면 현장에서 버릴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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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 4. 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 Bedding (pillows, blankets, or mattress covers)

Worn or torn is fine, but no oil stains are allowed. 

· 침구류(베개, 담요, 매트리스 커버)

헤지거나 찢어져도 괜찮지만 어떤 기름얼룩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Electronics (computers, laptops, or cellphones)

All data on the device must be deleted. 

· 전자 기기(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기기에 저장된 모든 정보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Note: If an item isn’t accepted, / please be prepared to 

take it home. 

주의 사항: 만약 물품이 접수되지 않으면 그것을 집으로 가져갈 준비를 해 

오십시오. 

There is no place for you to drop off garbage. 

여러분이 쓰레기를 버릴 장소가 없습니다. 

ZWD is open to ALL! 

ZWD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www.zwd.org.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zwd.org를 방문해 주십시오. 

· 침구류(베개, 담요, 매트리스 커버)

헤지거나 찢어져도 괜찮지만 어떤 기름얼룩

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전자 기기(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기기에 저장된 모든 정보는 삭제되어야 합니

다. 

주의 사항: 만약 물품이 접수되지 않으면 그

것을 집으로 가져갈 준비를 해 오십시오. 

여러분이 쓰레기를 버릴 장소가 없습니다. 

ZWD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zwd.org를 

방문해 주십시오. 

•pillow ⓝ 베개

•blanket ⓝ 담요

•stain ⓝ 얼룩, 오점

•electronics ⓝ 전자 기기

•device ⓝ 기기, 장치

•delete ⓥ 삭제하다

•drop off ~을 버리다

•garbage ⓝ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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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8 [20년 11월 28번]

28. Sign Language Class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

하는 것은?1

Sign Language Class 

If you’ve ever considered studying sign language, our 

class is one of the best ways to do it! 

만약 여러분이 수화를 배우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다면, 우리 수업이 그것

을 할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The class is open to people of all ages, but all children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수업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열려 있으나 모든 어린이들은 어른의 

동반이 필요합니다. 

Class Schedule 

• Where: Coorparoo Community Center 

• When: September - October, 2020 (7:00p.m. - 9:00 p.m.) 

수업 일정

· 어디: Coorparoo 주민센터

· 언제: 2020년 9월에서 10월까지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화 수업 안내

만약 여러분이 수화를 배우는 것을 고려한 적

이 있다면, 우리 수업이 그것을 할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수업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열려 있으

나 모든 어린이들은 어른의 동반이 필요합니

다. 

수업 일정

· 어디: Coorparoo 주민센터

· 언제: 2020년 9월에서 10월까지 (오후 7시

부터 오후 9시까지)

•sign language 수화

•accompany ⓥ 수반하다, 동반하다

•previous ⓐ 이전의, 기존의

•require ⓥ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tuition ⓝ 수업료

•refund ⓝ 환불

•cancel ⓥ 취소하다

•registration ⓝ 등록 

 ③ 수화 경험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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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s 
수준

• Class #1 (Monday and Tuesday) 

· 수업 #1 (월요일, 화요일)

- No previous sign language experience is required. 

- 이전의 수화 경험이 필요 없습니다. 

• Class #2 (Wednesday and Thursday) 

· 수업 #2 (수요일, 목요일)

- Knowledge of at least 1,000 signs is required. 

- 최소 1,000개의 수화 동작 지식이 필요합니다.

Note 

주의 사항

• Tuition is $100. 

· 수업료가 $100입니다. 

• We do not provide refunds unless class is cancelled due 

to low registration. 

· 우리는 수업이 저조한 등록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환불을 제공하지 않습

니다. 

• Registration is available only online and before August 

31. Visit our website at ww.CRsignlgs.com. 

· 등록은 온라인으로만 8월 31일 전에 가능합니다. 우리 웹사이트 

www.CRsignlgs.com을 방문하십시오.

수준

· 수업 #1 (월요일, 화요일)

- 이전의 수화 경험이 필요 없습니다. 

· 수업 #2 (수요일, 목요일)

- 최소 1,000개의 수화 동작 지식이 필요합

니다. 

주의 사항

· 수업료가 $100입니다. 

· 우리는 수업이 저조한 등록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환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등록은 온라인으로만 8월 31일 전에 가능

합니다. 우리 웹사이트 

www.CRsignlgs.com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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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9 [20년 9월 27번]

27. 2020 Game-Coding Workshop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

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2020 Game-Coding Workshop

Turn your children’s love for computer games into a skill. 

당신의 아이의 컴퓨터 게임에 대한 애정을 기술로 바꾸세요.

This game-coding workshop will teach them / to use 

block-based coding software to create their own games!

이 게임 코딩 워크숍은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 아이들 자신의 게임

을 만들기 위해 블록기반 코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Date & Time 

⦁Saturday, December 12th, 1:00 pm to 3:00 pm

Registration 

⦁Closes Friday, November 27th
마 감

⦁Participation fee is $30 (free for Lansing Kids Club 
참 가 비

members).

⦁Sign up in person at Kid’s Coding Center or online at 
등록해라 직 접

www.lanskidscoding.com.

2020 게임 코딩 워크숍 

당신의 아이의 컴퓨터 게임에 대한 애정을 기

술로 바꾸세요. // 이 게임 코딩 워크숍은 아

이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 아이들 자신의 

게임을 만들기 위해 블록기반 코딩 소프트웨

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날짜와 시간 

․ 12월12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오후 3시

까지 

등록 

․ 11월 27일 금요일에 마감 

․ 참가비는 30달러입니다(Lansing 키즈 클

럽 회원은 무료). 

․ Kid’s Coding Center에서 직접 등록하거

나 www.lanskidscoding.com에서 온라인

으로 등록하십시오.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registration ⓝ 등록

•participation fee 참가비

•sign up ~에 등록하다

•in person 직접

•requirement ⓝ 필요(한 것), 요건

•laptop ⓝ 노트북 컴퓨터

•prior ⓐ 사전의

•knowledge ⓝ 지식

 ④ 참가자들에게 노트북 컴퓨터가 제공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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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Open only to children 9 to 12 years old

9세에서 12세까지의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함 

⦁Laptops will not be provided. Participants must bring 

their own.

노트북 컴퓨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

를 가져와야 합니다. 

⦁No prior coding knowledge is required.

코딩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Please visit our website for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요구 사항 

․ 9세에서 12세까지의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함 

․ 노트북 컴퓨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참가

자들은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가져와야 합

니다. 

․ 코딩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

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우리 웹사이트를 방

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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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0 [20년 9월 28번]

28. Young Filmmakers Contest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

과 일치하는 것은?1

Young Filmmakers Contest

Join our annual Young Filmmakers Contest, / and 

demonstrate your filmmaking skills!
보 여 줘 라

매년 열리는 Young Filmmakers Contest에 참여하여, / 당신의 영화 제

작 기술들을 보여주세요! 

◇ Contest Rules 

⦁Contest is open only to high school students.

대회는 오직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합니다. 

⦁Total running time of each entry / must be less than 
출 품 작

fifteen minutes.

․ 각 출품작의 전체 길이는 / 15분 미만이어야 합니다. 

⦁Participants must choose one of the following two topics: 

Family | Friendship

․ 참가자는 다음 두 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족 | 우정 

Young Filmmakers Contest 

매년 열리는 Young Filmmakers Contest

에 참여하여, / 당신의 영화 제작 기술들을 보

여주세요! 

◇ 대회 규칙 

․ 대회는 오직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합니다. 

․ 각 출품작의 전체 길이는 / 15분 미만이어

야 합니다. 

․ 참가자는 다음 두 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

해야 합니다: 가족 | 우정

•demonstrate ⓥ 보여주다, 입증하다

•filmmaking ⓝ 영화 제작

•official ⓐ 공식적인, 공식의

•entry ⓝ 출품작

•submission ⓝ 제출

•post ⓥ 게시하다

 ⑤ 모든 수상작은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될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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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mission 

⦁Submit by Wednesday, September 16th.
제 출 해 라

9월 16일 수요일까지 제출하세요. 

⦁Do not mail entries to our offices. 
출 품 작

출품작을 우리 사무실에 우편으로 보내지 마세요.

Only submissions uploaded to our official Young 

Filmmakers Contest website / will be accepted.

우리의 공식 Young Filmmakers Contest 웹사이트에 업로드된 제출

만 / 허용됩니다.

◇ Prizes 

⦁1st place: $300 | 2nd place: $200 | 3rd place: $100

1등: 300달러 | 2등: 200달러 | 3등: 100달러 

⦁All winning entries will be posted on the official website.

모든 수상작은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될 것입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visit www.2020yfc.org.

문의 사항이 있다면, www.2020yfc.org에 방문하십시오.

◇ 제출 

․ 9월 16일 수요일까지 제출하세요. 

․ 출품작을 우리 사무실에 우편으로 보내지 

마세요. // 우리의 공식 Young Filmmakers 

Contest 웹사이트에 업로드된 제출만 / 허용

됩니다. 

◇ 상금 

․ 1등: 300달러 | 2등: 200달러 | 3등: 100

달러 

․ 모든 수상작은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될 것

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다면, www.2020yfc.org에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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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년 6월 27번]

27. Silver Aqua Classes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

지 않는 것은?1

Silver Aqua Classes

Are you bored with your current exercise routine? 

지금의 운동 일과에 지루함을 느끼시나요?

Parkside Pool will host special one‒day water exercise 
연 다 수 중 운 동

classes for senior customers. 
노인 고객들을 위해서

Parkside Pool이 노인 고객들을 위한 특별한 일일 수중 운동 강좌를 엽

니다. 

Please come and enjoy our senior‒friendly pool.

오셔서 우리의 노인 친화적 수영장을 즐겨보세요.

Program

· Date: Tuesday, June 9

· Special Classes

  9:00 a.m. -10:00 a.m.: water walking
수 중 걷 기

  10:30 a.m.-11:30 a.m.: recreational swimming
오 락 수 영

  2:00 p.m.- 3:00 p.m.: water aerobics 
수 중 에 어 로 빅

Silver Aqua 수업

지금의 운동 일과에 지루함을 느끼시나요?

Parkside Pool이 노인 고객들을 위한 특별

한 일일 수중 운동 강좌를 엽니다. 

오셔서 우리의 노인 친화적 수영장을 즐겨보

세요.

프로그램

· 날짜: 화요일, 6월 9일

· 특별 수업

오전 9:00 - 오전 10:00 : 수중 걷기

오전 10:30 - 오전 11:30 : 오락 수영

오후 2:00 - 오후 3:00 : 수중 에어로빅

•be bored with ~에 싫증이 나다

•current ⓐ 현재의, 지금의

•routine ⓝ 일과

•senior ⓝ 노인

•include ⓥ 포함하다

•necessary ⓐ 필요한

 ⑤ 사전 참가 등록이 필요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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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ssion Fee

- $5 per person (This includes all classes.)

1인당 5달러(이것은 모든 수업을 포함합니다.)

Notes

- No pre‒registration necessary, / just show up and have 
사 전 등 록 은

fun!

사전 등록은 필요 없으니, / 그냥 와서 즐기세요!

- For more information, / please visit our website at 

www.parksidepool.org.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 우리의 웹 사이트 www.parsidepool.org

를 방문하세요.

입장료

- 1인당 5달러(이것은 모든 수업을 포함합니

다.)

참고사항

- 사전 등록은 필요 없으니, 그냥 와서 즐기세

요!

-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우리의 웹 사이

트 www.parsidepool.org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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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Fanstaville Magic Festival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1

Fanstaville Magic Festival

Welcome to the Fanstaville Magic Festival! 

Fanstaville 마술 축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Enjoy a magical experience with your family and make 

special memories!

가족과 함께 마법 같은 경험을 즐기고 특별한 추억을 만드세요!

·When: July 4th (Saturday), 12:00 - 18:00

· 언제: 7월 4일(토요일), 12:00 - 18:00

·Where: Fanstaville Center playground (If it rains, the 

event will be held in the gym.)

· 어디서: Fanstaville Center 운동장 (우천 시, 행사가 체육관에서 열릴 

것입니다.)

· What:

· 무엇:

- Learn simple magic tricks.

- 간단한 마술 기술을 배우세요.

- Take pictures at the trick art photo zone.

- 트릭 아트 포토 존에서 사진을 찍으세요.

- Watch a magic stage show.

- 마술 쇼를 관람하세요.

Fanstaville 마술 축제

Fanstaville 마술 축제에 오신 걸 환영합니

다! 

가족과 함께 마법 같은 경험을 즐기고 특별

한 추억을 만드세요!

· 언제: 7월 4일(토요일), 12:00 - 18:00

· 어디서: Fanstaville Center 운동장 (우천 

시, 행사가 체육관에서 열릴 것입니다.)

· 무엇:

- 간단한 마술 기술을 배우세요.

- 트릭 아트 포토 존에서 사진을 찍으세요.

- 마술 쇼를 관람하세요.

•magical ⓐ 마술적인, 신기한

•simple ⓐ 간단한, 단순한

•trick ⓝ 재주, 기술

•purchase ⓥ 구매하다

•entrance ⓝ 입구

 ③ 간단한 마술을 배울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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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kets:

· 티켓:

- $20 per person

- 1인당 20달러

- All participants will receive a free T‒shirt as a gift.

- 모든 참가자들은 기념품으로 무료 티셔츠를 받습니다.

- Purchase tickets online at www.fanstaville.com or at the 

entrance on the day of the festival.

- 티켓은 www.fanstaville.com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축제 당일 입구에

서 구매하세요.

· 티켓:

- 1인당 20달러

- 모든 참가자들은 기념품으로 무료 티셔츠

를 받습니다.

- 티켓은 www.fanstaville.com에서 온라인

으로 또는 축제 당일 입구에서 구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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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Flower Arranging Contest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Flower Arranging Contest

꽃꽂이 대회

Join our annual Flower Arranging Contest!
참가해라

연례 꽃꽂이 대회에 참가하십시오!

When: May 7, 2020 at 4:00 p.m.

언제: 2020년 5월 7일 오후 4시

Where: Jade High School Educational Exhibit Building

어디서: Jade 고등학교 교육 전시관

Who Can Enter?

참가 대상

￭ Category Ⅰ – Students enrolled in Home Economics
등 록 된

▪부문 Ⅰ –가정 과목 등록 학생

￭ Category Ⅱ – Parents (not open to professionals)

▪부문 Ⅱ –학부모(전문가는 참여할 수 없음)

꽃꽂이 대회

연례 꽃꽂이 대회에 참가하십시오!

언제: 2020년 5월 7일 오후 4시

어디서: Jade 고등학교 교육 전시관

참가 대상

▪부문 Ⅰ –가정 과목 등록 학생

▪부문 Ⅱ –학부모(전문가는 참여할 수 없음)

규칙

▪각 참가자는 자신의 재료를 가져와야 합니

다.

▪꽃꽂이를 끝내는 데 30분이 주어집니다.

•flower arranging 꽃꽂이

•contest ⓝ 대회

•annual ⓐ 연례의

•exhibit ⓝ 전시

•category ⓝ 부문, 범주 

 ② 참가자에게 재료를 제공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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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규칙

￭ Each contestant must bring their own materials.

▪각 참가자는 자신의 재료를 가져와야 합니다.

￭ 30 minutes will be allowed for finishing arrangements.
꽃 꽃 이

▪꽃꽂이를 끝내는 데 30분이 주어집니다.

Prizes for Each Category

부문별 시상

1st Place: $80.00 2nd Place: $60.00 3rd Place: $40.00

1위: 80달러 2위: 60달러 3위: 40달러

* Arrangements will be on display until May 9, 2020.
전 시 되 다

* 꽃꽂이 작품은 2020년 5월 9일까지 전시될 것입니다. 

규칙

▪각 참가자는 자신의 재료를 가져와야 합니

다.

▪꽃꽂이를 끝내는 데 30분이 주어집니다.

부문별 시상

1위: 80달러 2위: 60달러 3위: 40달러

* 꽃꽂이 작품은 2020년 5월 9일까지 전시

될 것입니다.

•enroll ⓥ 등록하다

•contestant ⓝ (대회의) 참가자

•material ⓝ 재료

•arrangement ⓝ 배치, 배열, 배열 방법

•on display 전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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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Bright Cat Toy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은?1

Bright Cat Toy

Attract your cat’s attention and satisfy their hunting 
관심을 끌어라 충 족 시 키 다

instincts with a unique electronic cat toy.

독특한 전자 고양이 장난감으로 여러분 고양이의 관심을 끌고 사냥 본능을 

충족시키세요.

Key Benefits

주요 이점

▪ The feather appears randomly in the 6 holes.

▪깃털이 6개의 구멍에서 무작위로 나옵니다.

▪ Feathers can be exchanged easily.

▪깃털을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 It automatically stops running after 8 minutes.

▪8분 후 자동으로 작동을 멈춥니다.

▪ It is fully charged in 30 minutes via USBcable, and it 

runs for 5 hours.

▪USB 케이블을 통해 30분 만에 완전히 충전되며, 5시간 동안 작동합니

다.

Bright Cat Toy

독특한 전자 고양이 장난감으로 여러분 고양

이의 관심을 끌고 사냥 본능을 충족시키세요.

주요 이점

▪깃털이 6개의 구멍에서 무작위로 나옵니다.

▪깃털을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8분 후 자동으로 작동을 멈춥니다.

▪USB 케이블을 통해 30분 만에 완전히 충전

되며, 5시간 동안 작동합니다.

•attract ⓥ 매료시키다

•attention ⓝ 관심, 주의

•instinct ⓝ 본능

•feather ⓝ 깃털

•randomly ad 무작위로

•hole ⓝ 구멍

•exchange ⓥ 교체하다

•automatically ad 자동적으로

•fully ad 완전히, 충분히

•charge ⓥ 충전하다

•via prep ~을 통하여[거쳐]

•run ⓥ 작동하다

 ② 8분 후에 자동으로 작동을 멈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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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Use
사용법

▪ Short press the button to power on / off the device.
짭 게

▪기기의 전원을 켜거나 끄려면 버튼을 짧게 누르세요.

▪ Long press the button to change feathers.
길 게 깃 털

▪깃털을 바꾸려면 버튼을 길게 누르세요.

What’s in the Box

상자 속 내용물

▪ Bright Cat Toy: 1 piece

▪Bright Cat Toy: 1개

▪ Feather: 2 pieces (1 installed, 1 extra)

▪깃털: 2개(장착된 것 1개, 여분 1개) 

사용법

▪기기의 전원을 켜거나 끄려면 버튼을 짧게 

누르세요.

▪깃털을 바꾸려면 버튼을 길게 누르세요.

상자 속 내용물

▪Bright Cat Toy: 1개

▪깃털: 2개(장착된 것 1개, 여분 1개)

•press ⓥ 누르다

•device ⓝ 기기, 장치

•install ⓥ 장착하다, 설치하다

•extra ⓐ 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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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Springfield Photo Contest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Springfield Photo Contest

Show off your pictures taken in this beautiful town. 
자 랑 해 라

이 아름다운 마을에서 촬영한 여러분의 사진을 뽐내 보세요.

All the winning entries will be included in the official 
수 상 작

Springfield tour guide book!

 모든 수상작은 Springfield 공식 여행안내 책자에 수록될 것입니다! 

Prizes

•1st Place: $500

•2nd Place: $250

•3rd Place: $150
상금

• 1등: 500달러

• 2등: 250달러

• 3등: 150달러

Springfield 사진 콘테스트

이 아름다운 마을에서 촬영한 여러분의 사진

을 뽐내 보세요. 모든 수상작은 Springfield 

공식 여행안내 책자에 수록될 것입니다! 

상금

• 1등: 500달러

• 2등: 250달러

• 3등: 150달러

•show off ~을 뽐내다[자랑하다]

•entry ⓝ 출품작

•official ⓐ 공식적인

•entrant ⓝ 참가자

•submission ⓝ 제출 

 ④ 컬러 사진 및 흑백 사진이 허용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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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st Rules

콘테스트 규칙

•Limit of 5 photos per entrant

• 참가자당 5개의 사진으로 제한합니다.

•Photos must be taken in Springfield.

• 사진은 Springfield에서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Photos must be submitted digitally as JPEG files.

• 사진은 JPEG 파일의 디지털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Photos should be in color (black-and-white photos are not 

accepted).

• 사진은 컬러여야 합니다(흑백 사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The submission must be completed on our website 
완 료 되 다

(www.visitspringfield.org) by December 27, 2019.

제출은 2019년 12월 27일까지 우리 웹 사이트

(www.visitspringfield.org)로 완료되어야 합니다.

Please email us at info@visitspringfield.org for further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info@visitspringfield.org로 우리에게 이메일

을 보내주세요.

콘테스트 규칙

• 참가자당 5개의 사진으로 제한합니다.

• 사진은 Springfield에서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 사진은 JPEG 파일의 디지털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사진은 컬러여야 합니다(흑백 사진은 허용되

지 않습니다). 

제출은 2019년 12월 27일까지 우리 웹 사이

트(www.visitspringfield.org)로 완료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info@visitspringfield.org로 우리에게 이메

일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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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19 Upcycling Festival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

치하는 것은?1

2019 Upcycling Festival

The Riverside Art Center is proud to announce the 2019 

Upcycling Festival, a festival for the whole family to 

create, see and learn about the art of upcycling. 

Riverside 아트센터는 온 가족이 업사이클링 예술을 만들고, 보고, 배울 

수 있는 축제인 2019 업사이클링 축제를 알리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There is no admission fee and booking is not needed.

입장료가 없고 예약은 필요 없습니다.

Date & Time

Saturday, November 23, 2:00 pm-5:00 pm

날짜와 시간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Location 

The Riverside Art Center

장소 

Riverside 아트센터

2019 업사이클링 축제

Riverside 아트센터는 온 가족이 업사이클

링 예술을 만들고, 보고, 배울 수 있는 축제인 

2019 업사이클링 축제를 알리게 되어 자랑

스럽습니다. 

입장료가 없고 예약은 필요 없습니다.

날짜와 시간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장소 

Riverside 아트센터

•upcycle ⓥ (재활용품을) 업사이클하다, 더 

나은 것으로 만들다

•admission ⓝ 입장

•booking ⓝ 예약

•hands-on 직접 해 보는

•utilize ⓥ 이용하다, 활용하다

•waste ⓐ 쓸모 없어진

•environmental ⓐ 환경과 관련된 

 ③ 어린이를 위한 체험 활동이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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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s
프로그램

•Hands-on activities for children: making art pieces 
직접 체험 활동

utilizing used or waste materials at the center’s garden 
이 용 하 여

어린이를 위한 직접 체험 활동:  센터의 정원에서 낡거나 쓸모없는 재료를 

이용하여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hibition: famous upcycled artwork in the lobby 
전 시

전시: 로비에 유명한 업사이클 예술 작품이 전시됩니다. 

•Movie:documentaries on environmental topics in the 

meeting room

영화: 회의실에서 환경 주제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상영됩니다. 

Parking

주차

•The parking lot is open from 1:00 pm to 6:00 pm.

주차장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개방됩니다. 

•The parking fee is $5.

주차 요금은 5달러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all 123-456-0987.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123-456-0987로 전화하세요. 

프로그램

어린이를 위한 직접 체험 활동:  센터의 정원

에서 낡거나 쓸모없는 재료를 이용하여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시: 로비에 유명한 업사이클 예술 작품이 

전시됩니다. 

영화: 회의실에서 환경 주제에 관한 다큐멘터

리가 상영됩니다. 

주차

주차장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개방됩니다. 

주차 요금은 5달러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123-456-0987

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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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7 [19년 9월 27번]

27. Alabama Coastal Cleanup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ALABAMA COASTAL CLEANUP

Looking for a way to give back to the community /  while 

connecting with nature? 

지역 사회에 환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 자연과 함께하면서 

Join us on the 2nd Saturday of every month / to reduce 

ocean pollution in Alabama.

매월 두 번째 토요일에 우리와 함께하세요. / Alabama의 해양 오염을 줄

이기 위해

Where & When

View our list of cleanup locations and / choose the 

location you want.

우리의 청소 장소 목록을 보고 / 원하는 장소를 선택하세요.

• Alabama Port: 9 a.m. to 11 a.m.

• Gaillard Island: 2 p.m. to 4 p.m. 

ALABAMA COASTAL CLEANUP

자연과 함께하면서 지역 사회에 환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Alabama의 해양 오염을 줄이기 위해 매월 

두 번째 토요일에 우리와 함께하세요. 

어디서 & 언제

우리의 청소 장소 목록을 보고 원하는 장소

를 선택하세요.

 · Alabama Port: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까지

 · Gaillard Island: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까지

•cleanup ⓝ 청소

•view ⓥ 보다

•accompany ⓥ 동반하다

•reusable ⓐ 재사용할 수 있는

•registration ⓝ 등록

•close ⓥ 끝나다, 마감되다

 ⑤ 행사 당일에 등록이 가능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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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nteer Checklist

• Open to all ages (Volunteers under 16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동 반 되 다

모든 연령층에게 열려 있음 (16세 미만 자원봉사자는 어른과 동행해야 합

니다.)

• Things to bring: a hat, gloves, and a reusable water 
재 사 용 가 능 한

bottle (Drinking water will be provided.)

가져올 것: 모자, 장갑, 재사용 가능한 물병 (마실 물이 제공됩니다.)

• Registration will close two days before the event. 
등 록 마 감 된 다

등록은 행사 이틀 전에 마감됩니다.

For more information, / please visit cleanup2save.org.

더 많은 정보를 위해, / cleanup2save.org를 방문하세요. 

자원봉사자 체크리스트

 · 모든 연령층에게 열려 있음 (16세 미만 자

원봉사자는 어른과 동행해야 합니다.)

 · 가져올 것: 모자, 장갑, 재사용 가능한 물

병 (마실 물이 제공됩니다.) 

 · 등록은 행사 이틀 전에 마감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 cleanup2save.org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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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8 [19년 9월 28번]

28. Mini Beam Projector 사용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1

Mini Beam Projector

-Instructions-

LED Power Indicator
전 원 표 시 기

• Red: Power standby state

빨간색: 전원 대기 상태

• Green: Projector on and operating

녹색: 프로젝터가 전원이 켜진 상태로 작동 중

How to Operate
작 동 법

In standby mode, / press the power button once to turn 

the projector on. 

대기 모드에서 / 프로젝터를 켜기 위해 전원버튼을 한 번 누르시오.

Press the power button twice / to turn the projector off.

전원 버튼을 두 번 누르시오. / 프로젝터를 끄기 위해

Adjust the volume level / by moving the joystick left or 

right.

음량을 조절하시오. / 조이스틱을 좌우로 움직여

Adjust the focus of the image / by rotating the focus ring. 

이미지의 초점을 맞추시오./ 포커스 링을 돌려 

Mini Beam Projector

-사용 설명서-

LED 전원 표시기

· 빨간색: 전원 대기 상태

· 녹색: 프로젝터가 전원이 켜진 상태로 작

동 중

작동법

대기 모드에서 프로젝터를 켜기 위해 전원버

튼을 한 번 누르시오.

프로젝터를 끄기 위해 전원 버튼을 두 번 누

르시오.

조이스틱을 좌우로 움직여 음량을 조절하시

오. 

포커스 링을 돌려 이미지의 초점을 맞추시오.

•instruction ⓝ (사용) 설명서

•indicator ⓝ 지표, 표시기

•state ⓝ 상태

•operate ⓥ 작동되다

•adjust ⓥ 조절하다, 맞추다

•rotate ⓥ 회전시키다

•delete ⓥ 삭제하다

 ④ 포커스 링을 돌려서 이미지의 초점을 맞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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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ng a USB Device

Connect a USB device to the USB port of the projector / 

to enjoy your content files. 

USB 장치를 프로젝터의 USB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 콘텐츠 파일을 즐

기기 위해

You cannot write data to or delete data / from the USB 

device.

저장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를 USB 장치에 

USB 장치 연결하기 

콘텐츠 파일을 즐기기 위해 USB 장치를 프

로젝터의 USB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데이터를 USB 장치에 저장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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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9 [19년 6월 27번]

27. Flying Apron Cookery School Classes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Flying Apron Cookery School Classes

Enjoy a variety of classes in our beautiful cooking school 

kitchen!

Class

French Meals: 5th July

British Brunch: 12th July

Taste of Mexico: 19th July

Time: 7:30pm to 9:30pm 

Fee: $50 per person per class (including the cost of all 

the ingredients)

*Each class requires a minimum of 4 participants and a 

maximum of 10.

*Participants can’t get a refund once their class starts.

*After class, participants can take home all recipes and 

the meals they cooked.

Flying Apron Cookery School 

Classes

우리의 아름다운 요리 학교 주방에서 다양한 

수업을 즐기세요!

수업

프랑스 식사: 7월 5일

영국식 브런치: 7월 12일

멕시코의 맛: 7월 19일

시간: 오후 7시 30분에서 오후 9시 30분까지

수업료: 매 수업 당 1인 50달러 (모든 재료비 

포함)

각 수업은 최소 4명에서 최대 10명의 참가자

를 요합니다.

*참가자들은 각 수업이 일단 시작되면 환불

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 참가자들은 모든 요리법

과 요리한 음식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

다. 

•a variety of 다양한, 여러 가지의

•ingredient ⓝ 재료

•minimum ⓝ 최소

•maximum ⓝ 최대, 최고

•refund ⓝ 환불

 ③ 참가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강좌가 개설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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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0 [19년 6월 28번]

28. Bristol Aquarium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1

Bristol Aquarium

Dive into the ocean and discover thousands of amazing 

aquatic creatures right in the heart of Bristol. 

Opening Hours

· Weekdays: 10:00am-4:00pm

· Weekends: 10:00am-5:00pm

- Last entry is one hour before closing.

- We are open on all holidays except Christmas Day.

Ticket Prices

- Get tickets online at 10% off.

Notice

· Taking pictures is allowed.

· Do not touch the glass! It scares the fish.
놀 라 게 하 다

Bristol Aquarium

Bristol의 중심에서 바다에 뛰어들어 수천 마

리의 놀라운 수중 생물들을 만나세요.

개장 시간

·주중: 오전 10시-오후 4시

·주말: 오전 10시-오후 5시

-마지막 입장은 폐장 1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모든 휴일에 개장합니다.

티켓 가격

-온라인에서 10퍼센트 할인된 티켓을 구매하

세요.

공지사항

·사진 찍는 것이 허용됩니다. 

·유리를 만지지 마세요! 물고기를 놀라게 합

니다.

•aquatic ⓐ 물속에 사는

•creature ⓝ 생물, 생명이 있는 존재

•entry ⓝ 입장

•standard ⓐ 표준의, 일반적인

•admission ⓝ 입장료

•scare ⓥ 놀라게 하다 

 ④ 온라인으로 할인된 티켓을 살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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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9년 3월 26번]

26.Safety Poster Contest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

하지 않는 것은?1

Safety Poster Contest

Each year / there is a topic chosen by the Safety First 
선 정 된

Chair. 

매년 / Safety First Chair에서 선정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This year / the topic is Classroom Safety.

올해의 / 주제는 교실 안전입니다. 

Contest Rules:

대회 규칙:

▪ The contest is divided into two age groups: / 8 to 9 
나 누 어 진 다

year olds and 10 to 11 year olds.

▪ 대회는 두 개의 연령 집단으로 나뉩니다: / 8세에서 9세까지와 10세에

서 11세까지

▪ Poster size is 11 inches by 14 inches only.

▪ 포스터의 크기는 가로 11인치에 세로 14인치만 허용됩니다.

▪ On the back of the poster, / please write the name and 
뒷 면 에

age of the artist.

▪ 포스터 뒷면에 / 예술가(참가자)의 이름과 나이를 써주세요.

Safety Poster 대회

매년 Safety First Chair에서 선정하는 주제

가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교실 안전입니

다. 

대회 규칙:

▪ 대회는 두 개의 연령 집단으로 나뉩니다: 8

세에서 9세까지와 10세에서 11세까지

▪ 포스터의 크기는 가로 11인치에 세로 14인

치만 허용됩니다.

▪포스터 뒷면에 예술가(참가자)의 이름과 나

이를 써주세요.

•contest ⓝ 대회

•topic ⓝ 주제

•divide ⓥ 나누다

•back ⓝ 뒷면

•entry ⓝ 출품작 

 ④ 출품작은 일인당 두 편까지 허용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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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ries are limited to one per person.

출 품 작 1 인 당

▪ 출품작은 일 인당 한 편으로 제한됩니다.

▪ The deadline for submitting your poster is March 31, 
마 감 제 출 하 다

2019.

▪ 포스터의 제출 기한은 2019년 3월 31일입니다.

▪ Each first place winner will receive a $50 gift certificate.
상 품 권

▪ 각 1등 수상자는 50달러의 상품권을 받습니다.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www.safetyfirstchair.com.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safetyfirstchair.com을 방문해 주세요.

▪ 출품작은 일 인당 한 편으로 제한됩니다.

▪ 포스터의 제출 기한은 2019년 3월 31일입

니다.

▪ 각 1등 수상자는 50달러의 상품권을 받습

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safetyfirstchair.com을 방문해 주세

요.

•deadline ⓝ 기한

•submit ⓥ 제출하다

•first place 1등

•receive ⓥ 받다

•gift certificate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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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2 [19년 3월 27번]

27.Adult Bike Repair Class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

치하는 것은?1

Adult Bike Repair Class

성인을 위한 자전거 수리 교실

This course is a great way to begin learning how to 

repair and maintain your bike yourself.

이 과정은 훌륭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자전거를 수리하

고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Who: Open to everyone

대상: 모든 사람들이 참여 가능함

-We do need at least five participants to hold classes!
열 다

- 수업이 열리려면 최소 다섯 명의 참가자가 꼭 필요합니다!

Class Time: Mondays 6:30 PM – 9:00 PM

수업 시간: 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This is a 4 week hands-on class.
직접 손으로 만드는

- 이것은 4주간 직접 실습하는 수업입니다. 

성인을 위한 자전거 수리 교실

이 과정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자전거를 수

리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훌

륭한 방법입니다.

대상: 모든 사람들이 참여 가능함

- 수업이 열리려면 최소 다섯 명의 참가자가 

꼭 필요합니다!

수업 시간: 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 이것은 4주간 직접 실습하는 수업입니다.

•maintain ⓥ 유지하다

•at least 적어도, 최소한

•hands-on 직접 해보는

•pre-registration 사전 등록

 ③ 비용은 80달러이며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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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80 (preregistration required)

Class Schedule:

 Week 1:Bike Parts & Tools

 Week 2:Bike Safety Check

 Week 3:Cable & Brakes

 Week 4:The Drive System

▪We do not provide bikes for class. 

수업을 위해 자전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Bring your own bike.

여러분 자신의 자전거를 갖고 오십시오.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us at 4566-8302.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4566-8302로 연락 주십시오.

비용: 80달러(사전 등록 필요함)

수업 일정:

첫째 주: 자전거 부품과 도구

둘째 주: 자전거 안전 점검

셋째 주: 케이블과 제동 장치

넷째 주: 구동 장치

▪ 수업을 위해 자전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전거를 갖고 오십시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4566-8302로 연

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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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FAST Walk Day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

는 것은?1

Join FAST and Walk Together

(Foundation for Angelman Syndrome Therapeutics)

(Angelman 증후군 치료를 위한 재단)

The FAST Walk Day raises  funds for research to find 
기금을 모금한다

treatments and a cure for Angelman syndrome, a rare 
치 료 법 치 료 제

neurogenetic disorder that includes developmental 
희 귀 신 경 유 전 장 애

delay, lack of speech, and walking disorders.
발달 지연 언 어 지 연 보 행 장 애

FAST Walk Day는 발달 지연, 언어능력 결핍 그리고 보행 장애를 포함

하는 희귀 신경 유전 장애인 Angelman 증후군의 치료법과 치료 약을 찾

아내기 위한 연구 기금을 모금합니다.

FAST에 참여해서 함께 걸어요

(Angelman 증후군 치료를 위한 재단)

FAST Walk Day는 발달 지연, 언어능력 결

핍 그리고 보행 장애를 포함하는 희귀 신경 

유전 장애인 Angelman 증후군의 치료법과 

치료 약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 기금을 모금합

니다.

 

•foundation ⓝ 재단

•syndrome ⓝ 증후군

•therapeutics ⓝ 치료법

•raise ⓥ 모으다

•treatment ⓝ 치료

•cure ⓝ 치료제

•neurogenetic ⓐ 신경 유전의

•disorder ⓝ 질병

•registration ⓝ 접수

•park ⓥ 주차하다 

 ⑤ 행사 티셔츠는 당일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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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Saturday, Dec 22, 2018

날짜: 2018년 12월 22일 토요일

◾ Time: Sign-in starts at 9:00 am.
등 록

            Walk begins at 10:00 am.

시간: 등록은 오전 9시에 시작합니다.

          걷기는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 Location: Blue Pacific Park, 5030 Beverly Blvd, LA

장소: Blue Pacific Park, 5030 Beverly Blvd, LA

◾ Early bird registration: $30 by Oct 31 and $40 after
사 전 접 수

사전 접수: 10월 31일까지는 30달러, 그 이후에는 40달러

◾ Park for free at Blue Pacific Parking Lot or Romeo 
무료 주차

Parking Lot.

Blue Pacific 주차장 또는 Romeo 주차장에 무료로 주차하세요.

◾ FAST Walk Day t-shirts will be only available online for 
구 매 가 능 한

purchase, while supplies last.
재고 있는 동안에

FAST Walk Day 티셔츠는 재고가 있는 동안 온라인으로만 구매가 가능

할 것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Mary Jackson(maryjackson@fast.org).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Mary Jackson(maryjackson@fast.org)에

게 연락해 주세요.

날짜: 2018년 12월 22일 토요일

시간: 등록은 오전 9시에 시작합니다.

          걷기는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장소: Blue Pacific Park, 5030 Beverly 

Blvd, LA

사전 접수: 10월 31일까지는 30달러, 그 이후에는 

40달러

Blue Pacific 주차장 또는 Romeo 주차장

에 무료로 주차하세요.

FAST Walk Day 티셔츠는 재고가 있는 동

안 온라인으로만 구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Mary 

Jackson(maryjackson@fast.org)에게 연

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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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Cyber Security Awareness Contest에 관한 다음 안내

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1

Cyber Security Awareness Contest

Create a video that explains information security 

problems and specific actions / students can take to 

safeguard their mobile devices or their personal 
보 호 하 다 개 인 정 보

information.

정보 보안 문제들과 자신의 휴대용 기기와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학

생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설명하는 영상물을 제작하세요.

Guidelines
지침

•An individual student or a group of students may submit 

a video.

•개별 학생 혹은 학생 그룹으로 영상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Only one video submission per person or group is 
제 출

permissible.
허 용 되 는

•개인 또는 그룹별 한 편의 영상물만 제출이 허용됩니다.

•All videos must include subtitles.
자 막

•모든 영상물은 자막을 포함해야 합니다.

•Entries will be judged on creativity, content, and overall 
출 품 작 창 의 성 내 용 전 반 적 인

effectiveness of delivery.
효 과 성 . . . 전 달

•출품작들은 창의성, 내용 그리고 전반적인 전달의 효과성을 기준으로 평

가될 것입니다.

사이버 보안 인식 대회

정보 보안 문제들과 자신의 휴대용 기기와 개

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학생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설명하는 영상물을 

제작하세요.

지침

•개별 학생 혹은 학생 그룹으로 영상물을 제

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그룹별 한 편의 영상물만 제출이 

허용됩니다.

•모든 영상물은 자막을 포함해야 합니다.

•출품작들은 창의성, 내용 그리고 전반적인 

전달의 효과성을 기준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security ⓝ 보안

•awareness ⓝ 인식

•specific ⓐ 구체적인

•take action 조치를 취하다

•safeguard ⓥ 보호하다

•device ⓝ 기기

•submit ⓥ 제출하다 

 ⑤ 수상작은 교내 보안 인식 캠페인에 사용될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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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line & Winner Announcement

마감일 & 수상자 발표

•Videos must be submitted online by November 30.

영상물은 11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The winners will be notified on our school website on 
공 지 되 다

December 14.

•수상자들은 12월 14일에 학교 웹 사이트에 공지될 것입니다.

Prizes

1st - $200

2nd - $150

3rd - $100
상금

•1등 – 200달러

•2등 – 150달러

•3등 – 100달러

*Winning entries will be used in campus security 

awareness campaigns.
교내 보안 인식 캠페인

*수상작들은 교내 보안 인식 캠페인에 사용될 것입니다 

마감일 & 수상자 발표

영상물은 11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되

어야 합니다.

•수상자들은 12월 14일에 학교 웹 사이트에 

공지될 것입니다.

상금

•1등 – 200달러

•2등 – 150달러

•3등 – 100달러

*수상작들은 교내 보안 인식 캠페인에 사용

될 것입니다

•permissible ⓐ 허용되는

•subtitle ⓝ 자막

•entry ⓝ 출품작

•overall ⓐ 전반적인

•effectiveness ⓝ 효과성, 유효성

•notify ⓥ 통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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