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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Premier Reading Challenge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

하지 않는 것은?1

Premier Reading Challenge

This is not a competition, / but rather a challenge to 

inspire students with the love of reading.

이 행사는 경쟁하는 대회가 아니고, / 학생들이 독서에 대한 사랑을 가지

도록 영감을 주기 위한 도전과제입니다. 

• Participants

‐ Students from 6th grade to 9th grade

· 참가자들

‐ 6학년부터 9학년까지의 학생들

• Dates

‐ From June 1st to December 31st

· 날짜

‐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Challenge

‐ Each student in 6th and 7th grade must read 15 books. 

‐ Each student in 8th and 9th grade must read 20 books.

· 도전 과제

‐ 6학년과 7학년 개별 학생은 15권의 책을 읽어야 합니다.

‐ 8학년과 9학년 개별 학생은 20권의 책을 읽어야 합니다. 

Premier Reading Challenge 안내

이 행사는 경쟁하는 대회가 아니고, 학생들

이 독서에 대한 사랑을 가지도록 영감을 주

기 위한 도전과제입니다. 

· 참가자들

‐ 6학년부터 9학년까지의 학생들

· 날짜

‐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도전 과제

‐ 6학년과 7학년 개별 학생은 15권의 책을 

읽어야 합니다.

‐ 8학년과 9학년 개별 학생은 20권의 책을 

읽어야 합니다. 

•competition ⓝ 경쟁

•participant ⓝ 참가자

•bookmark ⓝ 책갈피

•certificate ⓝ 자격증

•achievement ⓝ 성취

•complete ⓥ 완료하다

 ② 6월부터 5개월간 진행되는 행사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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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ze

‐ A bookmark for every participant

‐ A Certificate of Achievement for students who complete 

the challenge · Registration

‐ Online only ― www.edu.prc.com

· 상품

‐ 모든 참가자들에게 책갈피

‐ 도전과제를 완수한 학생들에게 수료증

· 등록

‐ 오직 온라인으로만 ― www.edu.prc.com

※ For more information, see the school librarian or visit 

the website above.

※ 더 많은 정보를 위해, 학교 도서관 사서를 만나거나 위에 있는 웹 사이

트를 방문하세요.

· 상품

‐ 모든 참가자들에게 책갈피

‐ 도전과제를 완수한 학생들에게 수료증

· 등록

‐ 오직 온라인으로만 ― www.edu.prc.com

※ 더 많은 정보를 위해, 학교 도서관 사서를 

만나거나 위에 있는 웹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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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Wolf Howls in Algonquin Park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1

Wolf Howls in Algonquin Park

Wolf Howls in Algonquin Park is offering you a oncein-a--

lifetime experience tonight!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the wolves communicate 

with our staff.

Wolf Howls in Algonquin Park는 오늘밤 당신에게 평생 한 번 밖에 없

을만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늑대들이 우리 직원과 나누는 대화를 들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When & Where

• 8 p.m. Wednesday, August 25th, 2021 (Only if the 

weather permits and a wolf pack is nearby.) 

• Meet our staff at the outdoor theater and travel with 

them to the wolf howling location.

언제 & 어디에서

· 2021년 8월 25일 수요일 오후 8시 (날씨가 허락하고 늑대 무리가 근

처에 있을 때만 가능) 

· 야외극장에서 직원을 만나서 늑대울음 장소까지 그들과 함께 오세요.

Fee

• $18.00 per person (Free for Ontario residents 65 and 

older)

이용 요금

· 1인당 18달러(65세 이상 Ontario 거주자는 무료) 

Wolf Howls in Algonquin Park 프로그

램

Wolf Howls in Algonquin Park는 오늘밤 

당신에게 평생 한 번 밖에 없을만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늑대들이 우리 직원과 나누는 대화를 들을 기

회를 놓치지 마세요.

언제 & 어디에서

· 2021년 8월 25일 수요일 오후 8시 (날씨

가 허락하고 늑대 무리가 근처에 있을 때만 

가능) 

· 야외극장에서 직원을 만나서 늑대울음 장

소까지 그들과 함께 오세요.

이용 요금

·1인당 18달러(65세 이상 Ontario 거주자

는 무료) 

•permit ⓥ 허락하다

•pack ⓝ 무리, 떼

•howling ⓐ 울부짖는

 ⑤  참가자 수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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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Dress warmly for this special program which will last 

longer than three hours.

• No dogs are allowed during the event.

• If there are less than 5 people for the event, it will be 

cancelled.
공지

· 3시간 이상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위해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 행사 내내 반려견을 동반할 수 없습니다. 

· 행사에 5인 미만 신청 시, 취소됩니다.

※ Visit our website at www.algonquinpark.on for more 

information.

※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우리 웹 사이트 www.algonguinpark.on에 

방문하세요.

공지

· 3시간 이상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위해 옷

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 행사 내내 반려견을 동반할 수 없습니다. 

· 행사에 5인 미만 신청 시, 취소됩니다.

※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우리 웹 사이트 

www.algonguinpark.on에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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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Go Green” Writing Contest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

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Go Green” Writing Contest

Share your talents & conserve the environment
보 존 해 라

여러분의 재능을 나누라 & 환경을 보존하라

Main Topic: Save the Environment 

주제: 환경을 지켜라 

Writing Categories

Slogan  Poem  Essay

Requirements: 요구 사항: 

• Participants: High school students 

• Participate in one of the above categories (only one 

entry per participant)
한 작 품 참 여 자

• 위 글쓰기 부문 중 하나에 참가하시오 (참가자 일 인당 한 작품) 

Deadline: July 5th, 2021

• Email your work to apply@gogreen.com.

• apply@gogreen.com으로 작품을 보내시오. 

“Go Green” Writing Contest

여러분의 재능을 나누라 & 환경을 보존하라

주제: 환경을 지켜라

글쓰기 부문

슬로건 시 에세이

요구 사항:

 • 참가자: 고등학생

 • 위 글쓰기 부문 중 하나에 참가하시오

(참가자 일 인당 한 작품)

마감 기한: 2021년 7월 5일

 • apply@gogreen.com으로 작품을 보내

시오. 

•share ⓥ 나누다, 공유하다

•conserve ⓥ 보존하다

•category ⓝ 부문, 분야

•requirement ⓝ 요구 사항

•participant ⓝ 참가자

•entry ⓝ 출품작

•announce ⓥ 공지하다, 발표하다 

 ⑤�수상자는�개별적으로�연락받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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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ze for Each Category 부문별 상금

1st place: $80  2nd place: $60  3rd place: $40

The winners will be announced only on the website on 

July 15th, 2021. 

수상자는 2021년 7월 15일에 웹 사이트에서만 공지될 예정입니다.

No personal contact will be made. 

개별 연락은 없을 것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gogreen.com. 

추가 정보를 원한다면, www.gogreen.com을 방문하시오.  

부문별 상금

 1등: $80  2등: $60  3등: $40

수상자는 2021년 7월 15일에 웹 사이트에서

만 공지될 예정입니다. 개별 연락은 없을 것

입니다. 

추가 정보를 원한다면, www.gogreen.com

을 방문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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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Virtual Idea Exchange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

하는 것은?1

 

Virtual Idea Exchange

Connect in real time and have discussions about the 

upcoming school festival. 
다 가 오 는 학 교 축 제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다가오는 학교 축제에 관해 토론하시오. 

Goal 목표

·Plan the school festival and share ideas for it. 

학교 축제를 계획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시오. 

Participants: Club leaders only

참가자: 동아리장만 

What to Discuss 토론 내용

Themes  Ticket sales  Budget
주 제 예 산

Date & Time: 5 to 7 p.m. on Friday, June 25th, 2021

날짜 & 시간: 2021년 6월 25일 금요일 오후 5시~7시 

Notes 참고사항

Get the access link by text message 10 minutes before 

the meeting / and click it. 

회의 10분 전에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는 접속 링크를 받아서 클릭하시오. 

Type your real name / when you enter the chatroom. 

실명을 입력하시오 / 대화방에 들어올 때. 

Virtual Idea Exchange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다가오는 학교 축제에 

관해 토론하시오. 

목표

학교 축제를 계획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시

오. 

참가자: 동아리장만

토론 내용

주제  티켓 판매  예산

날짜 & 시간: 2021년 6월 25일 금요일 오후 

5시~7시

참고사항

* 회의 10분 전에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는 접

속 링크를 받아서 / 클릭하시오.

* 실명을 입력하시오 / 대화방에 들어올 때.

•virtual ⓐ 가상의

•in real time 실시간으로

•upcoming ⓐ 다가오는

•participant ⓝ 참가자

•budget ⓝ 예산

•access ⓝ 접속

•text message 문자 메시지

•chatroom ⓝ 채팅방, 대화방 

 ④�접속�링크를�문자로�받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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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Science Selfie Competition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

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Spring Farm Camp

Our oneday spring farm camp gives your kids true, 

hands-on farm experience.
직접 해 보는

우리의 일일 봄 농장 캠프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실제 직접 해 보는 농장 

경험을 제공합니다.

When: Monday, April 19 - Friday, May 14

Time: 9 a.m. - 4 p.m.

Ages: 6 - 10

Participation Fee: $70 per person (lunch and snacks 

included)

참가비: 개인당 70달러 (점심과 간식 포함)

Activities:

• making cheese from goat’s milk

• 염소젖으로 치즈 만들기

• picking strawberries

• 딸기 따기

• making strawberry jam to take home

• 집으로 가져갈 딸기잼 만들기

We are open rain or shine.

날씨에 상관없이 운영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b_orchard.com.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b_orchard.com에 접속하세요.

봄 농장 캠프

우리의 일일 봄 농장 캠프는 여러분의 자녀에

게 실제 직접 해 보는 농장 경험을 제공합니

다.

기간: 4월 19일 월요일 ~ 5월 14일 금요일

시간: 오전 9시 ~ 오후 4시

나이: 6세 ~ 10세

참가비: 개인당 70달러 (점심과 간식 포함)

활동:

• 염소젖으로 치즈 만들기

• 딸기 따기

• 집으로 가져갈 딸기잼 만들기

날씨에 상관없이 운영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b_orchard.com에 접속하세요.

•hands-on ⓐ 직접 해 보는, 실제 체험하는

•participation fee 참가비

•include ⓥ 포함하다

•goat ⓝ 염소

•rain or shine 날씨에 상관없이

 ⑤ 비가 오면 운영하지 않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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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Toy & Gift Warehouse Sale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

과 일치하는 것은?  1

Great Aquarium

Opening Hours: 10 a.m. - 6 p.m., daily

Last entry is at 5 p.m.

Events

Ticket Prices

*Ticket holders will receive a free drink coupon.
소 지 자

티켓 소지자는 무료 음료 쿠폰을 받습니다.

Booking Tickets

• ALL visitors are required to book online.
= s h o u l d

• ‘모든’ 방문객은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합니다.

• Booking will be accepted up  to 1 hour before entry.
최대 ~까지

• 예약은 입장 1시간 전까지 받습니다.

Great Aquarium 안내

Great 수족관

개장 시간: 매일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은 오후 5시입니다.

행사

티켓 가격

티켓 소지자는 무료 음료 쿠폰을 받습니다.

티켓 예약

• ‘모든’ 방문객은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합니

다.

• 예약은 입장 1시간 전까지 받습니다.

•aquarium ⓝ 수족관

•entry ⓝ 입장

•feeding ⓝ 먹이 주기

•senior ⓝ 노인

•holder ⓝ 소지자

•booking ⓝ 예약

•accept ⓥ 받아들이다 

Fish Feeding 10 a.m. - 11 a.m.

Penguin Feeding 1 p.m. - 2 p.m.

Age Price

Kids (12 and under) $25

Adults (20 - 59) $33
Teens (13 – 19)

Seniors (60 and above)
$30

물고기 먹이 주기 오전 10시~오전 11시

펭귄 먹이 주기 오후 1시~오후 2시

나이 가격

어린이(12세 이하) 25달러

성인(20세~59세) 33달러

십대(13세~19세)

노인(60세 이상)
30달러

 ④ 티켓 소지자는 무료 음료 쿠폰을 받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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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0 Student Building Block Competition에 관한 다

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2020 Student Building Block Competition

Students in every grade will compete to build the most 

creative and livable structure made out of blocks!

각 학년의 학생들이 블록으로 만들어진 가장 창의적이고 살기에 알맞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경쟁할 것입니다!

When & Where

일시와 장소

⚫  2 p.m. - 4 p.m. Saturday, November 21

⚫  Green Valley Elementary School Gym

⚫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 오후 4시

⚫  Green Valley 초등학교 체육관

Rules
규칙

⚫  All building projects must be completed on site with 

supplied blocks only.

⚫  모든 건축 프로젝트는 제공된 블록만으로 현장에서 완성되어야 합니

다.

⚫  Participants are not allowed to receive outside 

assistance.

⚫  참가자들은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0 학생 블록 쌓기 대회

각 학년의 학생들이 블록으로 만들어진 가장 

창의적이고 살기에 알맞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경쟁할 것입니다!

일시와 장소

⚫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 오후 4

시

⚫  Green Valley 초등학교 체육관

규칙

⚫  모든 건축 프로젝트는 제공된 블록만으

로 현장에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  참가자들은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허

용되지 않습니다.

•competition ⓝ (경연) 대회

•compete ⓥ 경쟁하다

•livable ⓐ 살기 좋은

•structure ⓝ 구조물

•made out of ~로 만든

•on site 현장에서

•assistance ⓝ 도움

•registration ⓝ 등록

 ⑤ 현장에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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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기출의 바이블 고1 영어_10강 
분석자료 

Update 2022. 4. 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Gifts & Prizes

선물과 상

⚫  All the participants receive a T-shirt.

⚫  모든 참가자들은 티셔츠를 받습니다.

⚫  One winner from each grade group wins ＄100 and a 

medal.

⚫  각 학년 그룹별 우승자는 100달러와 메달을 받습니다.

Sign up
등록

⚫  Participation is FREE!

⚫  참가는 무료입니다!

⚫  Email jeremywilson@greenvalley.org by November 

15.

⚫  11월 15일까지 jeremywilson@greenvalley.org로 이메일을 보내

세요.

(Registration on site is not available.)

(현장에서 등록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선물과 상

⚫  모든 참가자들은 티셔츠를 받습니다.

⚫  각 학년 그룹별 우승자는 100달러와 메

달을 받습니다.

등록

⚫  참가는 무료입니다!

⚫  11월 15일까지 

jeremywilson@greenvalley.org로 이메일

을 보내세요.

(현장에서 등록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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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기출의 바이블 고1 영어_10강 
분석자료 

Update 2022. 4. 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8 [20년 11월 28번]

28. Crystal Castle Fireworks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

는 것은?1

Crystal Castle Fireworks

Come and enjoy the biggest fireworks display in the South 

West of England!

영국의 남서부에서 가장 큰 불꽃놀이에 와서 즐기세요!

Dates: 5th & 6th December, 2020

날짜: 2020년 12월 5일과 6일

Location: Crystal Castle, 132 Oak Street

장소: Crystal Castle, Oak 가 132

Time: 15:00 – 16:00 Live Music Show

16:30 – 17:30 Maze Garden

18:00 – 18:30 Fireworks Display

시간: 15:00 ~ 16:00 라이브 음악 쇼

16:30 ~ 17:30 미로 정원

18:00 ~ 18:30 불꽃놀이

Crystal Castle 불꽃놀이

영국의 남서부에서 가장 큰 불꽃놀이에 와서 

즐기세요!

날짜: 2020년 12월 5일과 6일

장소: Crystal Castle, Oak 가 132

시간: 15:00 ~ 16:00 라이브 음악 쇼

16:30 ~ 17:30 미로 정원

18:00 ~ 18:30 불꽃놀이

•fireworks ⓝ 불꽃놀이

•display ⓝ 전시

•maze ⓝ 미로

•accompany ⓥ 동반하다

•reserve ⓥ 예약하다, 비축하다

•beforehand ad 미리 

 ⑤ 12세 이하의 아동은 성인과 동행해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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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기출의 바이블 고1 영어_10강 
분석자료 

Update 2022. 4. 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Parking: Free car park opens at 13:00.

주차: 무료 주차장이 13시에 개방됩니다.

Note:

주의 사항:

Any child aged 12 or under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12세 이하의 모든 아동은 성인과 동행해야 합니다.

All tickets must be reserved beforehand on our website 

www.crystalcastle.com.

모든 티켓은 저희 웹사이트 www.crystalcastle.com에서 미리 예매해

야 합니다.

주차: 무료 주차장이 13시에 개방됩니다.

주의 사항:

12세 이하의 모든 아동은 성인과 동행해야 

합니다.

모든 티켓은 저희 웹사이트 

www.crystalcastle.com에서 미리 예매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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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기출의 바이블 고1 영어_10강 
분석자료 

Update 2022. 4. 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9 [20년 9월 27번]

27. Greenville Community Cleanup Day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Greenville Community Cleanup Day

The 6th annual Greenville Community Cleanup Day is just 

around the corner! Show your community you care.

Day가 곧 열립니다! 여러분이 마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세요.

▪When: Saturday, October 17, 2020

▪언제: 2020년 10월 17일 토요일

▪Where: North Strand Recreation Center

▪어디서: North Strand Recreation Center

ㆍParticipants will be transported by bus to clean up litter.

ㆍ참가자들은 청소를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할 것입니다.

▪Who:

ㆍAny residents who want to join

ㆍChildren under 10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누가:

ㆍ참가를 원하는 거주민은 누구나

ㆍ10세 미만의 어린이는 성인과 동행해야 합니다.

Greenville 커뮤니티 대청소의 날

Greenville Community Cleanup Day

제6회 연례 Greenville Community 

Cleanup Day가 곧 열립니다! 여러분이 마

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세요.

▪언제: 2020년 10월 17일 토요일

▪어디서: North Strand Recreation 

Center

ㆍ참가자들은 청소를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

할 것입니다.

▪누가:

ㆍ참가를 원하는 거주민은 누구나

ㆍ10세 미만의 어린이는 성인과 동행해야 합

니다.

•annual ⓐ 해마다의, 연례의

•be around the corner 코앞으로 다가오다, 

목전에 닥치다

•participant ⓝ 참가자

•transport ⓥ 수송하다, 운송하다

•litter ⓝ 쓰레기

•resident ⓝ 주민

•be accompanied by ~을 동반하다, ~와 

함께 하다 

 ④ 안전 조끼와 장갑은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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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기출의 바이블 고1 영어_10강 
분석자료 

Update 2022. 4. 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Cleanup Schedule:

ㆍ9:00 a.m.: Registration

ㆍ9:30 a.m.-11:30 a.m.: Cleanup at various locations

▪청소 일정:

ㆍ오전 9시: 등록

ㆍ오전 9시 30분-오전 11시 30분: 다양한 장소에서 청소

✓ Safety vests and gloves will be provided.

✓안전 조끼와 장갑은 제공될 것입니다.

✓ Don’t forget to wear closed-toe shoes.

✓앞이 막힌 신발을 신고 오는 것을 잊지 마세요.

✓ All participants will get a free T-shirt and snack.

✓모든 참가자들은 티셔츠와 간식을 무료로 받을 것입니다.

To sign up for the event, email your name and phone 

number to info@gvcommunity.org.

행사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info@gvcommunity.org

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청소 일정:

ㆍ오전 9시: 등록

ㆍ오전 9시 30분-오전 11시 30분: 다양한 장

소에서 청소

✓안전 조끼와 장갑은 제공될 것입니다.

✓앞이 막힌 신발을 신고 오는 것을 잊지 마

세요.

✓모든 참가자들은 티셔츠와 간식을 무료로 

받을 것입니다.

행사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름과 전화번호

를 info@gvcommunity.org로 이메일을 보

내 주세요.

•vest ⓝ 조끼

•closed-toe shoes 발가락을 덮는 신발

•sign up for ~을 신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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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기출의 바이블 고1 영어_10강 
분석자료 

Update 2022. 4. 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0 [20년 9월 28번]

28. Springfield High School Book Fair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

용과 일치하는 것은?1

Springfield High School Book Fair

For all book lovers! Come and enjoy the Springfield High 

School Book Fair.

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Springfield High School Book Fair에 와서 

즐겨보세요.

Date & Time:

ㆍNovember 9-13, 2020 ㆍ9:00 a.m. -3:00 p.m.

날짜 & 시간:

ㆍ2020년 11월 9일-13일 ㆍ오전 9시-오후 3시

Place: School Library

장소: 학교 도서관

Special Programs:

▪ Book Cover Design Contest

ㆍNovember 10, 11:00 a.m.

ㆍWinners will get a gift certificate that can be used at the 

book fair.

특별 프로그램:

▪책 표지 디자인 대회

ㆍ11월 10일, 오전 11시

ㆍ수상자들은 책 박람회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받을 것입니다.

Springfield 고등학교 도서 박람회

Springfield High School Book Fair

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Springfield High 

School Book Fair에 와서 즐겨보세요.

날짜 & 시간:

ㆍ2020년 11월 9일-13일 ㆍ오전 9시-오후 

3시

장소: 학교 도서관

특별 프로그램:

▪책 표지 디자인 대회

ㆍ11월 10일, 오전 11시

ㆍ수상자들은 책 박람회에서 사용 가능한 상

품권을 받을 것입니다.

•book fair 도서 박람회

•cover ⓝ 표지

•contest ⓝ 대회

•winner ⓝ 우승자

•gift certificate 상품권 

 ④ 폐막식에서 올해의 베스트셀러 작가를 만날 기회가 제공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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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자료 

Update 2022. 4. 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 Closing Ceremony

ㆍNovember 13, 2:00 p.m.

▪폐막식

ㆍ11월 13일, 오후 2시

ㆍDon’t miss the opportunity to meet Rosa Park, this 

year’s best-selling author.

ㆍ올해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Rosa Park를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Anyone who wants to volunteer at the book fair must 

sign up online in advance.

※ 책 박람회에서 자원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전에 온라인 등

록을 해야 합니다. 

▪폐막식

ㆍ11월 13일, 오후 2시

ㆍ올해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Rosa Park를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책 박람회에서 자원봉사하기를 원하는 사

람은 누구나 사전에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합

니다.

•miss ⓥ 놓치다

•opportunity ⓝ 기회

•author ⓝ 작가

•volunteer ⓥ 자원봉사하다

•sign up 신청하다, 등록하다

•in advance 미리,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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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자료 

Update 2022. 4. 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1 [20년 6월 27번]

27. Swimming Summer Camp 2020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Swimming Summer Camp 2020

Great opportunity to learn basic swimming techniques 

with certified swimming coaches!
검 증 된

검증된 수영 코치들과 함께 기본적인 수영 기법들을 배울 수 있는 훌륭한 

기회!

PARTICIPANTS & PERIOD

⦁Age 16 - 18 years

⦁July 27 - 31 (Monday - Friday)

DAILY SCHEDULE

 11:00 a.m. - 12:00 p.m. Swimming Lesson

 12:30 p.m. - 13:30 p.m. Lunch

PRICE

⦁$30 (lunch included)

※ A free swimming cap will be provided to all 
수영모

participants.

※ 무료 수영모가 모든 참가자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REGISTRATION

⦁Online only: www.friendlycoaches.ca

2020년 수영 여름 캠프

Swimming Summer Camp 2020

검증된 수영 코치들과 함께 기본적인 수영 기

법들을 배울 수 있는 훌륭한 기회!

참가자와 시기

⦁16세에서 18세까지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

일까지)

일정

오전 11:00―오후 12:00 수영 강습

오후 12:30―오후 13:30 점심 식사

가격

⦁30달러 (점심 식사 포함)

 ※ 무료 수영모가 모든 참가자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등록

⦁온라인을 통해서만: 

www.friendlycoaches.ca

•certified ⓐ 인증된

•registration ⓝ 등록

 ⑤ 등록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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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 4. 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2 [20년 6월 28번]

28. Rode Farmers Market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은?1

Rode Farmers Market

This lively market is held every Saturday in July from 9:00 a.m. 

until 11:30 a.m.

◈ In case of rain, some events may be cancelled.

Location

Village of Scholar Green on A34, Cheshire

◈ Free Parking

Rode Farmers Market

이 생동감 넘치는 시장은 7월 매주 토요일 오

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열립니다.

◈ 우천 시 몇몇 행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치

Village of Scholar Green on A34, 

Cheshire

◈ 무료 주차 

 ④ 우천 시 몇몇 행사가 취소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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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3 [20년 3월 27번]

27. Science Selfie Competition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

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Science Selfie Competition

For a chance to win science goodies, / just submit a 
매력이 있는 것 제 출 하 세 요

selfie of yourself enjoying science outside of school!

상으로 좋은 과학 용품을 받을 기회를 얻으려면, 학교 밖에서 과학을 즐기

는 자신의 셀카 사진을 출품하기만 하면 됩니다!

Deadline: Friday, March 20, 2020, 6 p.m.

마감 기한 : 2020년 3월 20일 금요일 오후 6시

Details:

• Your selfie should include a visit to any science 

museum or a science activity at home.

세부 사항 :

• 셀카 사진에는 과학 박물관 방문이나 집에서 하는

과학 활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과학 셀카 사진 대회

상으로 좋은 과학 용품을 받을 기회를 얻으려

면, 학교 밖에서 과학을 즐기는 자신의 셀카 

사진을 출품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감 기한 : 2020년 3월 20일 금요일 오후 6

시

세부 사항 :

• 셀카 사진에는 과학 박물관 방문이나 집에

서 하는

과학 활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lfie ⓝ 셀카 사진

•goodies ⓝ (상ㆍ경품 등의) 좋은 것들, 탐

나는 것들

•submit ⓥ 출품하다, 제출하다

•deadline ⓝ 마감 기한

•detail ⓝ 세부 사항 

 ③ 1인당 사진 여러 장을 출품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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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 Be as creative as you like, / and write one short 

sentence about the selfie.

•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고, 셀카 사진에 관한 하나의 짧은 문장을 쓰세

요.

• Only one entry per person!
출 품 작

• 1인당 한 장의 출품작만!

• Email your selfie with your name and class to 

mclara@oldfold.edu.

• 셀카 사진을 이름 및 소속 학급과 함께 mclara@oldfold.edu로 이메일

로 보내세요.

Winners will be announced on March 27, 2020.
발 표 되 다

수상자는 2020년 3월 27일에 발표될 것입니다.  

Please visit www.oldfold.edu to learn more about the 

competition.

대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oldfold.edu 를 방문하세요. 

•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고, 셀카 사진에 관

한 하나의 짧은 문장을 쓰세요.

• 1인당 한 장의 출품작만!

• 셀카 사진을 이름 및 소속 학급과 함께 

mclara@oldfold.edu로 이메일로 보내세

요.

수상자는 2020년 3월 27일에 발표될 것입니

다. 

대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oldfold.edu 를 방문하세요.

•creative ⓐ 창의적인

•entry ⓝ 출품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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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4 [20년 3월 28번]

28. Toy & Gift Warehouse Sale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

과 일치하는 것은?1

Toy & Gift Warehouse Sale

at Wilson Square

from April 3 to April 16

We carry items that are in stock at bigger retailers for a 
품 목 재 고 소 매 상

cheaper price. // 

4월 3일부터 4월 16일까지

우리는 더 큰 소매상에 재고로 있는 품목들을 더 싼 가격에 취급합니다.

You can expect to find toys for children from birth to 

teens. 

여러분은 신생아부터 십 대까지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을 찾아볼 수 있습

니다. 

장난감과 선물 창고 세일

Wilson Square에서

4월 3일부터 4월 16일까지

우리는 더 큰 소매상에 재고로 있는 품목들

을 더 싼 가격에 취급합니다. 여러분은 신생

아부터 십 대까지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을 찾

아볼 수 있습니다. 

•warehouse ⓝ 창고

•carry ⓥ (상점이 상품을) 취급하다

•item ⓝ 품목

•in stock 재고로 있는

•retailer ⓝ 소매상(인) 

 ④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운영되지 않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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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Ten toy companies will participate in the sale.

 = t a k e p a r t i n

열 개의 장난감 회사가 이 판매에 참여할 것입니다.

Wednesday – Friday: 10 a.m. – 6 p.m.

Saturday & Sunday: 11 a.m. – 5 p.m.

수요일 ~ 금요일 :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요일과 일요일 : 오전 11시 ~ 오후 5시

Closed on Monday & Tuesday

Returns must be made within one week of purchase.
반 품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운영되지 않음

반품은 구입 후 1주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us at www.poptoy.com.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poptoy.com을 방문 하십시오. 

열 개의 장난감 회사가 이 판매에 참여할 것

입니다.

수요일 ~ 금요일 :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요일과 일요일 : 오전 11시 ~ 오후 5시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운영되지 않음

반품은 구입 후 1주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poptoy.com을 방문 하십시오.

•return ⓝ 반품

•purchase ⓝ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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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5 [19년 11월 27번]

27. Sustainable Mobility Week 2019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Sustainable  Mobility Week 20192
지 속 가 능 한

This annual event for clean and sustainable transport 

runs from Nov 25 to Dec 1.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을 위한 이 연례행사는 11월 25일부터 12

월 1일까지 진행합니다. 

The slogan for the event changes every year, and this 

year it is Walk with Us! 

이 행사의 슬로건이 매년 바뀌며 올해는 ‘우리와 함께 걸어요!’입니다. 

You can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below.

여러분은 아래의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Walking Challenge:

걷기 도전:

Try to walk over 20,000 steps during the weekend of the 

event to promote a clean environment. 

깨끗한 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 행사의 주말 동안 2만보 넘게 걷도록 

노력하십시오.

지속 가능한 이동 주간 2019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을 위한 이 연

례행사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

합니다. 

이 행사의 슬로건이 매년 바뀌며 올해는 ‘우

리와 함께 걸어요!’입니다. 

여러분은 아래의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습니

다.

걷기 도전:

깨끗한 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 행사의 주

말 동안 2만보 넘게 걷도록 노력하십시오.

•sustainable ⓐ 지속 가능한

•mobility ⓝ 이동, 이동성

•annual ⓐ 연례의

•run ⓥ 진행하다

•participate in ~에 참가하다

•promote ⓥ 증진하다, 촉진하다

•public transport 대중 교통

•complete ⓥ 완료하다, 끝마치다 

 ④ 한 가지 활동을 완료한 참가자는 수상 자격이 있다.1

 able to be maintained at a certain rate or leve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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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ng Sustainable Mobility: 

지속 가능한 이동 선택하기:

Use public transport or a bicycle instead of your own car.

여러분 자신의 차 대신에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십시오.

•Participants who complete both activities are qualified 
참 가 자 들 완 료 하 다 자 격 이 있 는

to apply for the Sustainable Mobility Week Awards.
지 원 하 다

• 두 가지 활동 모두를 완료한 참가자들은 지속 가능한 이동 주간 상에 지

원할 자격이 있습니다.

•Participants must register online.
등 옥 하 다

www.sustainablemobilityweek.org

• 참가자들은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www.sustainablemobilityweek.org

지속 가능한 이동 선택하기:

여러분 자신의 차 대신에 대중교통이나 자전

거를 이용하십시오.

• 두 가지 활동 모두를 완료한 참가자들은 지

속 가능한 이동 주간 상에 지원할 자격이 있

습니다.

• 참가자들은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www.sustainablemobilitywee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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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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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Introduction to Furniture Making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1

Introduction to Furniture Making

가구 제작 입문

Throughout this four-week workshop, / students will 
통 해 서 weeks (X)

build a solid foundation for their new venture into 
탄탄한 기초를 세우다 모 험

woodworking.
목 공

이 4주간의 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은 목공으로의 새로운 도전에 탄탄한 기

초를 세울 것입니다.

• Age Requirement: 16 and older

• Location: Hoboken Community Center

• Dates: Dec 7 - Dec 28 (Every Saturday)

• Time: 1:00 p.m. - 5:00 p.m.

• Price: $399

• 연령 요건: 16세 이상

• 위치: Hoboken 주민 센터

• 날짜: 12월 7일부터 12월 28일까지(매주 토요일)

• 시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 가격: 399달러

가구 제작 워크숍

가구 제작 입문

이 4주간의 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은 목공으

로의 새로운 도전에 탄탄한 기초를 세울 것입

니다.

• 연령 요건: 16세 이상

• 위치: Hoboken 주민 센터

• 날짜: 12월 7일부터 12월 28일까지(매주 

토요일)

• 시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 가격: 399달러

•throughout prep ~동안 쭉, 내내

•solid ⓐ 탄탄한, 확실한

•foundation ⓝ 기반, 기초

•venture ⓝ 모험, 모험적인 시도

•woodworking ⓝ 목공

•requirement ⓝ 필요조건, 요건

•full refund 전액 환불

•guidance ⓝ 지도, 안내

•instructor ⓝ 강사, 교사 

 ③ 목공 경험이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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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

• 참고:

- Previous woodworking experience is not necessary.
이전 목공 경험

- 이전 목공 경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We offer full refunds / if you cancel at least 10 days in 
전액 환불해 주다

advance.
미 리

- 여러분이 적어도 10일 전에 취소한다면 우리는 전액을 환불해 줍니다.

With the guidance of an instructor, / each student will 
강 사 의 지 도 로

leave with a hand-crafted side  table.
수작업으로 만든 보조 탁자를 가 지 고

강사의 지도로 각각의 학생은 수작업으로 만든 보조 탁자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or to register, / contact Dave Malka 
연 락 하 세 요 ~

(davemalka@woodfurniture.org).

더 많은 정보나 등록을 위해서는 Dave Malka 

(davemalka@woodfurniture.org)에게 연락하십시오.

• 참고:

- 이전 목공 경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여러분이 적어도 10일 전에 취소한다면 우

리는 전액을 환불해 줍니다.

강사의 지도로 각각의 학생은 수작업으로 만

든 보조 탁자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나 등록을 위해서는 Dave 

Malka (davemalka@woodfurniture.org)

에게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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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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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Photography Walks Program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

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Photography Walks Program

Have you ever wanted to learn how to take photographs 

using your smartphone or tablet? 

여러분은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하여 사진을 찍는 방법을 배

우고 싶은 적이 있었나요?

Then come and join us on our exciting Photography 
흥 미 로 운

Walks Program. 

그러면 오셔서 우리의 흥미로운 Photography Walks Program에 참가

하세요. 

All ages and skill levels are welcome!

모든 연령과 모든 기술 수준의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Date: From September 21 to September 23

◈Time: 2 p.m.-5 p.m. 

◈Place: Evergreen State Park

◈Ticket Price: $30 per person(including a photo album)

◈ 날짜: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 시간: 오후 2시-오후 5시

◈ 장소: Evergreen State Park

◈ 티켓 가격: 1인당 30달러(포토 앨범 포함) 

Photography Walks Program

여러분은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

용하여 사진을 찍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적

이 있었나요? 그러면 오셔서 우리의 흥미로

운 Photography Walks Program에 참가

하세요. 모든 연령과 모든 기술 수준의 사람

들을 환영합니다! 

◈ 날짜: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 시간: 오후 2시-오후 5시

◈ 장소: Evergreen State Park

◈ 티켓 가격: 1인당 30달러(포토 앨범 포함)

•comfortable ⓐ 편리한

•snack ⓝ 간식

•for free 무료로

•registration ⓝ 등록 

 ③ 포토 앨범은 티켓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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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공지: 

  • Wear comfortable clothes and walking shoes.
편 안 한 옷

편안한 옷과 걷기 편한 신발을 착용하세요.

  • Water and snacks are provided for free.
공 짜 로

물과 간식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Registration should be made at least 2 days before the 
등 록 은 이루어지다

program begins. Please visit our website for more 

information.

등록은 프로그램 시작 최소 2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

서는 우리 웹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 공지: 

편안한 옷과 걷기 편한 신발을 착용하세요.

물과 간식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등록은 프로그램 시작 최소 2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우리 웹 사

이트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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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8 [19년 9월 28번]

28. Robotic Vacuum Cleaner 사용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

용과 일치하는 것은?1

Robotic Vacuum Cleaner 

-User Manual-

▣Charging the Battery
충 전 하 기

· It takes 90 minutes for the battery to be fully charged. 
의 주 완전히 충전되다

· The robotic vacuum can operate for 40 minutes when 

fully charged.
charg ing (X )

· While the robotic vacuum is charging, the battery 

indicator light blinks red.
표 시 등 깜 박 이 다

·When fully charged, the battery indicator light turns blue.

▣Operating the Vacuum

·Press the power button to turn  on the vacuum.
켜기 위해서

·The following cleaning modes are provided: Auto Mode, 

Spot Mode, and Manual Mode.

·Turning off the vacuum will reset all settings except for 
끄 다 제 외 하 고

the current time.

·The time can be set  only with the remote control.
설정하다

 Robotic Vacuum Cleaner 

User Manual(사용 안내문)

▣ 배터리 충전하기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 데 90분이 소요됩

니다.

로봇 진공청소기는 완전히 충전되었을 때 40

분간 작동할 수 있습니다. 

로봇 진공청소기가 충전되는 동안 배터리 표

시등이 빨간색으로 깜박입니다. 

완전히 충전되면, 배터리 표시등이 파란색으

로 변합니다. 

▣ 진공청소기 작동하기 

진공청소기를 켜기 위해서는 전원 버튼을 누

르세요.

다음과 같은 청소 모드를 제공합니다: 자동 

모드, 지정 장소 모드, 수동 모드

진공청소기를 끄면 현재 시각을 제외한 모든 

세팅이 리셋됩니다.

시각은 오직 리모컨만을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vacuum cleaner 진공청소기

•charge ⓥ 충전하다

•indicator ⓝ 표시

•turn ⓥ 변하다

•press ⓥ 누르다

•power button 전원 버튼 

 ⑤ 시각은 리모컨을 사용하여 설정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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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9 [19년 6월 27번]

27. Summer Camp 2019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

는 것은?1

Summer Camp 2019

This is a great opportunity for developing social skills and 

creativity!

Period & Participation

July 1-5 (Monday-Friday) 

8-12 year olds (maximum 20 students per class)

Programs

Cooking

Outdoor Activities (hiking, rafting, and camping)

Cost

Regular: $100 per person

Discounted: $90 (if you register by June 15)

Notice

The programs will run regardless of weather conditions.
관 계 없 이

To sign up, email us at summercamp@standrews.com.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www.standrews.com.

Summer Camp 2019

이 캠프는 사교기술과 창의력을 발달시키기 위

한 훌륭한 기회입니다!

기간 및 참가

7월 1일-5일 (월요일-금요일)

8세-12세 (한 반당 최대 20명)

프로그램

요리

야외 활동(하이킹, 래프팅, 그리고 캠핑)

비용

일반 가격: 1인당 100달러

할인 가격: 90달러(6월 15일까지 등록 시)

알림

프로그램은 기상 조건에 관계없이 진행될 것

입니다.

등록하시려면, 

summercamp@standrews.com으로 이

메일을 보내주세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우리 웹사이트

(www.standrews.com)를 방문해 주세요.

•social skills 사교기술

•creativity ⓝ 창의력

•outdoor activities 야외활동

•register ⓥ 등록하다

•regardless of ~에 관계없이  

 ④ 기상 조건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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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Grand Park Zoo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

는 것은?  1

Welcome to Grand Park Zoo

Grand Park Zoo offers you a chance to explore the 
탐 험 하 다

amazing animal kingdom!

Hours

-Opens at 9 a.m., 365 days a year

-Closes at 6 p.m.

Location

-Madison Valley

-It takes 20 minutes by car from City Hall.

Admission

-Adults, $12 and ages 3-15, $4

-Ages 2 and under, free

At the Zoo

-No pets are allowed.

-You’ll find wheelchair rentals and a first  aid office.
대 여 소 응급 처치소

◈We are currently accepting bookings for guided tours. 
예 약

For more information or to make a booking, please visit 

our office or call (912) 132-0371.

Welcome to Grand Park Zoo

Grand Park Zoo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동

물 왕국을 탐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간

오전 9시 개장, 1년 365일 

오후 6시 폐장

위치 

Madison Valley 

시청에서 차로 20분 걸립니다.

입장료 

어른, 12달러 그리고 3세-15세, 4달러 

2세 이하, 무료

동물원에 

어떠한 애완동물도 데려올 수 없습니다.

휠체어 대여소와 응급 처치소가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가이드 투어 예약을 받고 있습

니다.

◈추가 정보나 예약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방

문하시거나 (912) 132-0371로 전화 주십시

오.

•explore ⓥ 탐험하다

•admission ⓝ 입장료

•rental ⓝ 대여소

•first aid 응급 처치

•make a booking 예약하다 

 ④ 애완동물을 데려갈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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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L19 Smart Watch 사용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은?1

L19 Smart Watch

User Guide

KEY FUNCTIONS

A Short press to confirm; 

long press to enter the 

sports mode.

B Short press to return to 

the ‘home’ menu; long 

press to send SOS location.

C Short press to turn on or off the background light; long 

press to turn on or off your watch.

D Press to go up. (In time, date or other settings, press 
설 정

the key to increase the value.)
값

E Press to go down. (In time, date or other settings, press 

the key to decrease the value.)

CAUTION

Make sure / the battery level of your watch has at least 

two bars, in order to avoid an upgrading error.
업 그 레 이 트 오 류

*confirm: 설정값을 확정하다

L19 Smart Watch

사용 설명서

주요 기능

A 설정값을 확정하려면 짧게 누르시오; 스포

츠 모드로 들어가려면 길게 누르시오.

B ‘홈’ 메뉴로 돌아가려면 짧게 누르시오; 구

조 요청 위치 정보를 보내려면 길게 누르시

오.

C 배경 화면의 불빛을 켜거나 끄려면 짧게 누

르시오; 시계를 켜거나 끄려면 길게 누르시오.

D 설정값을 올리려면 누르시오. (시간, 날짜, 

혹은 다른 설정에서 값을 올리려면 키를 누르

시오.)

E 설정값을 내리려면 누르시오. (시간, 날짜, 

혹은 다른 설정에서 값을 내리려면 키를 누르

시오.)

주의 사항

업그레이드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반드시 시

계의 배터리 잔량 표시가 최소 두 칸은 되도

록 하십시오.

•user guide 사용 설명서

•function ⓝ 기능

•location ⓝ 위치

•background light 배경 화면의 불빛

•setting ⓝ 설정, 환경

•increase ⓥ 올리다, 증가시키다

•make sure 반드시 ~하다

•at least 적어도

•avoid ⓥ 피하다

 ⑤업그레이드 오류를 피하려면 배터리 잔량 표시가 최소 두 칸은 되어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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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Waverly High School Friendly Chess Tournament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Waverly High School

Friendly Chess Tournament

Saturday, March 23, 10 a.m.

• Where: Waverly High School auditorium

• Entry Deadline: March 22, 4 p.m.

• Age Categories: 7-12, 13-15, 16-18

• Prizes: Gold, Silver, and Bronze for each category

Prizegiving Ceremony: 3 p.m.
시 상 식

Every participant will receive a certificate for entry!
증 명 서 참 가

If you are interested, enter online at http://

www.waverly.org.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Waverly 고등학교 친선 체스 토너먼트

3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 장소: Waverly 고등학교 강당

• 참가 신청 마감: 3월 22일 오후 4시

• 연령 부문: 7~12세, 13~15세, 16~18세

• 상: 각 부문별 금상, 은상, 동상

  

시상식: 오후 3시

   

모든 참가자는 참가 증명서를 받을 것입니다!

대회에 관심이 있다면, http://

www.waverly.org에서 온라인으로 참가 신

청하세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 웹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friendly ⓐ 친선의, 선의의

•auditorium ⓝ 강당

•deadline ⓝ 마감

•category ⓝ 부문, 분야

•participant ⓝ 참가자

•certificate for entry 참가 증명서 

 ② 참가 신청 마감은 3월 23일 오전 10시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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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Poetry in the Park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Poetry in the Park
공원에서 시를

Saturday, October 13, 11:00 a.m.―6:00 p.m.
10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6시

This annual festival, now in its sixth year, is held with 

the support of Riverside Public Library.
이제 여섯 번째 해인 이 연례 축제는 Riverside 공립 도서관의 후원으로 

개최됩니다.

◈ Poetry Workshop

◈ 시 워크숍

•Meet and talk with renowned poets about their 

poems.
· 저명한 시인들을 만나 그들의 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Jane Kenny(11:30 a.m.), Michael Weil(12:30 p.m.)
Jane Kenny(오전 11시 30분), Michael Weil(오후 12시 30분)

•Learn how to express your feelings poetically. 
· 여러분의 감정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시를

10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6시

이제 여섯 번째 해인 이 연례 축제는 

Riverside 공립 도서관의 후원으로 개최됩니

다.

◈ 시 워크숍

· 저명한 시인들을 만나 그들의 시에 대해 이

야기할 수 있습니다.

Jane Kenny(오전 11시 30분), Michael 

Weil(오후 12시 30분)

· 여러분의 감정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을 배울 수 있습니다.

•annual ⓐ 연례의

•renowned ⓐ 저명한

•poetically ad 시적으로

•announce ⓥ 발표하다 

 ⑤ 행사 다음 날 오전에 콘테스트의 수상자를 발표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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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etry Contest

◈ 시 콘테스트

•Theme for this year’s contest is “Arrivals and 

Departures.”
· 올해 콘테스트의 주제는 ‘도착과 출발’입니다.

•Only one poem per participant 
· 참가자 한 명당 한 편의 시

•Due by 3:00 p.m.
· 오후 3시에 마감

•The winners will be announced at 5:00 p.m. on the 

day on site.
· 우승자는 현장에서 당일 오후 5시에 발표될 것입니다.

축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웹 사이트 

www.poetryinthepark.org를 방문해 주십시오.

◈ 시 콘테스트

· 올해 콘테스트의 주제는 ‘도착과 출발’입니

다.

· 참가자 한 명당 한 편의 시

· 오후 3시에 마감

· 우승자는 현장에서 당일 오후 5시에 발표

될 것입니다.

축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웹 사이트 

www.poetryinthepark.org를 방문해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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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Dinosaur Museum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

는 것은?1

Dinosaur Museum

Established in 1993, the Dinosaur Museum has 

developed into the largest display of dinosaur and 

prehistoric life in Canada.

1993년에 설립된 공룡 박물관은 캐나다에서 공룡과 선사 시대의 생활을 

보여 주는 가장 큰 전시관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Hours 

•9:00 a.m.―5:00 p.m. (Monday―Friday)

 •9:00 a.m.―3:00 p.m. (Saturday & Sunday)

운영 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 – 오후 3시(토요일, 일요일)

Admission 

•$4 for adults, $2 for students & children

입장료 

성인 4달러, 학생 및 어린이 2달러

Programs

•Paint a Dinosaur Egg!

 At 10:00 a.m. every day, kids can paint a dinosaur egg to 

take home.

프로그램 

공룡 알을 색칠해 보세요!

매일 오전 10시에 아이들은 공룡 알을 색칠해 집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공룡 박물관

1993년에 설립된 공룡 박물관은 캐나다에

서 공룡과 선사 시대의 생활을 보여 주는 가

장 큰 전시관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운영 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 – 오후 3시(토요일, 일요일)

입장료 

성인 4달러, 학생 및 어린이 2달러

프로그램 

공룡 알을 색칠해 보세요!

매일 오전 10시에 아이들은 공룡 알을 색칠

해 집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establish ⓥ 설립하다

•display ⓝ 전시관

•prehistoric ⓐ 선사 시대의

•fossil ⓝ 화석

•prize ⓝ 상품

•show up 나타나다

•booking ⓝ 예약

•prohibit ⓥ 금지하다

•exhibit ⓝ 전시품 

 ③ 공룡 퀴즈 우승자는 화석을 상품으로 받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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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osaur Quiz

공룡 퀴즈

 At 2:00 p.m. during the weekend, one winner of our  

dinosaur quiz will be given a real fossil as a prize.

주말 동안 오후 2시에, 우리 공룡 퀴즈의 우승자 한 명은 진짜 화석을 상

품으로 받을 것입니다. 

 •Guided Tours

가이드가 동행하는 관람

The tours run at 11:00 a.m. and 1:00 p.m. every day.

관람은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1시에 운영됩니다.

The tours are free and require no bookings.

관람은 무료이며 예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Notice

공지 사항 

Food and pets are prohibited in the museum. 

음식과 애완동물은 박물관에서 금지됩니다.·

Please do not touch or climb on the exhibits.

전시품에 손을 대거나 올라가지 마십시오.

공룡 퀴즈

주말 동안 오후 2시에, 우리 공룡 퀴즈의 우

승자 한 명은 진짜 화석을 상품으로 받을 것

입니다. 

가이드가 동행하는 관람

관람은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1시에 운영됩

니다. 관람은 무료이며 예약이 필요하지 않습

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공지 사항 

음식과 애완동물은 박물관에서 금지됩니다.

· 전시품에 손을 대거나 올라가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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