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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way:  다음 도표의 내용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1

윤리적 농산물의 판매에 관한 통계 자료

�

The above graph shows the sales of four types of 

ethical produce in the UK in 2010 and 2015. 
윤 리 적 인 농 산 물

위 그래프는 2010 년과 2015 년에 영국에서 네 가지 유형의 윤리 

적 농산물의 판매액을 보여 준다. 

① In 2015, the sales of each of the four types of 
판매액(복수)

ethical produce showed a decrease from the sales 
윤 리 적 농 산 물 감 소

of its corresponding type in 2010. 
해 당 하 는

2015 년에 네 가지 유형의 윤리적 농산물 각각의 판매액은 2010 

년의 각각에 해당하는 유형의 판 매액보다 증가했음을 보여 주었다. 

② Among the four types of ethical produce, the sales 

of Organic ranked the highest in 2010 but ranked 
순위를 차지하다 순위를 차지하다

the second highest in 2015. 

네 가지 유형의 윤리적 농산물 중에서 유기농 농산물의 판매액은 

2010 년에 최고를 차지했지만, 2015 년에는 두 번째를 차지했다. 

③ Among the four types of ethical 

produce, Rainforest Alliance recorded 
연 합 , 동 맹

the second highest sales in 2010 and 

recorded the highest sales in 2015. 

네 가지 유형의 윤리적 농산물 중에서 열대우림 연

합 농산물은 2010 년에 두 번째로 높은 판매액 을 

기록했고, 2015 년에는 가장 많은 판매액을 기록

했다. 

④ The sales of Fairtrade in 2015 were 
공 정 무 역

twice as high again as those in 2010. 
s a l e s

2015 년 에 공정무역 농산물의 판매액은 2010 년

의 판매액의 두 배였다. 

⑤ In both 2010 and 2015, the sales of 

Vegetarian meat alternatives were the 
채 식 주 의 자 용 고 기 대 용 품

lowest among the four types of ethical 

produce.

2010 년과 2015 년 두 해 모두 채식주의자용 고기 

대용품 판매액은 네 가지 유형의 윤리적 농산물 중

에서 가장 낮았다.

 【해설】공정무역 판매의 경우, 2010년의 판매액이 10억 6,400만 파운드였고 2015년의 판매액은 15억 7,200만 파운드로, 1

2015년의 판매액이 2010년의 판매액의 두 배가 되지 않으므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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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주인이 확인된 보호소의 개와고양이

�
The above graph shows the percentages of 

identified dogs and cats that arrived at animal 
확 인 된

shelters in Spain during the period of 2007 to 2015. 
보 호 소

위 그래프는 2007 년에서 2015 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스페인에서 

동물 보호소에 온 (주인이) 확인된 개와 고양이의 (백분율로 나타낸) 

비율을 보여 준다. 

① A gradual increase in the percentage of

identified dogs and a slight increase in the 

percentage of identified cats are observed between 
관 찰 된 다

2007 and 2010. 

확인된 개 비율의 점진적 증가와 확인된 고양이 비율의 약간의 증가

가 2007년과 2010년 사이에 관찰된다. 

②The recovery of the percentage of identified dogs 
회 복 세 비 율 확 인 된

and, to a lesser extent, cats arriving at shelters can 
더 적 은 정도이지만

be seen / after the drop observed in 2012 and 2013. 
하 락

2012년과 2013년에 보인 하락 이후에 보호소에 와서 확인된 개와 

더 적은 정도지만 (확인된) 고양이 비율의 회복세를 볼 수 있다. 

③ However, from 2007 to 2015, the 

percentage of identified cats is notably 
현 저 하 게

less than that  of dogs. 
percentage

그러나 2007년부터 2015 년까지. 확인된 고양이

의 비율은 개보다 현저하게 더 적다. 

④ What was worse, unlike what is 
심 지 어

being observed in the percentage of 

identified dogs, the percentage of 

identified cats that arrived at shelters in 

2015 was slightly lower than the figure 

from 2008.

심지어， 확인된 개의 비율에서 관찰되는 것과 다

르게 .2015 년에 보호소에 온 확인된 고양이의 비

율은 2008년의 수치보다 더 낮았다. 

⑤ On the other hand, over 30% of dogs 

that arrived at shelters in 2015 were 

identified, which was more than a 10 

percentage point increase from 2008.

반면에 2015년에 보호소에서 온 개의 30% 이상

이 확인되었고, 그것은 2008년으로부터 10% 포

인트 넘게 증가한 수치이다 .

• 퍼센트 포인트(Percentage Point, pp, %p)

• 50%에서 60%로 증가하였다'를 표현할 때 다음과 같

이 2가지 옳은 방법이 있다. 10%가 증가하였다 등으

로 표현하면 틀린 표현이 된다.

1. 20%가 증가하였다.

2. 10%p가 증가하였다.

 주어진 도표에서 2015 년에 확인된 개는 31. 2퍼센트이고 2008 년에 확인된 개는 23.8퍼센트로 7 .4퍼센트포인트의 차1

이가 있으므로 ⑤ 는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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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미국과 캐나다의 영화 관객과 티켓 판매 비율

�

The pie charts above show the moviegoer share of 
영화를 보러가는 사람 점 유 율

population and tickets sold in the U.S. and Canada 
판 매 된

in 2015 . 

위 파이 그래프는 2015 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영화를 보러 간 인구

와 (그들에게) 판매된 티켓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보여 준다. 

①Less than one-third of the population of U.S. and 

Canada never went to a movie in 2015. 

미국과 캐나다 인구의 3분의 1보다 적은 수가 2015 년에 한 번도 

영화회관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② One-tenth of the population of U.S. and Canada 

went to a movie at the cinema once a month or more 

in 2015.  

미국과 캐나다 인구의 10분의 1이  2015 년에 영화관에  영화를 보

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갔다. 

③The frequent moviegoers who go to 

the cinema once a month or more 

accounted for 49% of all tickets sold in 
차 지 했 다

the U.S . and Canada in 2015. 

한 달에 한 번 이상 영화관에 가는 자주 영화를 보

러가는 사람들은 2015 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

된 모든 티켓의 49퍼센트를 차지했다.

④ The percentage of tickets sold to 

frequent movie goers was larger than 

that  of tickets sold to occasional 
percentage

moviegoers . 

 자주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에게 판매된 티켓의 비

율은 가끔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에게 판매된 티켓

의 비율보다 높았다. 

⑤  The percentage of infrequent 

moviegoers was equal to that  of 
percentage

frequent moviegoers, and the 

percentage of the tickets purchased by 

the infrequent moviegoers was only 2%

드물게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의 비율은 자주 영

화를 보러가는 사람들의 비율과 같였으며 드물게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구매한 티켓은 단지 2

퍼센트였다.

 자주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과 가끔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에게 판매된 티켓은 각각 49퍼센트로 동일하므로 전자에게 1

판매된 티켓의 비율이 후자에게 판매된 티켓의 비율보다 높았다는 내용의 ④ 는 도표와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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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스마트폰 보유 평균 개월 수

�

The above graph shows the average number of 

months before srnartphone users in the U.S.,

China, and the EU upgraded their phones during the 

period from 2013 to 2016. 

위 그래프는 2013 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미국. 중국. EU

의 스마트폰 A‘용자들아 더 나은 전화기로 바꾸기 전의 평균 개월 

수를 보여 준다. 

① For both Americans and EU people, the average 

number of months increased every year over the 

whole period . 

미국인들과 EU 사람들은 둘 다 전체 기간에 걸쳐 매년 평균 개월 수

가 증가했다. 

② However, the trend did not quite carry over to 
몰 고 가 다

China since China saw a decrease in the average 

number of months in 2015. 

하지만 그런 경향은 중국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았는데， 중국은 

2015 년에 평균 개월 수의 감소를 경험혔기 때문이다. 

③ Every year but in 2014 , Americans 

held onto their smartphones for the 
보유했다

longest time.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미국인들은 스마트폰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보유했다.

④ In 2014, EU people held onto their 

smartphones for 19.5 months , which 

was the highest average number of 

months in that year. 

2014년에는 EU사람들이 스마트폰을 19.57H월 

동안 계속 보유했는데. 그것은 그해의 가장 높은 평

균 개월 수였다.

⑤ EU people held onto their 

smartphonees for 18.3 months in 2013 , 

which was the lowest average number 

of month s of all.

EU 사람들은 2013 년에 18.3 개월 동안 스마트폰

을 계속 보유했는데， 모든 평균 개월 수 중에서가

장 낮았다.

 2014년에는 중국인들의 스마트폰 보유 평균 개월이 21. 8 개월로 가장 길었으므로  ④는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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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미국 성인들의 대중 건강에대한 평가

�

The above graph show s the U.S. adults' 

assessment of public health today compared with 
평 가

20 years ago . 

위 그래프는 20년 전과 비교한 오늘날 미국 성인들의 대중 건강에 

대한 평가를 보여 준다. 

①  American adults are more pessimistic than 

optimistic in their assessments of children’s health 

today. 

미국 성인들은 오늘날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낙관적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비관적이다. 

② Nearly half (48 %) of them believe the health of 

children as a whole is worse today than it was 20 

years ago, while a smaller share believe children’s 
비 율

health is better today . 

그들중 거의 절반(48퍼센트)이 20년 전보다 오늘날 

전체 아이들의 건강이 더 나쁘다고 믿지만, 더 적은 

비율이 아이들의 건강이 오늘날 더 좋다고 믿는다. 

③ U.S. adults ’ views of change in adult 

health over the past two decades are 

similarly more negative than positive. 

지난 20년 동안 성인 건강의 변화에 대한 미국 성

인들의 관점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오

히려 부정적이다. 

④ 42% of them say the health of the 

adult population is worse today, 33% 

say it is better and 24% say it is about 

the same as it was 20 years ago.  

그들 중 42퍼센트가 성인 건강이 오늘날 더 나쁘다

고 말하고.33퍼센트는 그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24

퍼센트는 그것이 20년 전과 거의 같다고 말한다. 

대중의 건강에 관해서 연령별로 미국

⑤ There are large differences by age in 

U.S. adults ' views about public health; 

seniors (adults aged 65 and older) are 

the only age group in which more 

people see public health as worse 

rather than about the same or better 

today.

성인들의 관점애 큰 차이가 있는데 .65세 이상의 노

인들은 더 많은 사람이 오늘날 대중의 건강을 (20년 

전과) 거의 같거나 (20 년 전보다) 더 좋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쁘다고 보는 유일한 연령 집단이다.

 도표에 서 65 서| 이상의 노인들의 경우. 다른 연령 집단보다 더 많은 사람들(49 퍼센트. 53퍼센트)이 20년 전보다 오늘날 1

대중의 건강이 더 좋다고 평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⑤ 는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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