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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교시 영어 영역 •
1 ④ 2 ③ 3 ⑤ 4 ④ 5 ⑤
6 ③ 7 ⑤ 8 ③ 9 ④ 10 ②
11 ② 12 ① 13 ⑤ 14 ③ 15 ③
16 ④ 17 ④ 18 ③ 19 ① 20 ④
21 ③ 22 ④ 23 ② 24 ② 25 ③
26 ⑤ 27 ④ 28 ⑤ 29 ④ 30 ⑤
31 ② 32 ① 33 ① 34 ② 35 ④
36 ② 37 ③ 38 ⑤ 39 ③ 40 ①
41 ③ 42 ② 43 ⑤ 44 ⑤ 45 ④

[듣기]

1. [출제의도] 담화의 목적 파악하기
[Chime bell rings.]
W: Hello, Greenville High School students! This 

is vice principal, Lisa James. Recently, the 
number of students using the bicycle-sharing 
system has increased. The shared bicycles 
are convenient and eco-friendly. However, 
there’s one important thing you should 
remember. If you don’t park them properly 
after use, they can block pedestrians’ way or 
cause accidents. Because of misplaced shared 
bicycles in front of the school, students have 
had trouble commuting. One student even fell 
over an improperly parked bicycle, and that 
could have led to a serious accident. So, 
please be sure to park the shared bicycles in 
the designated areas for the safety of 
everyone. Thanks for your cooperation.

2. [출제의도] 대화의 의견 파악하기
M: Anna, what are you working on with your 

computer?
W: Hi, Daniel. I’ve been writing a history report. 

My eyes are so tired.
M: You do look a bit tired. Oh, isn’t your 

computer monitor very bright?
W: Yes, it’s on the brightest mode. It’s better to 

see clearer than a dark screen, right?
M: It may be so, but if the computer screen is 

too bright, it can be harmful to your eyes.
W: Really? How come?
M: Too bright a screen could cause blurry vision. 

It makes your eyes get tired easily.
W: Hmm, I think I’ve often experienced similar 

symptoms.
M: Also bright screens can even make your eyes 

dry, which has a bad effect on your eyesight.
W: Oh, I see. I should lower the brightness of 

the screen.
M: Yeah. Don’t forget screens that are too bright 

can damage your eye health.
W: Okay. Thanks for the tip.

3. [출제의도] 화자의 관계 추론하기
W: Hello. How may I help you?
M: Hi, I wonder if you have musical instruments.
W: Of course. What are you looking for?
M: I want a digital piano for my daughter.
W: Oh, you’re in luck. We got a nice one 

yesterday. Follow me.
M: Wow. It doesn’t look like it’s ever been 

played.
W: Yeah. The previous owner said her son didn’t 

like playing the piano, so he barely touched 

it.
M: Really? How much is it?
W: It’s $70. That’s a pretty good price.
M: Good. I’ll take it. By the way, do you buy 

used books, too? I have many picture books 
my children don’t read any more.

W: We do, but there should be no missing pages 
or pen marks.

M: Then I’ll take a look when I go home.
W: Okay. If you find your books in a good 

condition, please bring them in.
4. [출제의도] 대화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M: Mindy, how did clothing donation day go?
W: Dad, it was such a wonderful event! Do you 

want to see a picture of it?
M: Sure. Oh, you drew a T-shirt on the banner.
W: Yeah. My club members came up with the 

idea.
M: Great. Are the shelves under the clock for 

the donated items?
W: Right. Do you see the basket on the round 

table?
M: Yes. What’s that for?
W: We put donation badges in it. We gave 

hand-made badges to donors.
M: How nice! Oh, I can see three boxes next to 

the chair.
W: Those were ready for donation to the charity 

center. We organized the donated clothes and 
put them in the boxes.

M: I see. What’s the picture on the wall?
W: That’s the picture we took with the people at 

the charity center last year.
M: It looks nice. It must have been a fun event.

5. [출제의도] 대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W: Science Lab Day is tomorrow. Let’s do a 

final check, Kevin.
M: Good idea, Becky. I printed out the list of 

students who signed up for Science Lab Day.
W: Thank you. A lot more students signed up 

for it than we expected. There are enough 
chairs in the science lab, aren’t there?

M: Don’t worry. I checked the number of chairs 
and even brought some more yesterday.

W: What a considerate thing to do! And I 
downloaded the video clip that explains the 
safety rules.

M: Good. It’ll be important to show it before the 
experiments. How about experimental 
equipment?

W: I put everything on all the tables. Oh, I 
forgot to bring laboratory gloves from the 
preparation room.

M: Don’t worry. I’ll get them.
W: Thank you. Then I’ll check the first aid kit.

6. [출제의도] 대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M: Welcome to Extreme Indoor Rock Climbing 

Center.
W: Hello, I’d like to try indoor rock climbing 

with my son. It’s our first time.
M: Okay. If it’s your first time, I recommend 

that you take an intro session. It takes an 
hour.

W: Great. How much is it?
M: It’s $20 for an adult and $14 for a child.
W: I see. I’ll take an intro session for one adult 

and one child.
M: Okay, do you have indoor climbing shoes? 

You need special shoes for climbing.
W: Can we rent the shoes? Both of us need 

them.
M: Yes. The rental fee is $3 per person. Then 

you want an intro session for one adult and 
one child and two shoe rentals, right?

W: Yes. Oh, can I use this coupon? I downloaded 
it online.

M: Sure. You’ll get 10% off the total price.
W: Great. Here’s my credit card.

7. [출제의도] 대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Cell phone rings.]
W: Hello, Anthony. What’s up?
M: Hi, Lucy. I’m calling about borrowing some 

costumes from the drama club.
W: Oh, but I’m on my way to my part-time job 

at the moment.
M: Okay. Then maybe I can pick them up 

tomorrow. Anyway, how was your family 
gathering?

W: I had a great time. Oh, my uncle gave me a 
coupon for the rail bike at Crystal Riverside. 
Do you want to go with me?

M: Sounds great. When do you want to go?
W: How about this Saturday?
M: This Saturday? I’m afraid I can’t.
W: Oh, I remember you have your soccer 

practice every Saturday.
M: Not this week. It’s cancelled.
W: Then why can’t you come?
M: I have a musical audition scheduled on that 

day.
W: Okay. Good luck on the audition.

8. [출제의도] 대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M: Sarah, what are you doing?
W: Hi, Thomas. I’m looking at a leaflet for the 

Winter Robot Camp. How about going with 
me?

M: Sounds interesting. When is it?
W: It’ll be held from December 28th to 30th.
M: That’s good. The semester will be over by 

then.
W: Right. And the camp will be at the Watkins 

Robot Center. You know where that is.
M: Yes, I’ve been there several times. Can I see 

the leaflet? I wonder what programs they’ll 
offer.

W: Sure. Here it is.
M: Oh, they’ll provide daily programs on robot 

programming, drone flying, and coding.
W: Yeah. It says participants will work together 

with other students with similar levels of 
experience.

M: It sounds like fun. How can we register?
W: It’s simple. We can scan this QR code and 

complete the form.
M: Great. Let’s do it now.

9. [출제의도] 담화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M: Hello, listeners! This is Hans Dale with 

Upcoming Event News. Do you want to feel 
festive vibes for autumn? Then the Go 
Greener Festival is a perfect event for you. 
This event will be held from November 11th 
to 13th in Central Park. Songs about the 
environment will be played. Stages will be 
built using recycled materials. You can buy 
food which is all organic and served on edible 
plates. If you bring your own water bo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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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can get drinks at a discounted price. To 
reduce the festival’s carbon footprint, the 
parking lot will not be available. Don’t miss 
the opportunity to go greener. Stay tuned!

10. [출제의도] 대화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M: Honey, since we had fun doing a jigsaw 

puzzle last time, why don’t we order a new 
one?

W: That’s a good idea. What about a famous 
painting again? We can put it in the living 
room this time.

M: Let’s look online. [Typing sounds] Look, 
these five models are the most popular 
jigsaw puzzle sets.

W: Great. Which painting do you want this time?
M: We did Water Lilies last time.
W: Yeah, let’s choose something new.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umber of puzzle pieces?
M: How about doing something more challenging 

than 400 pieces?
W: I agree. And I think spending over $40 for a 

puzzle set is too much.
M: Right. Oh, we can choose the frame as well. 

Which one would be good?
W: How about a wooden frame? I think it’ll go 

better with the living room.
M: Okay. Let’s choose this one.

11.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W: Paul, what are you writing with that brush? 

It looks really artistic.
M: Thanks, Clara. I’m practicing calligraphy.
W: It’s my first time seeing someone doing 

calligraphy. Who did you learn it from?
M: 

12.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Telephone rings.]
M: Hello, Bluelagoon Scuba Diving. How can I 

help you?
W: Hi, I’d like to register for an indoor course 

on Friday evenings.
M: Let me check. [Typing sounds] We have two 

courses on Friday. The 7 p.m. is fully 
booked, but you can take the 8 o’clock 
course.

W:
13.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W: What’s that, John? Oh, is that the bookcase 
you ordered online?

M: Yes, Kelly. It was delivered today. I’m trying 
to put it together, but it’s quite complicated.

W: Hmm, it doesn’t look easy to assemble it.
M: Right, I hardly understand the manual. It’s 

my first time trying to assemble DIY 
furniture. I’m so confused.

W: That can happen if you’re doing something 
you’re not used to.

M: You’re right. Oh, didn’t you say you had 
assembled a computer by yourself?

W: Yes, and I also had difficulty understanding 
the manual.

M: Then how did you do it?
W: I searched for a video and learned how to 

put it together.
M: I think that would be quite helpful.
W: Yes, it explained every step well. There will 

be many videos online that can help you, too.
M:

14.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M: Honey, what are you watching online?
W: It’s a documentary about ugly vegetables.
M: Interesting. What does it say?
W: According to the documentary, one-third of 

all vegetables are thrown away at farms just 
because of their appearance.

M: I can’t believe it. That’s such a shame.
W: Yeah. They’re wasted even though they’re as 

delicious and nutritious as good-looking 
vegetables.

M: So, does the farmers’ hard work just become 
useless?

W: Right. I think we should do something for the 
farmers.

M: I agree. Why don’t we search for a way to 
buy ugly produce?

W: Great idea! Let’s find it on the Internet.
M: Let me do it. [Typing sounds] Look. This 

store is selling ugly vegetables at a 
reasonable price.

W:
15. [출제의도] 담화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 고르기

W: Sofia and Henry teach literature in high 
school. Sofia has worked for ten years, and 
Henry has just begun teaching. At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Henry assigns a 
book to his students and has them do a 
presentation about it. However, he notices 
that many of his students don’t show as 
much interest in the book as he expected, so 
he asks Sofia for advice. Sofia knows her 
students are highly motivated when they pick 
their own books. So, she wants to suggest to 
Henry that he allow his students to choose 
books for themselves.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Sofia most likely say to Henry?

Sofia:
16~17 긴 담화 듣기

M: Hello, students. Last class, we learned about 
different expressions in various languages 
related to birds. Today, let’s talk about what 
birds represent in different cultures. First, 
the eagle was a significant bird in ancient 
Mexican culture. For ancient Mexicans, the 
eagle was a symbol of the sun. As a 
predator, the eagle was also associated with 
strength and power. Second, in Chinese 
culture, the crane stands for intelligence and 
honor. It’s admired for its ability to walk, fly, 
and swim as well as for its graceful 
appearance. Third, in ancient Greek culture, 
the owl was a symbol for the Goddess of 
wisdom, Athena. The owl’s abilities to see, 
fly, and hunt effectively in the dark often 
implied magical powers and mystery. Lastly, 
in some Native American cultures, the 
hummingbird is a healer and deliverer of love. 
That’s because of its ability to move 
incredibly fast. The hummingbird is also 
considered a symbol of joy and good luck. 
Isn’t that interesting? Now, let’s watch a 
video to help you understand better.

16. [출제의도] 담화의 주제 파악하기
17. [출제의도] 담화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읽기]

18. [출제의도] 글의 목적 추론하기
[해석] 지역 상점 주인분들께

제 이름은 Carol Williams이고 Yellowstone 고등
학교의 학생회장입니다. 우리는 3월 30일에 연례 퀴
즈의 밤을 개최할 것이고, 우승팀에게 상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행사는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
를 제공해 주는 지역 상점의 후원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상품으로 사용할 상품권을 흔쾌히 
기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액수의 상
품권 기부든 감사히 여길 것입니다. 귀하의 관대함에 
대한 대가로 우리의 답안지에 귀하의 사업 광고를 
싣겠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우리의 요청을 고려하는 
데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기부하기를 원하시거나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신
다면 저에게 전화나 이메일을 주십시오. 곧 귀하로부
터 소식을 듣기를 기대하겠습니다. 

   Carol Williams 드림
19. [출제의도] 주인공의 심경 변화 추론하기

[해석] 그날, Dan과 나는 발표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수업이 시작된 직후에 나의 전화가 울렸다. 
그것은 “나는 제시간에 갈 수 없어. 도로에서 차 사
고가 있었어!”라고 하는 Dan으로부터 온 문자 메시
지였다. 나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Dan은 우리의 차례 전에 나타나지 않았고 곧 
나는 전체 학생들 앞에 서 있었다. 나는 겨우 내 몫
을 다 끝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나의 정
신은 몇 초간 멍해졌다. ‘정신 차려!’ 나는 재빨리 정
신을 가다듬고 Dan의 발표 부분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해 나갔다. 잠시 후, 나는 혼자서 전체 
발표를 끝냈다. 그제서야 긴장감이 사라졌다. 나는 
우리 교수님의 웃음을 띤 얼굴을 볼 수 있었다.

20. [출제의도] 필자의 주장 파악하기
[해석] 조직에서의 명확성은 모두가 계속 조화롭게 
일하게 하고 신뢰와 투명성 같은 핵심적인 리더십 요
소에 활력을 준다. 여러분의 조직에서 누가 또는 무
엇이 평가되고 있는지 간에 그들이 무엇에 대해 평가
되고 있는지는 분명해야 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여러분의 조직에 있는 개개인들이 
그들이 무엇에 대해 평가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로 평가된다면 그것은 불신을 초래하고 여러분의 조
직을 명확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여러분의 
조직이 생산적이고 응집력이 있고 성공적이기 위해서
는 신뢰가 필수적이다. 여러분의 조직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은 어떤 평가의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끼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여러분의 조직의 성
장을 상당히 방해할 것이다. 정확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신뢰는 필수적인 것이고, 그것은 명확성으로부
터 온다. 결국 평가는 여러분이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것은 그러고 나서 여러분의 조
직이 최적의 성공에 도달하도록 해 준다.

21. [출제의도] 함축 의미 추론하기
[해석] 최고의 수행과 동기 부여에 대한 과학 연구
는 각각의 일이 우리의 에너지 수준에 이상적으로 
맞춰져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분석적
인 일은 우리의 에너지가 높고 방해물이 없으며 집
중할 수 있을 때 가장 잘 수행된다. 나는 보통 활기
찬 상태로 일어난다. 몇 년 동안 나는 ‘아침 식사로 
나의 문제를 먹는’ 습관을 꾸준히 고수해 왔다. 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다양한 시나리오와 대화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다. 불만족스러워
하는 고객과 이야기하거나 불쾌한 이메일을 처리하
는 것을 미룰 때 나는 낮 동안에 너무 많은 감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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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에너지를 낭비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그 일이 뇌
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그것을 단지 처리
하는 데 실제로 걸리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그것
에 대해 걱정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피하는 데 보낼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
것이 항상 내가 끝내는 첫 번째 일이 될 것이다. 만
약 여러분이 자신이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의 어려운 일을 오후 늦은 시간에 하
도록 일정을 짜는 것에 대한 전략을 세우라.

22. [출제의도] 글의 요지 추론하기
[해석]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날짜가 새 시작 (‘봄
의 첫 번째 날’처럼)과 관련이 있다고 제시했을 때, 
연구자들이 그것을 평범한 날 (‘3월의 세 번째 목요
일’처럼)로 제시했을 때보다 학생들은 그것을 목표 추
구를 시작하기에 더 매력적인 때로 보았다. 그것이 새
로운 운동 습관을 시작하는 것이든 혹은 소셜 미디어
에 시간을 덜 쓰는 것이든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날짜
가 새로운 시작과 관련될 때 더 많은 학생들이 바로 
그때 변화를 시작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다른 팀에 의
한 더 최근의 연구는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수
정된 주간 일정표를 보여 줌으로써 비슷한 이점들이 
얻어졌다는 것을 알아냈다. 달력이 오늘을 (월요일이
든 일요일이든) 한 주의 첫날로 표현했을 때, 사람들
은 그들의 목표에 대한 즉각적인 진전을 이루는 데 더
욱 동기 부여가 되는 것을 느낀다고 보고했다.

23. [출제의도] 글의 주제 추론하기
[해석] 북미 원주민들은 공격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로 
종종 노래를 불렀고 춤을 췄다. 이러한 준비의 노래에
서 야기된 감정적이고 신경 화학적인 흥분 상태가 그
들의 공격을 수행하기 위한 힘을 그들에게 제공했다. 
무의식적이고 억제되지 않는 행동으로서 시작했을지도 
모르는 것, 즉 격분하여 노래를 부르고 드럼을 치는 
것으로 그들의 희생자를 공격하는 것은 승리자들이 그
들이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이 미치
는 영향을 직접 목격하면서 전략이 되었을 수도 있다. 
비록 전쟁의 춤이 적에게 곧 있을 공격을 경고해 주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자들에게 주
는 정서적 자극과 동시에 움직이게 하는 이점이 기습
의 상실을 보상해 줄 수 있다. 노래하고, 춤추고, 행진
했던 사람들은 그러한 장관을 목격한 적들을 겁먹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 강한 우세를 누렸을지도 
모른다. 19세기와 20세기의 독일인들은 스코틀랜드인
들을 가장 무서워했는데, 백파이프와 드럼이 순전한 
시끄러움과 시각적인 장관으로 교란시켰다.

24. [출제의도] 글의 제목 추론하기
[해석] 최근의 ‘생활 양식으로서의 자전거 타기’ 열풍
은 유럽, 미국, 호주 그리고 아시아의 몇몇 도시 지역
에서 적극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수의 증가와 
자전거 타기 클럽 회원의 성장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또한 자전거의 상징적인 재해석과 동반되어 왔다. 자
전거가 수년 동안 가난과 연관되었던 이후로, 비싼 
여가용 자전거 또는 여가용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통
근용 자전거가 도시 환경에서 갑자기 열망의 상품이 
되었다. 현재 자전거 타기가 그것의 드러내 놓고 표
현하는 가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의 그것의 역할, 
그리고 타인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사회적 지위를 암
시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것의 효과를 위해 수행되기
도 하는 활동이 되었다. 어느 정도는 자전거 타기가 
부유한 사람들의 상징적 표시로 바뀌었다. 분명히 가
치를 지닌 소비 행위는 자전거 타기에 결코 한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체성 형성과 과시적 소비와의 관련
성은 자전거 타기의 경우에 특히 분명해졌다.

25. [출제의도] 표의 내용 파악하기
[해석] 위 그래프는 2000년과 2020년에 여섯 지역
에서 2차 홍역 백신 접종을 받은 아이들의 비율을 

보여 준다. 서태평양의 백신 접종이 된 아이들의 비
율은 2000년의 유럽의 그것보다 낮았지만 서태평양
의 2020년의 백신 접종율은 유럽의 그것을 3퍼센트 
포인트 앞질렀다. 모든 지역들 중에서 동남아시아는 
그곳의 백신 접종이 된 아이들의 비율에 있어서 지
난 20년간 두 번째로 큰 증가를 이뤘고, 그곳은 
2020년의 여섯 지역 중 백신을 맞은 아이들의 비율
에서 3위를 차지했다. 동 지중해에서 백신 접종이 된 
아이들의 비율은 2000년에서 2020년까지 두 배 이
상 증가했지만, 두 해 모두 아메리카의 그것을 넘지
는 못했다(→ 두 해 중 한 해만 아메리카의 그것을 
넘었다). 아메리카의 백신 접종이 된 아이들의 비율
은 2000년에 여섯 지역 중 가장 높았지만 그것은 지
난 20년간 모든 지역 중 가장 적게 증가했다. 아프리
카에서 2020년에 백신 접종을 받은 아이들의 비율은 
2000년보다 7배 이상 높았지만 2020년에도 여전히 
여섯 지역 중 가장 낮았다.

26.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해석] 인도의 가장 유명한 과학자 중 한 명인 Janaki 
Ammal은 1897년에 태어났고, 중매를 통해 결혼할 것
으로 기대되었다. 인도 여성들의 식자율이 1%보다 낮
았던 시기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관습을 따
르지 않고 대학에 입학하기로 결심했다. 1924년에 그
녀는 미국으로 갔고 마침내 Michigan 대학에서 식물
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Ammal은 세계에서 가장 단 
사탕수수 품종 개발에 기여했다. 그녀는 영국으로 건
너가 그곳에서 Chromosome Atlas of Cultivated 
Plants를 공동 집필했다. 연이은 기근이 있은 후, 그녀
는 수상의 요청으로 식량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
을 주기 위해 인도로 돌아갔다. 그러나 Ammal은 더 
많은 식량을 재배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삼림 벌채가 
일어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토종 식물 보
존에 대한 옹호자가 되었고, 수력 발전 댐의 건설로부
터 Silent Valley를 성공적으로 지켰다.

27.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해석]

2022 딸기 축제

즐거운 가족 축제에 함께하세요. 올해 우리는 Berry 
Square에서 대면 행사를 다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날짜: 2022년 11월 26일(오전 11시-오후 5시)
▫ 티켓: 1인당 20달러(6세 이하의 아이들은 무료입
니다.)
▫ 특별행사
· 오전 11시 : 아이들을 위한 베이킹 클래스
· 오후 1시 : 딸기파이 먹기 대회
· 오후 3시 : 딸기 의상 콘테스트
▫ 참고
· 주차비는 5달러이며 매표소로 가는 트램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 여러분이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다면 신청서를 작성

하여 manager@strawberryfestival.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28.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Maple Spring 조명 예술 전시회

  Maple Spring 조명 예술 전시회는 조명 예술품으
로 둘러싸인 경로를 따라 당신을 비추게 될 것입니
다. 여러분이 Maple Spring을 걸으면서 아름다운 조
명 예술품들을 감상하세요.

▫ 날짜: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번째와 네 번째 월요일은 운영하지 않음.)
▫ 시간: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입장료: 1인당 5달러
▫ 전시 경로: Maple Spring 중심부의 Bow 강을 따

라 (관람 경로의 디지털 지도만 제공
합니다.)

· 기념품은 현장과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지역 주민은 입장료의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 www.maplespringlight.com을 

방문하십시오.
29. [출제의도] 어법상 틀린 표현 고르기

[해석] 선매 행위는 어떤 전략이 경쟁자로 하여금 어
떤 특정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
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경우에는 선제적 조치
는 단순히 경쟁자들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단념시
킬 수 있는 어떤 의도의 공표일 수도 있다. 선매 행
위 개념은 때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
하는데, 즉 어떤 시점의 결정이나 조치는 다른 시점
에 그것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득이 될 수 있다. 선
매 행위는 새로운 진입자가 시장에 진출하기 이전과 
진출해 있는 동안에 광고의 가중치를 높이는 것을 포
함할 수 있다. 그 취지는 신규 진입자의 광고가 잠재
적 구매자들에게 인상을 남기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
는 것이다. 제품 확산은 또 다른 잠재적인 선매 행위 
전략이다. 일반적인 아이디어는 수용되지 않는 시장 
수요의 방식이 거의 없도록 다양한 제품 변형을 출시
하는 것이다. 거의 틀림없이, 만약 시장이 제품 변형
으로 이미 채워져 있다면 경쟁자들은 아직 점유되지 
않은 시장 수요 주머니를 찾기가 더 어렵다.
[해설] 단수 동사가 필요하므로, is가 적절하다.

30. [출제의도]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 고르기
[해석] 카운터셰이딩(명암역위형보호색)은 동물에게 
위장을 제공하는 시각적으로 평평하게 하는 과정이
다. 햇빛이 물체를 위에서 비출 때, 그 물체는 맨 위
에서 가장 밝을 것이다. 물체의 색깔은 맨 아래로 향
할수록 점차 더 어두운색으로 음영이 생기게 될 것
이다. 이러한 음영은 물체에 농도를 주고 보는 사람
이 그것의 모양을 식별하게 해 준다. 따라서 비록 동
물이 밑바탕과 정확하지만 균일하게 같은 색일지라
도 빛이 비춰질 때 쉽게 눈에 띌 것이다. 그러나 대
부분의 동물은 아랫부분보다 윗부분이 더 어둡다. 그
들이 위에서 빛을 받을 때, 더 어두운 등은 밝아지고 
더 밝은 복부는 음영이 생긴다. 따라서 동물은 하나
의 색처럼 보이고 밑바탕과 쉽게 섞인다. 이러한 형
태의 배색 즉, 카운터셰이딩은 생물체의 모양의 시각
적 인상을 강화한다(→ 파괴한다). 그것은 동물이 그
것의 배경과 섞이게 해 준다.

31.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어떤 학습도 오류 신호 없이는 가능하지 않
다. 유기체는 사건이 그들의 기대에 어긋날 때에만 
학습한다. 다시 말해 놀람은 학습의 근본적인 동력 
중 하나이다. 일련의 똑같은 음인 AAAAA를 듣는 것
을 상상해 보아라. 각각의 음은 여러분의 뇌의 청각 
영역에서 반응을 끌어내지만 음이 반복되면서 그 반
응은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이것은 ‘적응’이라 불리며 
당신의 뇌가 다음 사건을 예상하는 것을 배울 것임을 
보여 주는 현혹될 정도로 단순해 보이는 현상이다. 
갑자기 그 음이 AAAAA#으로 바뀐다. 당신의 일차 
청각 피질은 즉시 강한 놀람의 반응을 보이는데, 즉 
적응이 점차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소리에 
대한 반응으로 추가적인 뉴런이 힘차게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적응을 유발하는 것은 단순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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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음이 예측 가능한지이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ABABA와 같이 한 세트의 
교차하는 음을 듣는다면, 당신의 뇌는 이 교차에 익
숙해지고, 당신의 청각 영역 내 활동은 다시 감소한
다. 그러나 이번에는 놀람의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ABABB와 같은 예상치 못한 반복이다.

32.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전 세계 경제 시장의 연결성은 그것을 잠재적 
‘감염’에 취약하게 만든다. 금융상의 실패는 독감처럼 
퍼지면서 채무자에서부터 은행, 보증인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그러한 감염에 관한 예
상치 못한 특징들이 있다. 감염이 심지어 어떤 접촉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 은행은 어떠한 투자에 실패
하지 않고도 지급 불능이 될 수 있다. 어떤 나쁜 투
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연속된 실패처럼 금융 시장에  
두려움과 불확실성은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만약 우
리 모두가 내일 깨어나서 X은행이 지급 불능이 될 것
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지급 불능이 될 것이다. 사
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X은행이 실패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을 무서워하거나 단지 우리의 집단적
인 두려움을 무서워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심지어 X은행이 건전한 투자로 잘 운영된다는 
것을 알지라도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돈
을 인출해 갈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돈을 인출하는 마지막 사람이 되는 것을 무서
워 할 것이다. 재정적인 고통은 자기충족적일 수 있
고 금융 시장에서의 특별히 골치 아픈 측면이다.

33.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여러분이 음수의 4개의 쿠키를 볼 수 없고 틀
림없이 그것들을 먹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음수는 양수보
다 훨씬 더 추상적이지만 여러분은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으며, 채무에서부터 몹시 차가운 기온, 주차장과 씨
름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생
각‘해야만 한다’. 여전히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음수
와 잘 지내지 못해 왔다. 사람들은 그 두려운 음수의 
기호를 피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우스꽝스럽고 사소한 
정신적 전략들을 만들어 냈다. 뮤추얼 펀드(계약형 투
자 신탁) 진술에서 손실(음수)은 빨간색으로 인쇄되거
나 음수의 기호가 발견되지 않은 채 괄호 안에 갇혀 
있다. 역사책은 우리에게 Julius Caesar가 –100이 아
닌 기원전 100년에 태어났다고 말한다. 주차장의 지
하층은 종종 B1과 B2와 같은 명칭을 가지고 있다. 기
온은 몇 안 되는 예외 중 하나인데 특히 여기 New 
York의 Ithaca에서 사람들은 바깥의 기온이 –5도라고 
말하지만 심지어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영하 5도라
고 말하길 선호한다. 그 음수의 기호에 관해서는 정말 
불쾌하게만 보이는 무언가가 있다.

34.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인간에 대한 관찰 연구는 적절하게 통제될 수 
없다. 인간은 다양한 생활 방식으로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적절한 실험 대
상이 되기에 충분히 동질적이지 않다. 이러한 ‘교란 
변수’는 인간 역학 조사로부터 타당한 인과적 결론을 
도출하는 우리의 능력을 손상시킨다. 교란 변수는 역
학자가 연구되고 있는 특정한 변수의 영향을 분리하기 
어렵게 만드는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변수이다. 
예를 들어, Taubes는 술을 마시는 많은 사람들이 흡
연도 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알코올 섭취와 암 사이
의 연관성을 결정짓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했
다. 마찬가지로 유명한 Framingham 연구의 연구자들
은 커피를 마시는 것과 관상 동맥성 심장 질환 사이
에 상당한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커피를 마시는 많은 사람들이 흡연도 한다는 사실에 
대해 수정을 하자 이러한 상관관계의 대부분은 사라
졌다. 교란 변수들이 알려져 있다면 그것들을 수정하

는 것이 종종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들이 알려져 있
지 않다면, 그것들은 우리가 역학 조사로부터 도출하
는 인과적 결론의 신뢰성을 손상시킬 것이다.

35. [출제의도]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해석] 인간의 모든 감정 중에서 질투보다 더 까다
롭거나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없다. 사람들의 행
동을 자극하는 질투를 실제로 알아차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모호함의 이유는 간단한데, 우리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질투를 대부분 절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질투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무언가에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스
스로에 대한 인정을 수반한다. 이 열등감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훨씬 더 
나쁘다. (질투는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
면 질투하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들이 시기
하는 사람에게 ‘증오에 찬 눈초리’를 보낼 수 있거나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 그 감정 때문에 건강이 나빠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질투심
을 경험하는 거의 즉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에
게 감추고자 하게 되는데, 즉 그것은 우리가 느끼는 
질투가 아니라 재산의 분배나 관심에 대한 불공평함, 
이 불공평함에 대한 분개, 심지어 분노이다.

36. [출제의도] 글의 순서 파악하기
[해석] 잊힐 권리는 사생활 권리와 구별되지만 관련
이 있는 권리이다. 사생활 권리는 무엇보다도 전통적
으로 보호되거나 공개되지 않아야 할 개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정보에 대한 권리이다. (B) 반면에 잊힐 권
리는 공공의 영역에 있었던 정보에 적용될 수 있다. 
잊힐 권리는 특정 시점의 정보에 의해 영원히 정의되
지 않아야 할 개인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A) 그러한 권리의 한 가지 이유는 개인이 자신의 삶
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주고 자신의 삶의 특정한 사건
이나 기간에 의해 정의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과
거의 범죄 유죄 판결조차도 결국 ‘소모되어야’ 하고 
한 사람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오
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C) 잊힐 권리를 지지하는 그
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잊힐 권리는 다른 권리와 때
때로 충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식적인 예외가 안
보와 공공 보건의 이유로 인해 때때로 만들어진다.

37. [출제의도] 글의 순서 파악하기
[해석] 한 사람의 선호도 구조를 알아내는 것, 즉 한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도가 또 다른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도보다 더 큰지를 이해하는 것
에 성공한 경제학자에게는 행동을 기저에 있는 호불호
의 변화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문제가 많다. (B) 예를 들어, 베이비 붐과 그 후의 출
산율의 급락이 변동이 없는 선호도를 배경으로 한 상
대적 비용의 변화보다는 아이에 대한 대중의 내재적인 
기호의 증가와 그 후의 감소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
는 것은 사회 과학자를 불안정한 입지에 놓는다. (C)
경제학에서 출생률에 대한 그러한 주장은 사망률의 상
승과 하락이 죽음에 대한 내재적 욕구 변화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경제학자에게는 기호의 
변화보다는 소득과 물가의 변화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
친다. (A) 예를 들어, 소득이 증가할 때 사람들은 자
녀에 대한 자신의 내재적 욕구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더 많은 자녀(또는 여러분이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아이로부터 오는 더 큰 만족감)를 원한다.

38. [출제의도] 문장 삽입하기
[해석] 자연계에서 만약 동물이 자신의 상태를 안 좋
게 하기에 충분한 항영양소가 있는 식물을 섭취하면 그 
동물은 그 식물을 다시는 먹지 않을 것이다. 직관적으

로 동물은 또한 이러한 식물을 멀리할 줄 안다. 오랜 
시간의 진화와 전해 내려오는 정보는 이 타고난 지능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이 ‘직관’은 동물에게서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왜 야채를 
싫어하는지 궁금해 한 적이 있는가? Dr. Steven 
Gundry는 이것을 우리의 유전적 프로그래밍, 즉 우리
의 내적 지능의 일부로 정당화한다. 많은 야채들이 항
영양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 연약하
고 성장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을 그것들
로부터 멀리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것은 여러분의 
미뢰(味蕾)로 하여금 이러한 맛을 나쁘고 심지어 역겨
운 것으로 인식하게 만듦으로써 이를 수행한다. 여러
분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신체가 이러한 항영양소를 
견딜 만큼 충분히 더 강해지면 갑자기 그것들은 더 
이상 이전만큼 맛이 나쁘게 느껴지지 않는다.

39. [출제의도] 문장 삽입하기 
[해석] 우리 행성의 서로 다른 부분들에 대한 달 중
력의 차이는 효과적으로 ‘잡아 늘리는 힘’을 만든다. 
그것은 우리 행성을 달을 보는 방향으로 약간 늘어
나게 하고 그것에 직각을 이루는 선을 따라 약간 눌
리게 된다. 달의 중력에 의해 발생되는 조수의 늘어
남은 땅과 물을 포함한 우리의 전체 행성에 안팎으
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암석의 단단함은 땅이 물
보다는 훨씬 적은 양만큼 조수와 함께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우리가 오직 바다의 
조수만을 알아차리는 이유이다. 그 늘어남은 또한 왜 
일반적으로 매일 바다에서 ‘두 번의’ 만조(그리고 두 
번의 간조)가 발생하는지 설명한다. 지구가 고무줄처
럼 늘어나기 때문에, 바다는 달을 향하는 쪽과 달에
서 멀어지는 쪽 모두에서 팽창해 나간다. 지구가 자
전함에 따라 우리는 매일 이 두 개의 조수 팽창부를 
통과하게 되어서 우리가 각각 두 개의 팽창부에 있
을 때 만조를 겪고 그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있을 때 
간조를 겪는다.

40. [출제의도] 글의 내용 요약하기
[해석] 한 연구는 맹목적인 가정에 근거한 선입견의 
경제적인 비용을 연구했다. 연구자들은 한 무리의 
덴마크 십 대들에게 두 사람 중 한 명과 함께 일하는 
선택권을 주었다. 십 대는 그들 중 어느 한 명과도 
만난 적이 없었다. 그 사람들 중 한 명은 십 대와 유
사한 인종적 또는 종교적 배경의 출신임을 암시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한 사람은 다른 인종적 
또는 종교적 배경의 출신임을 암시하는 이름을 가지
고 있었다. 그 연구는 만약 십 대들이 자신이 생각하
기에 같은 인종적 또는 종교적 배경으로부터 온 누군
가와 함께 일할 수 있다면 그들은 평균 8% 더 적게 
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이
러한 선입견은 소수 인종의 이름을 가진 십 대들뿐만 
아니라 다수 인종의 이름을 가진 십 대들 사이에서도 
분명했다. 십 대들은 맹목적으로 자신의 잠재적인 동
료의 인종에 대한 가정을 했다. 그들은 그러고 나서 
그 선입견이 ‘그들 자신의’ 잠재적인 소득을 줄이는 
것을 실제로 허용할 정도까지 선입견을 자신의 가정
에 적용하였다. 그 일은 그 두 명의 십 대들에게 단
지 ‘90분’간만 함께 일할 것을 요구했다.


십 대들이 심지어 자신에게 오는 경제적인 손실에도
비슷한 배경의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것에 선호를 
표현했던 한 연구는 가정에 근거한 선입견이 이성적
인 경제 행위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41~42 장문의 이해
[해석] 신경 심리학자 Michael Gazzaniga는 우리의 
뇌가 우리를 속이는 일관성 있는 (그러나 반드시 사실
은 아닌)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 연구에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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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환자들에게 그들의 왼쪽 눈에만 보이도록 이미지
를 보여 주고 그들의 왼손으로 관련 있는 카드를 선
택하도록 요청했다. 왼쪽 눈의 시력과 왼쪽 몸의 움
직임은 우뇌에 의해 제어된다. 분리 뇌 환자에게 있
어 우뇌와 좌뇌 사이의 연결은 끊어졌으며 이는 한
쪽 뇌에서 다른 쪽 뇌로 정보가 건너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 우뇌가 모든 작
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좌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알지 못하고 있었다).
  Gazzaniga는 그 후 참가자들에게 그들이 선택했던 
그 카드를 왜 선택했는지 질문했다. 언어는 좌뇌에서 
처리되고 생성되기 때문에 좌뇌가 응답하도록 요구
된다. 그러나 그 실험의 설계 때문에 오직 우뇌만이 
왜 그 참가자가 그 카드를 선택했는지 알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Gazzaniga는 참가자들이 질문에 답할 것
을 요청받았을 때 침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 대신에 모든 피실험자는 응답을 꾸며 냈다. 좌뇌
는 우뇌에 의해 행해진 행동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
라는 요청을 받고 있었다. 좌뇌는 답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이 좌뇌가 답을 꾸며 내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사실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자, 만약 이 연구가 분리 뇌 환자에만 제한
됐었다면, 그것은 흥미롭지만 우리와 매우 관련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분리 뇌 환자들이 이유를 꾸며 내
는 유일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한다. 우리 모두는 자신에 대한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필요로 하고 그 이야기에서 정보가 빠져 
있을 때, 우리의 뇌는 단순히 세부 사항을 채운다.

41. [출제의도] 글의 제목 추론하기
42. [출제의도]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 고르기
43∼45 장문의 이해

[해석]
(A)

단지 연습 경기이기는 했지만 농구공은 마치 
Chanel의 손에 속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녀의 
쌍둥이 자매인 Vasha에게 공을 패스하지 않기로 결심
했다. 그 대신에 (a) 그녀(Chanel)는 멈추고, 점프하
여 공을 골대 쪽으로 던졌지만 그것은 백보드를 맞고 
튕겨 나갔다. Chanel은 팀원들이 실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상대 팀이 공을 가져가서 이내 득점했고 
경기가 끝났다.

(D)
연습 경기가 끝났을 때, Chanel은 그녀의 눈이 눈물

로 따끔거리는 것을 느꼈다. “괜찮아,” Vasha가 위로
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Chanel은 그녀에게 고마움을 
느꼈지만 Vasha가 그녀의 기분을 더 나아지게 해 주
지는 않았다. Vasha는 그녀의 쌍둥이가 향상하는 것
을 돕고 싶었다. 그녀는 그녀의 쌍둥이에게 (e) 자신
(Vasha)과 함께 연습하자고 권유했다. 방과 후에 그
들은 그들의 농구공을 가지고 그들의 농구 슛을 연습
하기 시작했다.

(C)
처음에 Chanel은 Vasha가 슛을 할 때마다 그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Vasha와 연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
았다. 하지만 Chanel의 차례마다 그녀는 슛을 넣지 
못했다. (c) 그녀(Chanel)는 슛을 넣지 못한 것에 좌
절했다. “포기하지 마!” 각각의 슛이 실패한 후에 
Vasha가 외쳤다. 12번의 연이은 실패 후에 그녀의 
13번째 슛이 들어갔고, 그녀가 “마침내 내가 해냈어!”
라고 외쳤다. 그녀의 쌍둥이가 “나는 (d) 네(Chanel)
가 해낼 줄 알았어! 자, 계속 연습하자!”라고 말했다. 

(B)
다음날 Chanel은 라이벌 학교와의 챔피언십 경기

에 출전했다. 그것은 팽팽한 경기였고 Chanel이 경기

에서 10초가 남은 상황에서 Vasha에게 공을 패스받
았을 때 점수는 동점이었다. (b) 그녀(Chanel)는 공
중으로 뛰어올라 공을 던졌다. 그것은 곧바로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 Chanel의 마지막 슛은 그녀의 팀
을 우승팀으로 만들었다. Vasha와 모든 다른 팀원들
은 그녀에게 환호를 보냈다.

43. [출제의도] 글의 순서 파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