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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수능]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With Whom Do You Most Often Exercise?

당신은 누구와 함께 가장 자주 운동하는가? 

Exercise Companionship for Men and Women from 
교 제 . . . . . .

2003 to 2006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남성과 여성의 운동 상대

The graph above shows the percentage of men and 

women responses on exercise companionship from 
반 응 함 께 운 동 하 는 사 람

a survey conducted from 2003 to 2006. 
설 문 조 사 c o n d u c t i n g ( X )

위 그래프는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함께 운동
하는 사람에 관한 남성과 여성의 반응을 퍼센트 값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①More than half of both men and women reported 

that they exercised alone, which represented the 
t h a t ( X ) 나 타 내 다

largest category of companionship for the two groups.

절반 이상의 남성과 여성은 그들이 혼자 운동한다고 응답 했는데, 
이는 두 그룹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②The second highest response category 

for the two groups, which had the 
w h a t ( X )

largest percentage point gap between 

men and women, was exercising with 

family members. 

두 집단에서 두 번째로 큰 응답 범주는 가족과 함
께 운동하는 것이었는데, 이 경우 남성과 여성 사이
에서 가장 큰 비율 값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③More male respondents  reported 2

exercising with friends or neighbors 

than female respondents. 

남성 응답자들이 여성 응답자들에 비해 더 많이 친
구나 이웃과 함께 운동 한다고 응답했다. 

④No other exercise companion group 

for men and women, respectively , 3
각 각 . . . . .

was less favored than co-workers. 
선 호 되 는

남성과 여성 두 그룹에서, 각각 직장 동료보다 덜 
선호되는 운동 동반자는 없었다. 

⑤For female respondents, the 

percentage of exercising with family 

members was more than twice that  
were (X) the percentage

of exercising with friends or neighbors.

여성 응답자들의 경우 가족과 함께 운동하는 사람
들의 비율은 친구나 이웃과 함께 운동하는 비율의 
두 배 이상이었다. 

 ⑤여성 집단에서 가족과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9%이고, 친구나 이웃과 함께 운동하는 비율은 17%이므로, 여성 집단에서 가1

족과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친구나 이웃과 함께 운동하는 비율의 두 배 이상이라고 언급한 ⑤가 도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someone who answers questions, especially on a questionnaire or a set of written questions: respondent2

 used for saying that something happens separately to each of the people or things mentioned in the order in which they 3

were mentione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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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Taylor Community Yoga Free in February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

Taylor Community Yoga

Free in February!

Is one of your New Year’s resolutions to get in 
다 짐

shape ? Then take the first step by joining us for a 
좋은 몸상태를 유지하다

free yoga class presented by the Taylor District on 
p r e s e n t i n g ( X )

Thursday, February 1st. We encourage you to invite 
2 월 invite (X)

your friends, family, and any fitness enthusiast you 
건 강 애 호 가

know to take advantage of this free opportunity to 
이용학기 이용하기 위해서 무 료 의

take care of your body and mind with Taylor 
돌 보 다

Community yoga!

• invite N to R: 부탁하다

*Ages 10+ are welcome to attend. 

*If you currently have a Yoga Punch Pass, save the 
아껴두다

punch for another day!

Taylor Community Hall

Thursday, February 1st 2018

6:45 PM - 7:45 PM

Taylor Community Yoga Free in February 

Taylor Community의 2월 무료 요가수업! 

새해 다짐들 중에서 하나는 몸매를 가꾸는 것인가

요? 2월 1일 목요일 Taylor 지구에서 제공하는 무

료 요가수업에 참여함으로써 첫발을 내디뎌 보아

요. 친구, 가족,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건

강 애호가인지 간에 초대해서 Taylor 

Community 요가수업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돌볼 

이번 무료 기회를 이용하도록 권해보세요! 

* 10세 이상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 현재 Yoga Punch Pass를 갖고 계시다면, 그 

펀치 패스권을 다른 날을 위해 아껴두세요! 

Taylor Community Hall 

2018년 2월 1일 목요일 

오후 6:45 ~ 오후 7:45 

 ⑤ Taylor Community Hall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다.1

Taylor Community Hall에서 오후 6시 45분부터 오후 7시 45분까지 요가수업이 1시간 동안 진행된다고 했으므로 ⑤가 안
내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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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미국 십대들의 온라인 쇼핑과 점포 쇼핑에 대한 선호도 

U.S. Teens Are Increasingly Divided in Their Shopping Preferences
미국의 십 대들이 쇼핑 선호도 면에서 점점 더 나뉜다
% of teens in the United States who prefer shopping online in stores, by 
gender (온라인 혹은 점포 쇼핑을 선호하는 미국 십 대들의 성별 비율)

The graph above shows shopping preferences of 
선 호 도

U.S. teens by gender for three periods: the spring of 
성 별 기 간

2013, the fall of 2013, and the spring of 2014. 

위의 그래프는 세 개의 기간인, 2013년 봄, 2013년 가을과 2014
년 봄의 미국 십 대들의 쇼핑 선호도를 성별로 보여 준다.

①For all the periods, more males and females 

purchased things in stores than online. 
구 매 했 다

모든 기간 동안 더 많은 남성과 여성이 온라인에서보다 점포에서 물
건을 구매했다. 

②However, online shopping purchases increased 

over time for both males and females.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
어 온라인 쇼핑 구매가 증가했다.

③The percentages of male online 
비 율

shopping preference  were higher than 2

those  of female online shopping 
The percentages 

preference for all the periods. 

모든 기간 동안 남성의 온라인 쇼핑 선호도의 비율
은 여성의 온라인 쇼핑 선호도의 비율보다 높았다. 

④In the spring of 2013, more than 75% 

of both males and females made 

purchases in stores. 

2013년 봄에 남성과 여성 모두 75퍼센트보다 많
은 비율이 점포에서 구매를 했다.

⑤In the spring of 2014, the gap 
차 이

between the female preference for 

online and in store shopping was just 

10(—> 48) percentage points, while it  3
p e r c e n t ( X )

was slightly  more in the case of males.
--> even, still... - - > l e s s

2014년 봄에 여성의 온라인 쇼핑과 점포 쇼핑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는 겨우 10퍼센트 포인트였지

만(—>48 퍼센트 포인트), 그 차이는 남성의 경우

에는 약간(—> 상당히) 더 컸다(—> 작았다).

• 비교급 강조: even, still, far, a lot, much, by far(최
상급, 비교급 둘다 강조):

⑤1

 If you have a(n) ____________ for something, you like it more than another thing and will choose it if you can.2

 the gap between the female preference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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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Redwood High School 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자연공원 관리 자원봉사 프로그램 

Redwood High School 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Redwood 고등학교 (자연) 보호 관리 프로그램

Q: What will be provided to the volunteer?

A: Soft drinks, water  

Where Daisy Meadows

When May 12 and 26: 9 a.m. to 1 p.m. (Rain 

Dates: May 13 and 27)

Activities Dig up invasive plants, burning bush
파내라 침 입 하 는 덤 불 태 우 기

Clear trails of branches
제 거 하 기 산 길 가 지

Tools Volunteers should bring their own tools 

such as shovels and scissors.
삽 가 위

Clothing A hat, work gloves, long pants, work 

shoes, socks

No sandals or bare feet, due to the 
맨 발

presence of poison ivy
존 재 옷 나 무

Food and 

drinks

Soft drinks and water will be provided. 

Bring snacks if you’d like.

Other 

information
Please feel free to invite friends.

invite (X)

Parents are welcome to come along to 

work or help supervise.
감 독

Contact To sign up, please contact Paula Willson 

at 718-987-2345.

장소 Daisy Meadows

시간 5월 12일과 26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

시까지 (우천시: 5월 13일과 27일)

활동 생태계 교란 식물 파내기, 덤불 불태우기 

길에서 나뭇가지 치우기

도구 자원봉사자는 삽과 가위 같은 자신들의 

도구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복장 모자, 작업용 장갑, 긴 바지, 작업용 신

발, 양말 

옻나무가 있으므로 샌들이나 맨발은 허

용되지 않습니다

음식, 음료 청량음료와 물이 제공될 것입니다. 원하

면 간식을 가져오세요.

다른 정보 친구를 자유롭게 초대하세요. 

부모님들이 같이 오셔서 일하시거나 혹

은 감독을 도우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연락처 등록하시려면 Paula Willson에게 

718-987-2345로 연락하세요.

 ③ 작업 도구들은 현장에서 제공된다. 1

Volunteers should bring their own tools such as shovels and scissors.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③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