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ature X 302호 영어 실전모의고사 정오표 (10.07 최종수정)
학습에 지장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 검토하고 출제했음에도 완벽하지 못해
학습자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분류

페이지 / 내용
1. 14번 듣기 스크립트 아래의 스크립트로 대체(13번 스크립트와 중복되었습니다)

M: What have you been doing all night yesterday?
W: I was writing an experiment report with my teammates.
1회차 본
해설지

M: Oh, are you participating in the science festival?
W: I am. What about you? I thought you were interested in this event.
M: I was, but I decided not to participate in this event. It’s very hard to build a creative
experiment, and also conducting it successfully.
W: That’s right, but you could gain some experience. Oh, do you know what's worse than the
experiment?
M: What is it?
W: It’s the analysis part. I’m sick of calculations.

1회차 본
해설지

2. 29번 정답수정 – 빠른 정답과 본해설지 모두 정답을 4번에서 5번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1회차 본

3. 30번 각주 수정 (오타)

문제지

tardy: 눚은 → tardy: 늦은

1회차 본

4. 40번 제시문의 마지막줄 (B) 앞에 o => to로 변경

문제지

(contribute to)

2회차 본

6번 문제 선택지 수정

문제지

3번 선택지 – 27$ => 105$
43-45번 지문 (A) 부분 수정 [문제지에는 B 부분이 그대로 들어가있음]

2회차 본
문제지

(A)
Once there was a woman whose daily chores included having to walk from (a)her village to a
river to gather water. It was hard work bringing the two large, laden pots at the ends of a pole
stretched across her shoulders up the hill to her home. One of her pots was perfect and always
carried a full measure of water home while the other had a crack in it. By the time the woman got
home, the cracked pot had leaked so much that it was only half full.

2회차 본

2회차 듣기 12번

해설지

정답 3번 -> 2번으로 교체
[해석]

35번 해설 누락

우리 사회는 분노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종 그것을 다루고 싶지 않거나 그것을 다루는 것
에 죄책감을 느끼는데, 분노를 적절하게 대처하면 분노가 건강한 배출구가 될 수 있을까? 분노는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신호로 간주하지 않을 때 해로워진다. 가끔 사람들은 그들의 감정, 그들 자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느끼게 한 사람이 싫어질 때까지 분노가 곪도록 내버려 둔다. 하지만, 이는 공격의 형태로 수면위로 올라온다. 해결
되지 않은 분노는 우울증, 불안, 공격성, 단절된 관계와 같은 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기분이 좋
3회차 본
해설지

지 않을 때 울분을 터뜨리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참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 심지어 분노도
목적에 도움이 된다.
[해설]
글의 전체적인 논조는 간단합니다. 사회는 분노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통 간주하지만, 화가 났을 때 이를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담아두면 곪아서 이후 공격의 형태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노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5번 문장은 분노를 분출하기보다, 참는 것이 더 좋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글의 논조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입니
다. 고로 답은 5번입니다. 이와 같이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무관한 문장 찾기 유형이 최근에 꽤나 자주 출제
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를 해야합니다.
38번 해설 누락
[해석] 사회적 딜레마는 한 개인이 다른 모든 사람이 협력할 때 보다 더 높은 보상을 받을 때 발생한다. 모든 사람
이 탈출하려고 할 때, 그들은 더 나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다. 사회적 딜레마의 좋은 예는 친구들끼리 저녁 식사
를 함께 하는 상상을 하는 것이다. 식사 전에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하기로 모두 동의한다. 메뉴를 보면 마음에 들
지만 예산을 벗어난 많은 아이템들이 보인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당신은 전체 가격의 1/(저녁 식사 때 친구 수)

4회차 본
해설지

에 대해 요금을 나누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 당신은 모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같은 사실을 깨달았다면? 내 생각엔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 그것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걸 깨닫는다 하더라도, 지불서에 충격을 받을 것이다.
[해설] 과정-순서의 흐름을 다룬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격이 부담된다라는 문제상황이 등장하고 난
다음, 그것을 전체가격을 나눠서 내기로 했다면 그것이 전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즐길 수 있다라는 내용의 맥락
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그리고 4번 선택지에 But과, the same thing을 생각해본다면, the same thing이 주어진
문장을 의미하므로 4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24번 문항이 다른 문항으로 해설과 해석이 들어가있습니다. 아래 해설과 해석으로 교체부탁드립니다.
24. [해석] 기후 위기는 분명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이다.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여름 기온이 높아지면서 우리는
지구가 점점 더 병들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후 위기에 대한 사실이 너무 과장되었다고 말
한다.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단지 간빙기의 주기일 뿐이고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온실가스의 배출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지만, 자연은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복원력을 가지고

4회차 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들-대부분 정치인들-은 먼 미래를 보지 못하거나 불확실한 내용을 말

해설지

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시기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는 자연의 한계점이 무엇인지 모른다. 우리는 다음
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구에 대한 실험이 실패했을 때 우리를 위한 예비 계
획은 없다는 것이다.
[해설] 이 지문은 But 뒤의 내용이 주제인 경우가 아닙니다. 지문의 틀이 [필자의 주장]-[반대 의견]-[반박] 으로
구성되어 있어, But 뒤의 내용은 주장에 반대되는 의견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첫 문장과 끝 문장을 통해 주장하
는 바를 알 수 있는데, 기후 위기는 해결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번, 3번, 4번은 주제와 어

긋나는 내용이나 굉장히 협소한 부분에 대한 선지이고, 5번은 불필요하게 과한 확대해석이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장하는 바를 직역한 2번입니다.
3회 8번
미니모의고사
3회 12번
미니모의고사
4회 9번
미니모의고사

5번 선택지 foreheadcurately -> forehead 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오타]

정답 4번입니다.

1번 선택지 A-B-C로 교체바랍니다. (제시문을 교체하기 보단 선택지를 교체하는게 적절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4회
미니모의고사

아래의 표를 참고바랍니다.

빠른정답
2회
본모의고사

Jason -> Grace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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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미니 모의고사 빠른 정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