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학년도 6월 2일(목) 교육과정 평가원 해설지        제공

(통학)            (기숙)             

영어영역 

1. 정답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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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3. 정답 : 

   해설 : 

4. 정답 : 

   해설 : 

5. 정답 : 

   해설 : 

        

6. 정답 : 

   해설 : 

7. 정답 : 

   해설 : 

8. 정답 : 

   해설 : 

9. 정답 : 

   해설 : 

10. 정답 :

    해설 :

11. 정답 :

    해설 :

12. 정답 :

    해설 :

13. 정답 :

    해설 :

14.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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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답 :

    해설 :

16. 정답 :

    해설 :

17. 정답 :

    해설 :

 

18. 정답 : ②

    해설 :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send me one. 에서 대명사 one이 의미하는 것은 앞 문장에서 언급한 ‘a 

CD’ 이다. You can send it to me ~ 에서, ② CD를 보내 줄 수 있는지 문의하려고 인 것을 알 수 있다.

① 자원봉사자 중 한 명(one of the volunteers) 이라고 했으며, 취소한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③, ④ 주소를 수정한다는 내용, 일정 확인에 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⑤ 오리엔테이션에는 지난주에 참석하지 못했다(과거시제)고 언급했다

19. 정답 : ①

    해설 : she trembled uncontrollably for fear ~ (통제할 수 없을만큼 두려움에 떨었다) / Drops of cold sweat 

rolled down her back (식은땀이 그녀의 등을 타고 흘러내였다) 등의 문장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To her relief ~ / She relaxed ~ 등의 문장을 통해 안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terrified → 

relieved 가 적절하다.

20. 정답 : ①

    해설 : To help avoid committing these errors ~ (이러한 오류 범하는 것을 피하도록 돕기위해 ~) 가 이 글의 

핵심 문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these errors’는 앞 문장에서 언급한 

‘perceptual errors(인식의 오류)’ 이다. For example ~ 로 이어지는 문장은 이러한 인식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일련의 질문들을 통해 점검하는데 대한 예시에 대한 내용이다.

21. 정답 : ③

    해설 : as our body mimics the other’s (우리의 몸은 타인을 모방하기 때문에) / a learned ability (학습된 능

력) 와 같은 표현과 Animals ─ and people ─ ~ 로 이어지는 문장을 통해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글의 요지임을 알 수 있다.

22. 정답 : ⑤

    해설 : As understanders, we have ~ / When a new story appears, ~ 등의 문장을 통해 이 글은 새로운 이야

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믿음이 하는 역할 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임을 알 수 있다.

23. 정답 : ⑤

    해설 : 글의 초반부에서 complete competitors cannot coexist (완전한 경쟁 관계에 있는 유기체는 공존할 수 

없다)고 했으나, 글의 중반 Yet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잔디와 나무가 공존하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초반부

에 제시했던 axiom(공리)에 대한 반례를 들고 있으므로 정답은 ⑤ Strange Companions: Savanna Plants Confuse 

Ecologists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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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정답 : ④

    해설 : 2011년 기준 확인된 석유 매장량 그래프에서, 미국, 멕시코, 브라질의 합은 19.1+10.4+12.9 =42.4 이고, 

베네수엘라는 211.2 이므로, 세 국가의 합이 베네수엘라보다 크다는 ④의 설명은 잘못된 내용이다.

25. 정답 : ②

    해설 :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수능특강 (독해) 8강 7번 연계
[해설]
어린 시절 영어를 읽고 쓰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the young Sequoyah never learned to read or write 
English) ②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26. 정답 : ③

    해설 :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해설]
수업료에 무료 개인용 사물함도 포함 한다고 했으므로 ( The tuition fee is $50 per person with a free personal 
locker.) ③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27. 정답 : ④

    해설 :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해설]
웹 사이트에서 행사 정보 앱을 내려 받음으로써 행사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얻어라 라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 
Get the most out of your big day by downloading the festival app at our website (www.spvbf.org). ④가 안내문
의 내용과 일치한다.

28. 정답 : ④

    해설 : [출제의도] 문법성 판단하기

수능특강 (독해) 11강 10번 지문연계
[해석]
어떤 동물이 어떤 종류의 행동을 하도록 선천적으로 타고났다면, 생물학적인 단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물고

기가 지느러미와 강력한 꼬리를 갖춘 유선형이고 매끄러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의 몸

은 물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데 구조적으로 알맞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죽은 새나 모기를 발견한다면, 그 

날개를 보고서 비행이 그 동물의 보편적인 이동 방식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나

치게 낙관적이어서는 안 된다. 생물학적인 단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생물학적인 단서가 발견되는 정도는 

동물마다 다르고 행동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새들이 둥지를 짓는 것을 그들의 몸에서 추측하는 것은 불가능

하고, 때로 동물들은 그들의 신체적 형태에 예상될 수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행동한다. ghost spider

는 엄청나게 긴 다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매우 짧은 가닥으로 거미집을 짓는다. 관찰하는 인간에게는 그

들이 거미집 둘레를 빙빙 돌고 움직일 때 그들의 다리가 커다란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해설]

④ finding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고 전치사 +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주어(biological clues)와의 관계가 수동의미의 
관계이므로 finding을 found로 바꿔야 한다.

① biological clues에 수일치 시켜 are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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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격 관계대명사 절의 보어자리 이므로 형용사 smooth가 적절하다.
③ a dead bird or mosquito를 대신하는 소유격 대명사 단수 its가 적절하다
⑤ to의 목적어 역할을 하려면 선행사가 포함된 관계절을 이끄는 what이 적절하다
 

29. 정답 : ⑤

    해설 : [출제의도] 문맥 속 어휘 추론

 
수능특강(영어영역) 소재편 23강 3번 지문연계

[해석] 20()1 년에 Wayne 주립대학의 연구자들은 한 무리의 대학생 지원자들에게 20분간 러닝머신, 고정 자전

거, 스테퍼의 세 가지 운동 기구에서 각각 자신이 선택한 속도로 운동할 것을 요청 했다. 심박 수. 산소 소모

량과 인지된 운동 강도가 세 가지 운동이 이루어지는 내내 측정되었다. 연구자들은 실험 대상자들이 각각의 

활동에서 무의식적으로 상대적으로 동일한 생리학적 강도를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했다. 어쩌면 그들은 어떤 

기계를 사용하는지와 관계없이 무의식적으로 최대 심박 수의 65퍼센트로 운동할 것이었다. 혹은 어쩌면 그들

은 세 가지 운동 모두에서 최대 산소 소모 속도의 70퍼센트라는 리듬에 본능적으로 자리 잡을 것 이었다. 그

러나 일어난 일은 그렇지 않았다. 사실, 세 가지 종목에서 심박 수와 산소 소모량 측정에서 일관성이 없었다. 

대신, 실험 대상자들이 러닝머신, 자전거, 그리고 스테퍼에서 같은 수준 의 인지된 운동 강도를 선택했다는 것

이 밝혀졌다.

[해설]
(A) 한 무리의 대학생 지원자들에게 20분간 러닝머신, 고정 자전거, 스테퍼의 세가지 운동 기구에서 각각 자신이 선
택한 속도로 운동할 것을 요청했다 라는 내용으로 미리결정하다 라는 의미의 preset 은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자
신이 선택한’ 의 뜻인 self-selected를 써야한다.

(B) 앞의 문장에서 연구자들은 실험 대상자들이 각각의 활동에서 무의식적으로 동일한 생리학적 강도를 목표할 것으
로 예상했음으로 ‘무의식적으로’ 의 뜻인 automatically를 써야 한다. intentionally는 ‘의도적으로’ 라는 뜻이다.

(C) 앞 문장의 내용에서 연구자들은 실험 대상자들이 세 가지 운동 모두에서 최대 산소 소모 속도의 70퍼센트라는 
리듬에 자리 잡을 것이라고 했지만 일어난 일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으므로 ‘일관성’ consistency를 써야한다. 
variation 는 ‘변화, 변동’ 이라는 뜻이다.
 

30. 정답 : ⑤

    해설 :  [출제의도] 지칭 대상 파악

수능특강 (독해) 8강 3번 지문연계 
[해석]
1972년 여름, 배우 Anthony Hopkins는 George Feifer의 소설 ‘The Girl from Petrovka’를 바탕으로 한 영화에

서 주연을 맡기로 계약했으며, 그래서 그 책을 한 권 사기 위해 런던으로 갔다. (B) 안타깝게도, 런던의 주요 

서점 어디에서도 한 권도 없었다. 그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Leicester Square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기다

리던 중 그는 자신의 옆에 있던 의자 위에 놓여 있는 버려진 책을 보았다. 그 책은 ‘The Girl from Petrovka’ 

였다. (A) 마치 그것이 충분한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처럼, 더한 것이 뒤따르게 되어 있었다. 나중에, 그 작가

를 만날 기회를 갖게 되었을 때 Hopkins는 그에게 이 이상한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Feifer는 흥미를 느꼈다. 

그는 1971년 11월에 친구에게 그 책을 한 권 빌려주었고, 그것은 미국 판의 출판을 위해 영국식 영어를 미국

식 영어로 바꾸는 것에 관하여 메모를 해 두었던 특별한 주석이 달린 책이었는데, 그 친구가 런던에서 그 책

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Hopkins가 발견했던 책 안의 주석들을 신속하게 확인한 결과 그것이 Feifer의 친구가 

엉뚱한 곳에 두어 잃어버렸던 바로 그 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해설]
①,②,③,④는 모두 배우 Anthony Hopkins를 가리키지만 ⑤는 작가 Feifer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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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정답 : ⑤

    해설 :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수능특강 (독해) 9강 8번 지문연계

[해석] 일단 손이나 집게를 내밀어 어떤 물체로 향하게 하면 그것을 붙잡을 수 있다. 붙잡는 것은 손가락이 물

체를 안전하게 잡는 것을 필요로 한다. 안전하게 꽉 잡는 것은 특히 외부의 힘에 의해 옮겨질 때 물체가 미끄

러지거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만약 어떤 것에 부딪혀 망치를 떨어뜨리게 된다면 여러분이 망치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안정감이 있지 않을 것이다. 단단히 붙잡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손가락에 의해 가해진 

힘이 물체의 위치를 방해하지 않도록 서로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기하학적 구성과 질량 분포와 같은 물체

의 특성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몇몇 손가락이 다른 손가락보다 더 큰 힘을 가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붙

잡고 지지하는 힘은 또한 전반적인 물체 질량과 연약함에 부합해야 한다. 달걀은 바위보다 더 섬세한 접촉을 

요구한다. 

[해설]

손이나 집게를 이용하여 물체를 붙잡을수 있고 붙잡는 것은 손가락이 물체를 안전하게 잡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는 

내용의 글이다. 물체의 특성은 몇몇 손가락이 다른 손가락보다 더 큰 힘을 가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안

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안전성’이다.

① 거리 ② 능률 ③ 이동성 ④ 방향

32. 정답 : ①

    해설 : 글의 세 번째 문장 이후에서 큰바다오리가 사납고 예측할 수 없는 해류(vicious and unpredictable 

ocean currents) 때문에 인류의 파괴행위로부터 보호될 수 있었으나, 화산활동으로 인해 살아남은 개채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서식지로 이동하였다고(surviving individuals were forced to find shelter elsewhere) 했

다. 그리고 빈칸 뒷부분에서 인류가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가능해져 결국 큰바다오리를 멸종시켰다고 했으므

로 빈칸에는 ① 새로운 서식지는 이전 서식지의 이점이 결여되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맞다. 

 

33. 정답 : ②

    해설 : 빈칸 다음에서 일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차별보다는 일이 마무리 되어야 하는 기본적 요구가 더 

크다고 했고(discrimination most often gives way to the basic need to get the work done), 뒤이은 예시

에서 전통적으로 백인 요새인 목수 연합이 여성, 흑인, 히스패니언들을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시작

했다고 했으므로 빈칸에서 강력한 경제는 ② 사회적 장벽을 허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알맞다.

34. 정답 : ④

    해설 : 첫 문장에서 원주민 사회에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부족민 탄생을 자연의 일부의 영혼과 정체성

으로 생각하는 것(the soul and identity of a part of nature)이라고 했으며, 빈칸 앞 문장에서는 주된 동기

가 부족 신화의 보존과(presevation of tibal myths) 모든 개인들의 근원을 자연속에 병합하고 공유하는 것(a 

consolidation and sharing of every individual’s origins in nature)이라고 했으므로, 빈칸에서 원주민들은 그

들과 환경의 관계를 단일한 조화로운 연속체로 본다고 하는 것이 알맞다.

35. 정답 : ③

    해설 : 첫 문장에서 역할은 울타리와 같은 것으로서 자유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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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for most of us that freedom doesn’t go very far) 다음 두 문장에서 결혼과 장례식과 같은 공식적 행사

에서 규범이 압도적이라고 느껴져 항복하게 되는 예시(they are likely to cave in to norms that they find 

overwhelming)를 들고 있으므로 ③번에서 증가하는 사회적 압력이 우리가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주제와 어긋난다.

36. 정답 : ②

    해설 : 주어진 글에서 정보를 표면화 하고(externalizing information), 도서관을 개발하는(inventing 

modern library) 등의 활동을 했다고 했으므로 (B)의 these simultaneous explosions of intellectual activity

(지적 활동의 동시폭발)로 연결되는 것이 알맞다. (B)의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 삶과 환경을 정리할 필요가 있

다(need to organize our lives, our environment)고 했으므로 (A)에서 그것이 단순히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반드시 해야하는 것(This isn’t simply learned; it is a biological imperative)로 이어질 수있다. 

뒤이어 포유류들은 생물학적으로 그들의 소화 찌꺼기를 먹고 자는 장소에서 멀리 배설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한 후 (C)에서 개와 개미, 새들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순서가 알맞다.

37. 정답 : ①

    해설 : 주어진 글에서 가치있는 연습의 전달에 모방(imitation)이 핵심이라고 하면서 macaque monkeys의 

예시를 들고 있다. (A)에서 Imo 라는 원숭이가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는 행동을 시작하자 모든 원숭이가 따

라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C)에서 몇 년 후 또 다른 혁신(another innovation)을 일으켰다는 내용

으로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B)에서 또 다른 혁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밀을 바다에 던져 모래와 분리시켜 

먹는 법을 터득한다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알맞다.

38. 정답 : ③

    해설 : 첫 문장에서 신체 시계가 혈압, 체온 등의 일상 변화의 변화에 원인이 된다(body clocks are 

responsible for daily changes)고 했으며 다음 두 문장에서 이러한 신체적 리듬에 관한 설명과 그것이 심리

적, 행동적 변화를 용이하게 해준다고 하고 있으므로 ③번에 주어진 문장을 넣어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람

들이 표준시간대를 넘어 이동할 때 시차증(jet lag)을 겪는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알맞다. 다음 문장에서 

그들의 (신체)내부 시계라는 언급을 하는 것과 이어진다.

39. 정답 : ③

    해설 : [출제의도] 문장의 위치 파악하기 

수능특강 TEST 1 (24번 25번) 연계

[해석] 주요한 구조 조정을 겪고 있는 한 전자 회사의 고객 서비스 직원들은 장비를 설치하고 수리하는 것 

외에도 장비에 대한 서비스 계약 판매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것은 많은 저항을 일으켰다. 서비스 

직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그들이 해 왔던 것과는 아주 다른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 했던 것보다 판매에 대해 이미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예를 들면, 장비를 

설치하거나 점검할 때의 첫 번째 단계는 고객들이 장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알기 위해 고객과 이야기하는 

것이다. 똑같은 내용이 판매에도 적용된다. 판매원은 먼저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알아야 한다. 서비스 

직원들은 또한 제품에 대한 지식과 직접 실무에 참가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영업에 확실히 

중요하다. 

[해설] 주어진 문장에서 직원들은 장비 설치 및 점검 과정에서 고객과 장비에 대해 이야기 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앞에는 직원들이 장비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야 하며, 뒤에는 이러한 점이 판매에 적용될 수 



2017학년도 6월 2일(목) 교육과정 평가원 해설지        제공

(통학)            (기숙)             

있다는 내용이 이어져야 하므로 주어진 문장은 ③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40. 정답 : ④

    해설 : [출제의도] 요약문 완성하기

[요약문]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변호사들과는 다르게 과학자들은 정보의 
일부가 그들의 주장을 강화시켜줄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모든 정보를 반드시 포함 시킨다.

[해설] 과학적 주장과 법적인 주장은 서로 다르게 이용된다는 내용으로 각각의 사건들을 약화 시킬 수 있는 어떠한 
것도 고려하지 않는 변호사들과 다르게 과학자들은 그들이 틀릴 수도 있는 가능성을 명쾌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변호사들은 그들의 주장을 위해 선택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며 과학자들은 그들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정보 또한 모두 활용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되어진다.  

41. 정답 : ①

    해설 : [출제의도] 글의 제목 파악하기, 빈칸 추론하기

지적 활동과 창작물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오늘날의 특허권의 기능이 고대사회에서도 있었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은 ① ‘초창기 지적재산권보호의 발달’이 가장 적절하다.  

42. 정답 : ①

    해설 : 로마에서는 오늘날의 특허권과 같은 기능을 하는 판정 체계를 사용하여 디자인 성취물 들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므로 (A)는 recognize가 적절하며, 로마의 작가들은 창작물의 착취에 관하여 주장할 때 그들의 창작물이 가

치가 있다는 의식을 가졌다라는 내용이므로 (B)는 valuable이 가장 적절하다.

43. 정답 : ②

    해설 : Richard는 자신의 커피와 그의 친구 Juie의 커피 주문했는데 커피가 늦는 친구보다 먼저 나왔다는 내용

의 (A)뒤에는 Richard가 Julie를 기다리면서 Julie가 커피 위에 크림을 올려 먹는 것을 기억하면서 커피위에 크림을 

올려달라는 Julie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웨이터에게 크림을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C)가 온다. (C)뒤에는 커피위의 

크림으로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웨이터의 설명을 듣는 (B)가 오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Julie가 커피위의 크림모양

을 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Richard 역시 행복해하며 Juile에게 커피를 권하는 (D)가 와야 가장 적절하다.  

44. 정답 : ②

    해설 : (b)는 웨이터을 가리키고, 나머지는 Richard를 가리킨다.

45. 정답 : ④

    해설 : Richard가 크림을 넣을지 물어 보기 위해 Julie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Julie가 Richard에게 크림을 

넣어 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으므로, ④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