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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과목

★�총평�★

등급을� 결정짓는� 문제(29번에서� 39번)는� 늘� 학생들에게� 어렵게� 다가온다.� 그� 중� 직접연계로� 항상� 출제되는� 7문

제의� 풀이여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고� 이번� 시험� 역시� 큰� 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전국� 학원계의� 예상과는� 달리�

직접연계� 문제� 7문항중� 6개가� 독해연습� 한� 권에� 치중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9월� 모의평가에서� 추

가되는� 교재인� ‘수능완성’과� 더불어� 출제� 경향에� 들어맞는� 유형을� 지문을� 분석하고� 변형된� 문제연습을� 통해� 꾸준히�

익혀야�할� 필요가�있다.� 전체적인�난이도는�작년�수능보다는�쉬웠다.

1번부터� 17번까지�듣기� 문제

1.� 정답� :� ①

2.� 정답� :� ②

3.� 정답� :� ③

4.� 정답� :� ③

5.� 정답� :� ②

� � � � � � � �

6.� 정답� :� ④

7.� 정답� :� ①

8.� 정답� :� ④

9.� 정답� :� ④

10.� 정답� :� ②

11.� 정답� :� ④

12.� 정답� :� ①

13.� 정답� :� ⑤

14.� 정답� :� ⑤

15.� 정답� :� ①

16.� 정답�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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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답� :� ③

1번부터� 17번까지�듣기� 문제

�

18.� 정답� :� ①

� � � � 해설� :� 후반부에서� 필자의�의도를�파악할� 수� 있다.� 중간의� But~에서� 수강신청을�하려고�했지만� 너무� 빨리� 등록

이� 마감되었다고� 나와있으며,� 후반부에서� ‘I'm� kindly� asking� you� to� open� an� additional� course� -� 추

가�수업을�열어주시기를�정중하게�요청합니다’에서� 근거를�찾을� 수� 있다.

19.� 정답� :� ②

� � � � 해설� :�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심경의�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앞부분의� ‘The�

reviewer� was� harsh,~� awful� performance'에서� 가려고� 하는� 콘서트가� 재미없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했다는� 부분이� 나온다.� 후반부에서� ’What� fantastic� music~the� concert� was� far� beyond� her�

expectations'에서�의심과는�달리�콘서트에서�즐거운�시간을�보냈다는�내용을�알� 수� 있다.

20.� 정답� :� ③

� � � � 해설� :� 간접적으로� 필자의� 주장을� 나타낸� 글이다.� 'Such� indirect� ways� of� expressing� temper� are� not�

useful� since� they� don't� provide� the� individual� that� is� the� target� of� the� behaviors,� an� idea� of�

exactly� how� to� react'에서�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단서를� 주지� 못하

기� 때문에�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정답은� 3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를� 직접적

으로�언급해야�한다’이다.

21.� 정답� :� ⑤

� � � � 해설� :� 밑줄� 친� 부분의� 함축적� 의미를� 문제이다.� 밑줄� 친� 부분에서� 큰� 의미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글�

내에서� 필자가� 의미하는� 바를� 찾아야� 한다.� 이어진� 예시구조를� 통해� 의미를� 파악� 할� 수� 있다.� 예시에서�

‘소매업자들은� 조립이나� 설치서비스를� 통해서� 판매량을� 끌어� 올렸다’라고� 했고,� 이어진� 글에서� 뭔가� 부족

한�상태를�물건을� 판� 후에� 추가� 구입을� 할� 수� 밖에� 없도록�만들어서�판매량을� 올렸다고�했으므로�정답은�

1번이다.

22.� 정답� :� ④

� � � � 해설� :� 첫� 문장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어를� 찾고� 그에� 대한� 의견을� 찾아야� 한다.� 첫� 문장에서� ‘스포츠

의�공식적�정의는�중요한�의미를�가진다’로� 시작한다.� 스포츠가�규칙,� 경쟁,� 우수한�성적만을�강조하게�되

면�대중들은� 스포츠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되고� 또한� 전반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4번� ‘스포츠의�정의는�신체�활동� 참여와�건강에�영향을�미친다’이다.

23.� 정답� :� ⑤

� � � � 해설� :� 주제나� 제목문제에서� 첫문장에� 등장하는� 핵심어는� 반드시� 선지에� 포함될� 확률이� 크다.� ‘problem�

framing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지� 정의를� 내려준다’라는� 내용과� 이어지는� 문장에서� 언급된� ‘당

신이� 선택한� frame은� 문제에� 대한� 이해도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것을�

조건화한다’에서� 정답을� 5번으로�찾을� 수� 있다.

24.� 정답� :� ①

� � � � 해설� :� 처음� 문장에서� 언급된� ‘이기적인� 유전자가� 진화에� 있어서� 움직임을� 주도하는� 것은� 잘못된� 가정이다’라는�

표현에서� 동물들의� 행동의� 시작이� 타고난� 유전자가� 아니라� 환경적/행동적� 변화라는� 결론을� 주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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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무엇이�적응을�먼저� 하는가.� 행동/유전자?’이다.

25.� 정답� :� ④

� � � � 해설� :� 도표의� 목적을� 이해한� 후� 증감에� 대한� 표현에� 주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4번의� 내용에서� 언급된�

'The� electrical� and� electronic� sector에서� 만들어진� 폐기물은� 13톤/4.3%이고,� the� building� and�

construction� sector에서� 만들어진� 폐기물도� 역시� 13톤은� 맞지만,� 각각� 차지하는� 비율은� 8.6%가� 아니�

4.3%이기�때문에�잘못된�표현이�된다.

26.� 정답� :� ③

� � � � 해설� :� 차례대로� 주어진� 글을� 읽고�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적� 쉬운� 유형의� 문제이다.� 3번에서� 언급된� 'The�

Group� Mind'라는� 책은� 출간� 된� 후�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인정받았다는� 3번의� 내용이� 잘못

된�표현이다.

27.� 정답� :� ③

� � � � 해설� :� 됴표,� 내용일치와� 더불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로서,� 차례대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모자

를�누르면�노래는�멈추는�것이므로� 3번의�내용은�잘못된�표현이다.

28.� 정답� :� ⑤

� � � � 해설� :� You� will� learn

·� how� to� choose� the� right� tool

→�⓹ 적절한�도구를�선택하는�방법을�배울� 것이다.

29.� 정답� :� ②

� � � � 해설� :� the� belief� 의� 구체적인� 상황을� 서술해� 주는� 동격의� that� 다음의�본동사가� 필요하므로� depending이� 틀

림

30.� 정답� :� ③

� � � � 해설� :� 덩어리로� 나누는� 것이� 음악� 인식에� 대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고� 음악을� 한� 음씩�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묶음“으로� 기억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나와� 있으므로� improbably(있음직하지� 않게� →� 가능한)으

로

31.� 정답� :� ①

� � � � 해설� :� 결과적으로� 달리는� 사람의� 인식을� 바탕으로� 발이� 땅에� 닿게� 전에� 다리의� 경직도를� 잠재� 의식적으로� 조

정할�수� 있다고�했으므로�충격은�거의�주지� 않는다.

32.� 정답� :� ③

� � � � 해설� :� 부정사를�분리하는�것은�지금의�꼭� 지키지�않아도�되지만�과거에는�금지되었던�문법이다.� 이런� 교육과정

을�받은�시의원이�이런�과거의�문법을�떠올리면서�관심을�잃게� 될지도�모른다는�내용이다.

33.� 정답� :� ⑤

� � � � 해설� :� 우리가� screwdriver에� 손을� 뻗으서� 잡을� 려고� 할� 때� 그� 길이와� 모양을� 자동적으로� 떠올린다고�하였으므

로�두뇌는�자동적으로�그�물체의�형체를�적응시킨다.

34.� 정답�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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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해설� :�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고정되어� 있지� 않은� ’불‘� 즉,� 지속적으로� 흔들리

고� 변화는� 것을� 봄으로서� 우리의� 두뇌는� ’불‘이라고� 결론을� 추론� 할려고� 하고� 또한� 벽의� 갈라짐을� 보면서�

여러� 가지� 형태를�가지는�것으로�보일�수도� 있다.

35.� 정답� :� ④

� � � � 해설� :� 자연과�가까이� 사는� 것이� 친환경적이라는� 근거� 없는� 생각에� 대한� 글이므로�⓸은�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
다.

36.� 정답� :� ④

� � � � 해설� :�이어지는�글의�순서� [연계]-[� 영독� Mini� Test� 6번� ]

� � � 주어진� 문장에서는� 'Studies'들이� 보여준� 내용으로써� Stressful� Events가� 사람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

끌어낸다고�말하고�있다.�

� � � 이� 내용이� (C)에서� 'In� other� words'� 라는� 표현을�통해� 다시� 재진술�되고� 있다.� 그리고� 'One� study'라

는� 표현에서� 구체적인� 연구를�제시하기�시작하고� 있다.� 또한� ‘lifetime� adversity’와� ‘mental� health’� 사이

의�곡선적인�관계를�통해서� stress의� 원천을� adversity로� 명확히�해주고�있다.

� � � 이후에는� ‘lifetime� adversity’와� ‘mental� health’� 사이의� 관계를� 직접� 밝혀주는�결과가� 나오는� (A)가� 이

어지고�대신� 'stress'가� ‘resilience'를� 키운다는�내용이�추가된다.� 그리고�후속� 연구에�대한� 언급이�이어진

다.

� � � 마지막으로� (C)에서는� 'adversity'와� 'resilience'사이의� 관계를� 밝혀주고,� 'thus'� 이후에�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정답은�④번� (C)� (A)� (B)이다

37.� 정답� :� ⑤

� � � � 해설� :�이어지는� 글의� 순서� [비연계]-[Crop� Biotechnology:� Genetic� Modification� And� Genome� Editing]� -�

저:� Nigel� G� Halford� 중� 3.4� Slow� Ripening� Fruit

� � � 주어진� 문장에서는� 과일이� 익고� 색이� 나는� 과정에서� 식물성� 호르몬인� 'ethylene'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

다.

� � � 이후� 내용은� 주어진� 문장과의� 명료한� 관계는� 찾기� 어렵고� 오히려� 각� 단락의� 내용끼리의� 관계를� 찾아야�

한다.

� � � 먼저� (C)에서는� 과일의� ‘익음’이� ‘부패’로� 이어질� 수� 있고� 상품성을�잃을�수� 있기� 때문에� 과일이�다� 익기�

전에� 따는� 대안을�제시한다.�

� � � 그리고� (B)에서는� 익기� 전에� 딴� 과일을� 판매� 직전에� � 'ethylene'을� 뿌린다는� 언급을� 통해� 후숙을� 시킴

을� 알려준다.� 그러나� 여기에는� 과일의� 맛과� 풍미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음을� 언급한다.� 그에� 따른� 해결책

으로써� 'biotechnologist‘들이� ’ripening‘과� ’softening'을� 지연시키는� 방법을� 해결책으로� 보고� 있음을� 언

급한다.

� � � 마지막으로�과일의� 'ripening'을� 지연시키는�방법에�대한�언급이� (A)에서� 이어진다.

� � � 따라서�정답은�⑤번� (C)� (B)� (A)이다.

38.� 정답� :� ②

� � � � 해설� :� 문장의� 위치� [연계]-[영어독해연습� 4강� 5번]� [Lead� Yourself� First:� Inspiring� Leadership� Through�

Solitude� ]� -� 저:� Raymond� M.� Kethledge,� Michael� S.� Erwin� 중� Ch.� 1� Clarity

� � � 주어진� 문장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정보과부하를� 일으키고,� 지도자의� 생각을� 방해하고� 혼란스럽

게�만들�뿐이라는�내용을�담고� 있다.

� � � � 이� 내용은� 우선� 어려움이� 가중� 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써� ①번� 이후� 문장� “Some� decisions� by�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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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present� great� complexity,� whose� many� variables� must� align� a� certain� way� for� the�

leader� to� succeed”을�요구한다.

� � � 그리고� 이후에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의� 반대속성인� 단편적� 정보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②번� 이후�

문장이�타당하다.� 따라서�답은�②이다.

39.� 정답� :� ⑤

� � � � 해설� :�문장의� 위치� [비연계]-[Article][www.newscientist.com][Fireflies� don’t� just� glow� for� sex� � they� do�

it� to� warn� away� bats� too]� -� By� Yvaine� Ye

� � � 주어진� 문장에서는� 'fireflies'의� 발광기관을� 어둡게� 칠했을� 때,� 'a� new� set� of� bats'는� 그� 'fireflies'를�

회피하는데� 두� 배의� 시간이� 걸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주요한� 정보는� 박쥐의� 무리가� 새로운�

무리라는�점과,� 두� 배라는�비교가�들어갔다는�점이다.� 따라서�이� 문장의�앞� 내용에는�이전의�박쥐� 무리가�

있을� 것,� 또한� 새로운� 박쥐� 무리의� 절반의� 시간만� 걸린� 것,� 그리고� 'fireflies'� 발광기관을� 가리지� 않아야�

할�것�등의� 조건이�포함된� 1차� 실험의�내용이다.

� � � 이러한�조건을�충족하는�위치는�⑤번으로써�그� 이전까지의�내용이�모두� 1차� 실험의�내용이다.

40.� 정답� :� ③

� � � � 해설� :� 요약문� [비연계][Human� Evolution:� A� Very� Short� Introduction]� -� 저:� Bernard� Wood.� 중� [Gaps�

and� biases� in� the� hominin� fossil� recoed]

� � � [� 문제� 지문에서�발췌� ]

� [Some� environments� are� more� likely� to� lead� to� fossilization� (A의� 단서)� and� subsequent�

discovery� than� others.� Thus,� we� cannot� assume� that� more� fossil� evidence� from� a� particular�

period� or� place� means� that� more� individuals� were� present� at� that� time,� or� in� that� place.� (B의�

단서)� It� may� just� be� that� the� circumstances� at� one� period� of� time,� or� at� one� location,� were�

more� favourable� for� fossilization� (A의� 단서)� than� they� were� at� other� times,� or� in� other� places.�

Likewise,� the� absence� of� hominin� fossil� evidence� at� a� particular� time� or� place� does� not� have�

the� same� implication� as� its� presence.� (B의� 단서)� As� the� saying� goes,� ‘absence� of� evidence� is�

not� evidence� of� absence’.� Similar� logic� suggests� that� taxa� are� likely� to� have� arisen� before� they�

first� appear� in� the� fossil� record,� and� they� are� likely� to� have� survived� beyond� the� time� of� their�

most� recent� appearance� in� the� fossil� record.� Thus,� the� first� appearance� datum,� and� the� last�

appearance� datum� of� taxa� in� the� hominin� fossil� record� are� likely� to� be� conservative�

statements� about� the� times� of� origin� and� extinction� of� a� taxon.(B의� 단서)� ]

� � *� conservative:� 보수적인� ->� 수량의� 관점에서는� ‘최소한의,� (실제� 수나� 양보다)� 적게� 잡은,� 등� ...’� 실제�

수치와는�다른�값을� 의미할�수� 있음

41.� 정답� :� ①� /� 42.� 정답� :� ④

� � � � 해설� :� 글의� 제목,� 적절하지� 않은� 어휘� [비연계][Mountain� Environments]� -� 저:� Romola� Parish� 중�

[Allocation]

� � � 지문의�내용은�이전에는�땅에�귀속된�것으로�여겨지던�물에�대한� 권리가�국가의�토지개혁과�수도체계의�

발전으로� 인해� 토지권과� 별도로� 간주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상품작물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농작

물에� 배분되는� 물의� 우선순위가� 주식작물에서� 상품� 작물로� 옮겨가게� 된�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41번의�정답은�①�Water� Rights� No� Longer� Tied� to� Land� 이다.

� � �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어휘의� 사용은� ‘However,� this� traditional� allocation� per� unit� of� land� has�

been� bypassed,� partly� by� the� development� of� new� supplies,� but� also� by� the� (d)� decrease� in�

cultivation� of� a� crop� of� substantial� economic� importance.’� [L.� 19-22]� 문장에서� 경제적� 중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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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작물의� 경작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해야� 그� 이후에� 주식작물에게서� 물의� 우선순위를� 가져왔다는� 내

용이�타당해질�수� 있다.� 따라서� 42번의�정답은�④� (d)이다.

43.� 정답� :� ⑤� /� 44.� 정답� :� ②� /� 45.� 정답� :� ②

� � � � 해설� :�글의�순서,� 가리키는�대상,� 내용의�일치/불일치

� � � (A)� 단락에서는� Essay� 우승자에게� 보내진� 편지를�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열어보는� Steven이� 나온다.� 그

리고� 두� 장의� 놀이공원� 티켓도� 언급된다.� 그러나� 편지의� 마지막에는� Steven이� 아니라� 반친구인�

Stephanie의�이름이�쓰여�있다는�내용에서�끝난다.

� � � 이후� 내용은� (D)에서� 편지가� 잘못� 보내진� 것임을� 깨달은� � Steven이� 여동생에게� 본인의� 우승을� 확신하

고�미리�놀이공원에�데려다주겠다고�호언장담했던�자신을�부끄러워하는데서�끝난다.

� � � 그리고� (C)로� 이어져� 편지를� 숨기고� 본인이� 티켓을� 차지할� 생각을� 하고� 괴로워하는� Steven과� 이를� 눈

치�챈�아버지로�인해� Steven이� 사실을�털어놓고�아버지는�옳은일을�하라고�조언하는�내용이�나온다.

� � � 마지막� 단락에서� 아버지의� 조언으로� Stephanie에게� 편지를� 돌려준� 뒤� 홀가분해진� Steven에게� 아버지

가�놀이공원�티켓을�선물하는�내용이�이어진다.� 따라서� 43번� 정답은�⑤� (D)� －� (C)� －� (B)이다.

� � � 44번� 정답은� ②� (b)� =� Dad이고� 나머지는� Steven을� 가리킨다.� 45번� 정답은� ②� ‘방과� 후에� 집으로� 돌

아오는� Steven의� 발걸음은� 무거웠다.‘이며� ’On� the� way� home� after� school,� his� steps� were� light�

and� full� of� joy.‘� [(B).� L.5-6]에� 나타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