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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답� :� ③

� � � � 해설� :� 글의�목적

� � 본문� 하단부에서� ‘~we� very� much� hope� that� we� can� rent� a� space� for� the� exhibition~'이라고� 했

으므로�정답은� 3번� ’출품� 작품�전시� 장소� 대여를�문의하려고‘이다.

19.� 정답� :� ①

� � � � 해설� :� 심경�변화

� �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심경의� 변화를�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 초반부에� 어떤� 행사에� 참석하려�

했지만� Reiner가� 도착하지� 않아서� 걱정을� 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서� 교통체증� 때문에� 늦게�

도착한�사람을�보고서야�안도했다고�했으므로�정답은� 1번� worried(걱정하는)� ->� relieved(안도하는)이다.

20.� 정답� :� ②

� � � � 해설� :� 주장

� � 주로� 후반부에서� 필자의�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후반부를� 적극적으로� 해석/공략해야� 한다.� 마지막� 두� 문

장에서� 기업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야�한다고�했으므로�정답은� 2번� ‘대학은�학생들이�기업가�정신을�함양하도록�환경을�조성해야�한다’이다.�

21.� 정답� :� ①

� � � � 해설� :� 함축의미

� �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이다.� 지칭정보를� 통해서� 앞뒤� 문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전체� �

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글쓴이의� 의도를� 찾아야� 하는� 문제이다.� 앞부분에서� 언급된� ‘앞으로� 어떤� 일이� 일

어날지� 예상함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몇몇�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많은� 일

들은� 예상되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표현으로� 보아� 밑줄� 친� 문장� ‘don't� knock� the�

box'의� 의미는�예상을�통해�주어진�일에�대처해라는� 1번이�정답이�된다.

22.� 정답� :� ⑤

� � � � 해설� :� 글의�요지

� � 주장문제와� 함께� 주로� 후반부에서� 필자의� 의견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음악이�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큰� 맥락과� 함께,� 아이들을� 음악� 문화에� 노출시키게� 되면� 예술적으로� 의미로운� 방식으로� 스스로와� 타인들

에� 대해�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그대로� 글쓴이의� 의도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음악

은�아이들을�사회/문화적으로�균형�잡힌�시민으로�성장하게�해�준다’이다.

23.� 정답� :� ①

� � � � 해설� :� 글의�주제

� � 전체� 글의� 핵심어와� 필자의� 의견을� 명사구로� 표현하는� 문제이다.� 눈에� 보이는� 연결사가� 없기� 때문에� 글

쓴이의� 의도가� 나타난� 부분을� 잘� 보아야� 한다.� 앞부분에서는� ‘창의력과� 독창성은� 사회적/문화적� 영향이라

기보다� 개인적인� 천재성� 때문이라고� 여겨진다는� 통념이� 나오고,� ’The� 'trick� here� is� ~'라는� 표현을� 이용

하여� 앞부분에� 언급된� 내용에� 대한� 반박내용을� 글쓴이의� 의도문장으로� 잡으면� 된다.� 개개인의� 인간들� 또

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영향을� 지니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 ‘recognition� of� the� social�

nature� inherent� in� individuality� (개인에�내재되어�있는�사회적�본질에�대한�인식’이다.

24.� 정답� :� ①

� � � � 해설� :� 글의�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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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와� 같이� 핵심어와� 필자의� 의견을� 찾되,� 추상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제목을� 찾아야� 한

다.� 첫� 문장에서� ‘인간의� 지식을� 지금까지� 정확한� 적은�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완벽하게� 무언가

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명제로� 이어진다.�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산이� 얼마나� 높은� 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정답은� 1번:� Summits� Yet� to� Be� Reached� (아직� 정복되지� 않은� 정상):� An� Inward� Journey� to�

Knowledge(지식으로�가는�계속되는�여정)‘이다.

25.� 정답� :� ②

� � � � 해설� :� 도표의�이해

� � 쿠알라룸푸르의� overnight� arrival은� 3번째로� 많다는� 내용은� 맞지만,� 후반부에� 언급된� 하루에� 쓰는� 돈은�

142달러로� ‘more� then� $150’이� 아니라� 'less� than'으로�고쳐야�한다.� 따라서�정답은� 2번이다.

26.� 정답� :� ⑤

� � � � 해설� :� 내용일치

� � 선지의� 내용을� 차례대로� 확인하는� 간단한� 문제이다.� 마지막� 문장에서� 좋지� 않은� 건강에도� 불구하고� 개통

식에�참석했다고�나와�있으므로�일치하지�않는�것은� 5번이다.

27.� 정답� :� ③

� � � � 해설� :� 안내문

� � ‘one� invention� per� team'에서� 알� 수� 있듯이�발명품�한� 개만�제출할�수� 있기�때문에�정답은� 3번이다.

28.� 정답� :� ③

� � � � 해설� :� 안내문

� � 'read� it� aloud� to� the� other� participants'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이� 창작한� 시를� 낭독한다고� 나와� 있

으므로�정답은� 3번이다.

29.� 정답� :� ①

� � � � 해설� :� showcases를� 선행사로�해서�수식을�해주고�완전한�문장을�온� where로�고쳐야�함

30.� 정답� :� ④

� � � � 해설� :� 원치않는�생각이�억제되는�않는�이유에�관한� 글

� 이런� 생각과� 동시에� 무의식적인� 감시과정이� 운영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inapproprate를� approprate롤� 수정

� �

31.� 정답� :� ⑤

� � � � 해설� :� 자연물의� 장미는� ‘장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일� 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언정� 그� 속성은�

변화가�없다.

32.� 정답� :� ②

� � � � 해설� :� 유전학을� 통한� 새로운� 관심을� 통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유용한� 동식물이� 있고� 이는� 미래의� 약이� 될수�

있다고�했다

33.� 정답� :� ①

� � � � 해설� :� 평등이란� 다르게� 될� 수� 있음에� 대한� 동일� 자유와� 기회이고� 우리를� 동일하게� 다룬다는� 것은� 우리의�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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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차이점을�고려하는�것이다.

34.� 정답� :� ④

� � � � 해설� :� 오늘의�문제는�어제의�기술적인�성공에서�비롯되었고,� 오늘의�문제에�대한� 기술적인�해결책은�내일의�문

제를� 일으킨다고� 했으므로�이러한� 순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자그마한� 과거의�좋은점을� 축적된�부분

을�숨기는�것이다.

35.� 정답� :� ③

� � � � 해설� :� 무관한�문장� 찾기� -� EBS� 직접연계(수능완성�유형편� 4강� 1번)

� � 주체와� 속성을� 파악하여� 둘� 중� 하나에서� 다른� 내용으로� 벗어나는� 문장을� 찾아야� 한다.� 실재하는� 경관이�

단순한� 경치가� 아니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되어져,� 결국� 경관� 정체성이� 하나의� ‘로고’로� 발전� 할� 수� 있

다는� 내용이다.� 3번은� 미국에서의� 경관에� 대한� 보호는� 산악지형에서의� 황무지를� 보호한다는� 내용은� 전체

적�주제에서�벗어나는�내용이다

36.� 정답� :� ②

� � � � 해설� :� 글의�순서� -� EBS� 직접연계(독해연습� 2강� 12번)

� � 기존의� 많은� 기출문제와� 달리� 특별한� 연결고리� 없이� 해석만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다.� 직접연계이지

만� 해석능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주어진글에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라는� 내

용에서� B)에서� 같은� 내용인� ‘인간이� 세상의� 기준이다’라는� 내용으로� 연결된다.� 또한� B)의� 마지막� 부분에

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간과하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추가적� 내용을� 암시했고.� A)에서� 인간� 뿐만� 아

니라� 인간과� 함께� 세상에� 살고� 있는� 다른� 생명체에서도� 인간에게만� 고유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존재한

다고� 이어받고� 있다.� 마지막� C)에서� 부연설명을� 했고,� 우리� 인간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뿐이다로� 마무리�

하고� 있다.

37.� 정답� :� ⑤

� � � � 해설� :� 글의�순서

� � 항상� 높은� 난이도의� 문제인� 만큼� 기출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주어진� 글에서� ‘미술의� 위치를�

정하기는� 어렵다’로� 시작한다.� C)에서� 예술이� 서류에� 의한� 증거,� 즉� 과거에� 일어난� 일을� 표현할� 수� 있다

는� 말과� 더불어� 과거에� 대한� 시각적� 증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B)에서� But~also라는� 표현을�

사용해� 문서적� 증거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미적가치(aesthetic� value)를� 가지기도� 한다는� 말로� 이어진다.�

후반부에서� 예술적� 가치와� 아름다움만� 고려사항은� 아니라고� 나와� 있고� A)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최고의�

기록과� 관련된� 결정은� 장소도� 아니고� 금전적가지도� 아니라� 예술작품이� 어떠한� 증거적� 가치를� 가지고� 있

고�무엇이�가장�좋은가임을�강조하면서�결론을�내린다.� 따라서�정답은� 5번� CBA이다.

38.� 정답� :� ③

� � � � 해설� :� 문장�삽입� -EBS� 직접연계(수능완성� 11강� 3번)

� � 앞뒤� 내용을� 파악하여� 적절한� 장소를� 찾아야� 한다.� 주어진� 문장의� this� process(이러한� 과정)과� 3번� 문

장에서� 언급된� ‘you� have� then� solved� this� problem'으로� 보아� 숫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에� 대한� 글이다.� 결국� this� process는� 2번� 문장에� 등장하는� 핸드아웃에� 사람이름의� 첫� 글자

를�붙이는�과정을�의미한다.� 따라서�정답은� 3번이다.

39.� 정답� :� ④

� � � � 해설� :� 문장�삽입

� � Rather로� 시작하는�문장을�앞에� 언급된�내용을�부정하고�다른�의견을�내는�과정에서�등장하는�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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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어진� 문장의� 대명사� ‘it'을� 놓치지� 않고�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3번� 문장에서� film� syntax에서� 미

리�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고,� 주어진� 문장에서� 이어받아� ’오히려,� 그것은(film� syntax)� ~함에� 따라� 자연

스럽게�발전했다‘로� 자연스럽게�연결되므로�정답은� 4번이다.

40.� 정답� :� ②

� � � � 해설� :� 요약문

� � 많은� 미국인들은� 물질주의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고

립되어� 있다고� 믿고� 있지만,� 실재로� 이것은� 공통의� 걱정이다는� 내용이다.� 첫� 문장에서� 언급된� ‘~people�

feel� that� 'materialism'� somehow� comes� between� them� and� the� satisfaction� of� their� social�

needs'에서� 물질주의� 때문에� 그들의� 사회적� 욕구를�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그

리고� 후반부에� However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자신들의� 생각을� 공유한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내용이� 나

와�있으므로�정답은1번이다.

[41-42]

장문독해� [비연계]� [Narrative� Truth� and� Historical� Truth:� Meaning� and� Interpretation� in� Psychoanalysis]

저자:� � Donald� P.� Spence� 中�

[지문� 분석]� 글쓰기에�있어서�맥락을� 내용� 속에� 잘� 녹여내야� 독자의�쉬운� 이해를�도울� 수� 있다는�내용.� 전반부는� 맥

락을� 잘� 반영한� 글쓰기가� 독자의� 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Now�

consider� the� other� extreme.]부터� 맥락을� 내용에� 녹여내지� 못한� 글쓰기는� 독자의� 공감과� 이해를� 얻어

내기�어렵다는�후반부�내용이�이어진다.

[주요� 어휘]

approximation

근사치

at� the� price� of� A

A를� 희생하여,� A를� 걸고서

bear

지니다,� 품다(생각�따위)

bring� A� up� to� date

A를� 최신의�것으로�하다,� 최신으로�바꾸다

come� away� with� A

A를� 갖고� 떠나다

correspondence

부합,� 관련성

deployment

전개,� 배치

even-hovering-attention

균등하게�주의를�기울이는�것

fictive

상상의,� 가공의,� 꾸며낸

frame� of� reference

준거�틀(판단과�이해를�돕는)

have� no� sense�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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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를� 알지� 못하다,� 둔감하다

intense

심한,� 강한

take� one's� place

존재를�인정받다,� 자리를�차지하다

vanish

사라지다

well-crafted

잘� 만들어진,� 잘� 빚어진

[주요�어휘]

41.� 정답� :� ④

� � � � 해설� :� ④� 글쓰기의�맥락:� 지문� 이해를�위한� 등대(이정표)�

� � ①� 현실과�허구� 사이에�장벽� 쌓기�

� � X� 지문은,� 현실과� 허구가� 주요� 소재도� 아니고,� 오히려� 작가와� 독자� 사이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내용

임.�

� � ②� 창의적�독해� :� 작가의�의도를�넘어서기�

� � X� 지문은,� 작가의�의도를�독자가�온전히�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함.

� � ③� 효과적�글쓰기를�위한�독자� 경험의�유용성�

� � X� 독자의�경험이�아니라�저자가�자기글의�맥락을�중시해야�한다는�내용.

� � ⑤� 자기� 말의�함정에�빠짐:� 저자의�좁은� 시야

� � X� 작가의�좁은� 식견으로�인해�자가당착에�빠진다는�내용은�어디에도�없음�

42.� 정답� :� ③

� � � � 해설� :� When� we� come� to� a� badly� crafted� text� in� which� context� and� content� are� not� happily� joined,�

we� must� struggle� to� understand,� and� our� sense� of� what� the� author� intended� probably� bears�

(c)� close� correspondence� to� his� original� intention

� � 주어진� 문장은,� 맥락이� 잘� 파악되지� 않는� 글을� 읽을� 경우에는� 독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글에� 대한�

이해도가� 저자의� 원래� 의도와� 관련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지문의� (c)�

close� “밀접한”� 대신� “little",� ”weak"� 과� 같은� 부정적인�어휘가�들어가야�맞다.�

[43-45]

장문독해� [비연계]�

[지문� 분석]� 매년� 손주들이� 모여서� 할머니의� 옥수수� 수확을� 돕는� 데,� 성실하지� 못한� Sally는� 꾀를� 부려� 일을� 게을리�

하다가�결국,� 할머니가�주신�선물을�온전히�받지� 못하고�집으로�돌아가고�만다는�내용

[주요�어휘]

accordingly

그에�따라서

bursting

터질�지경인,� 꽉찬

granary

곡물저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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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turn

답례로,� 보답으로

in� spirits

활기�있는

irritated

성가신,� 짜증난

load

적재량,� 작업량

mid-morning

오전�나절,� 오전�중반(9시,� 10시경)

nothing� but� A

단지� A에� 지나지�않는,� A일뿐인

put� A� aside

남겨두다,� 무시하다,� 제쳐놓다

sack

부대,� 자루

sigh

한숨을�쉬다

sing� one's� way

노래를�부르며�나아가다

speed� A� up

가속하다

stalk

줄기,� 대

trip

오고감,� 왕복

43.� 정답� :� ②

� � � � 해설� :� ②� (C)� -� (B)� -� (D)

� � [정답�설명]

� � (A)� 옥수수�수확을�돕기�위해� 매년� 할머니�댁에� 모이는�아이들

� � (C)� 작업이�시작되었고�새참을�가져온�할머니는�아이들의�노력에�감명받음

� � (B)� 하지만� Sally는� 꾀를� 부려� 열매�대신� 줄기로�자루를�채움

� � (D)� 할머니의�선물은�각자� 마지막�담은� 자루였고� Sally는� 실망하고�돌아감

44.� 정답� :� ④

� � � � 해설� :� ④� (d)

� � [정답�설명]

� � (C)� 단락에서�아이들의�노력에�감명받은� (d)� she� (할머니)가�선물을�하고�싶어했음

45.� 정답� :� ⑤

� � � � 해설� :� ⑤� pretending� that� she� was� carrying� a� heavy� load.

� � Sally의� 자루는�가벼운�옥수수�줄기가�많이� 포함되어�가벼웠지만�머쓱하여�무거운�척하면서�집으로�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