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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역

1. 정답 : 

   해설 : 

2.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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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설 : 

15. 정답 : 

    해설 :  

16. 정답 : 

    해설 :

17. 정답 : 

    해설 : 

         

18. 정답 : ➁
    해설 : 글의 목적 파악        

이 글의 목적은 ABC 웰빙 기관에서 주관하는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로 본문에서 반

복되는 program(프로그램) 어휘만 확인해도 정답은 ➁번임을 알 수 있다.

19. 정답 : 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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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필자의 주장 파악    

이 글은 때때로 무엇이든 지 의심을 가지는 순간이 있는데 이는 당연한 과정이므로  미괄식의 명령문응 참고해서 
해결하면 된다.

타인의 의견들이 여러분의 확신을 흔들지 않도록 하고 그러한 타인의 의견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사리에 근거하여 귀 
기울이고  강한 확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➄번이 필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하다.

20. 정답 : ➀
    해설 : 심경 파악    

이 글은 Delia의 평생 꿈인 발레리나가 되어 달나라 까지도 솟아오르고 싶은  그녀의 희망적인 면을 엿 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심경으로  정답은 희망적인 ➀번이 된다. 

 welcome, warm, smile, can't wait, eagerly signed up, lifelong dream of ~ballerina, want to soar to the 

moon의 긍정적 어휘도 정답 힌트가 됨

21. 정답 : ➃
    해설 : 글의 요지 파악   

이 글은 할 일을 미루는 이유에 대한  내용으로 너무 완벽을 기하려다 제대로 완벽하지 못한 경우의 두려움으
로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므로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완벽주의를 이
제 놓아줄 때라고 하였으므로  정답은  ➃번이 글의 요지가 된다. (EBS연계- 수능특강 6강 13번 빈칸추론)

22. 정답 : ➄
    해설 : 글의 주제 파악                      

이 글은 옷감과 옷이 신체 보호외의 다른 기능도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제복이 주는 사회적 역할전달과 하얀 드레스의 통과의례의 표현과 기타 집단구성원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정보도 나타내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정답은 의복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능을 나타낸 ➄번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하
다.

23. 정답 : ①

    해설 : [제목추론] [해설] 자원이 부족했던 전통사회의 소비는 계절적이고 공통체 지향적이었다. 외부의 기

습공격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장을 위해 더많은 상품을 생산할 동기부여 없이 

풍부할 때는 마음껏 먹고 부족할 때는 굶주렸다. 따라서 제목은 ①번 ‘무엇이 전통적 소비에 동기를 

부여했는가?’이 정답이다.

24. 정답 :④

    해설 : [안내문 내용일치] 'Stonehenge Tour' 버스 출발시간 오전 10시 와 오전 11시 두 번 운행한다. 

따라서 ④번 ‘버스는 오전에만 출발한다.’가 안내문 내용과 일치한다.

25. 정답 : ⑤

    해설 : [안내문 내용일치] 'Kids Library Camp' 안내문 내용 ‘No registration fee' (등록비 없음)이 있다. 따

라서 ⑤번 ‘캠프등록비를 내야한다.’는 내용 불일치한다.

26. 정답 : ④

    해설 : [도표읽기]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중에서 기타쓰레기(15%)는 플라스틱쓰레기(5%)보다 세배 더 

많이 배출된다. 따라서 ④번 ‘플라스틱쓰레기의 5배 많다’ 는 내용과 불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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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정답 : ④

    해설 : [내용불일치] 본문내용에서 ‘가뭄기간동안 뿌리가 줄어든다.(during droughts the roots shrinks, 

dragging the stem underground.' 이다. 따라서 ④번 ’가뭄기간에는 뿌리가 팽창한다.‘는 불일치

28. 정답 : ⑤

    해설 : [어법] (A) 주어(two observers)를 수식해야하기 때문에 현재분사 evaluating이 와야한다.

(B) ‘투창이 던져진 거리’의 내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a distance (that) a javelin was thrown~이 되어야한다.

(C) “정교한 채점규칙(elaborate scoring rules)이 diving, gymnastics, and figure skating과 같은 경기(수행)에 

대한 평가(evaluation)를 더 객관적이게 한다”라는 내용... 따라서 평가(evaluation)를 받는 대명사 ‘it'이 되야한

다.  

29. 정답 : ④

    해설 : [ EBS 수능 완성 유형편 13강 5번 문항 변형] 빈칸추론 → 어휘

- 소재 : 부동산 임대 시장의 특징

- 부동산 임대 시장의 특징은 다른 공산품보다 장기적인 침체기를 겪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으로 부동산 임대

료는 일반적으로 어떤 지점, 즉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청구되어야 할 최소한의 (④ maximum → 

minimum) 비용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므로 ④가 정답이다.

30. 정답 : ③

    해설 : [EBS 수능 특강 19강 1번 문항 변형] 일치 불일치 → 지칭추론

- 소재 : 수학자인 von Neumann

- ①, ②, ④, ⑤ 는 von Neumann를 가리키고 ③은 von Neumann의 아버지를 가리킨다.

31. 정답 : ②

    해설 :  [EBS 인터넷 수능II 14강 14번 문항 변형] 문단요약 → 빈칸추론

- 소재 : 혁신 제품의 실제 적용에 걸리는 시간

- 여러 가지 상품의 사례를 소개하며, 모두 상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어디에 쓸 수 있을

시 조차 확실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많은 혁신 제품들이 상품으로 연결되기 전까지 연구

실에서 시들어져 있었다는 내용의 ②가 알맞다.

32. 정답 : ③

    해설 : [EBS 수능완성 실전모의고사 4회 18번 문항 변형] 글의 요지 → 빈칸추론

- 소재 : 지나친 공감의 맹점

- 공감 능력이 중요하지만 지나친 공감은 객관성을 잃게 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내

용의 글이므로, 빈칸에는 판단을 흐리게 하고 선택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③이 가장 적절하다.

33. 정답 : ⑤

    해설 : [EBS 인터넷 수능 II 2강 1번 문항 변형] 빈칸추론 → 빈칸추론

- 소재 : 벌이 선호하는 색깔에 대한 고려

- 벌들에게는 색깔에 따라 선호하는 식물군이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빈칸 아래 부분에서 겨자와 청색 꽃

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으므로, 빈칸은 양봉계획에 있어서 근처에 있는 다른 식물군들의 색깔이 고려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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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내용의 ⑤가 가장 알맞다.

34. 정답 : ③

    해설 : 빈칸 추론 

글의 내용은 소비자가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뒷받침으로 힘의 배치 내에서 상업적 

미디어의 영향, 공유되는 소비 패턴등 믿음의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빈칸에 들

어가야 하는 내용은 거대한 행동패턴에 있어 개인적 참여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글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믿음과 가치, 생각, 감정을 시장의 요구에 맞추어 조건화 된다고 하였으므로 자발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내용인 

③번이 가장 적절하다 

35. 정답 : ②

    해설 : 순서 추론

주어진 글의 내용은 함께하는 가족은 함께 머무른다는 속담을 설명하며 사회적 역할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 (A)의 내용은 위험지역에 있는 다람쥐가 포식자의 주의를 끄는 내용을 설명하

며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공유한 동물을 위해 위험을 감수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이다. (B)는 이러한 속

담의 가족이외의 다른 부분에서 적용되는 형태로 예를 다람쥐로 들어 설명을 시작하고 있다. (C)의 내용은 새

로운 증거가 다람쥐가 유전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기존의 친구에게도 알린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

으며 however 이라는 접속사를 통해 앞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와야 한다. 따라서 다람쥐의 예시를 도입하

는 (B)가 가장 먼저 위치하고 유전적으로 관련이 있는 동물에게 알리는 (A) 그 다음은 유전적 뿐만이 아닌 친

구에게도 알리는 (C)가 와야 한다. 띠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6. 정답 : ⑤

    해설 : 주어진 문장 넣기

자기이행 예언이 가지는 긍정적 부분을 설명하는 글이다. 주어진 내용은 이러한 연구가 보여주는 (also를 힌트

로)내용으로써 명령자가 더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승무원멤버에게 더 많은 집중을 하고 칭찬을 한다는 

내용이다. ②번 이루부터 군대탱크 승무원의 연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④번 앞까지 실험의 내용(개요)이 

소개되고 있고 ④번 이후에서 명령자가 보고한 내용인 예외적인 승무원 멤버에 대해(평균보다 잘한)성명한다. 

⑤번 이후에는 자기이행 영향이 나타내는 효과를 총정리 하는 부분으로 ⑤번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37. 정답 : ③

    해설 : 주어진 문장 넣기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은 표시된 횡단보도에서 표시되지 않은 곳보다 보행자에게 더 양보한다는 내용으로 시작

하여 이것이 더 안전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①번 이후에서 뒷받침으로 비교한 내용이 나오고(표시된 횡단보도

vs표시되지 않은 횡단보도) ②번 뒤에는 운전자와 보행자 둘 다 표시된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양보해야 한다

고 인지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주어진 문장에서 보면 표시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둘 다 이러한 사실은 인지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며 문장앞에 있는 But을 보아 앞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③번에 들어가

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38. 정답 : ③

    해설 :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 고르기

아이들의 상상적인 반응을 생산하는 능력에 있어서 다른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로써 아이들을 두 그룹

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라디오를 통해 또 한 그룹은 TV를 통해 이야기를 듣고 시청한다는 실험을 가지고 시

작한다. ③번의 내용은 소설가가 가능한 많은 캐릭터를 포함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내용으로 다른 미디어에 따



2015학년도 9월 3일(수) 교육과정 평가원 해설지          제공

(통학)            (기숙)             

른 반응에 대한 소재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39. 정답 : ④

    해설 :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 고르기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회에서 소녀들와 여성들의 운동적인 노력에 대한 내재적 지지에 관련된 소재로써 ④번의 

내용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의 세계정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내용으로 소재와 전혀 관계가 없으

므로 ④번이 정답이다. 

40. 정답 : ②

    해설 : 고전작품의 원판은 추가적인 독서를 장려하고 독자들의 자기성찰을 증가(활성화)시켜주는 어려운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글 이므로 (A)에는 어려운 (demanding) (B)

에는 증가(활성화)시켜준다는 (activates) 는 ②이 적합하다

41. 정답 : ②

    해설 :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또한 어떤 종이 경쟁적으로 우세한지가 상황에 달려있다고 했으므로 

42. 정답 : ①

    해설 :  첫 단락은 유기체인 2개의 종들은 자원(음식)을 얻기 위해 경쟁하여 우수한 종들이 열등한 종들을 

쫓아낸다고 하고 후반부에는 경쟁적으로 우수한 종이 열등한 종들을 배척하지 않고 주기적인 방해

요소들인 자연현상으로 인해 경쟁적 관계를 없앤다는 내용 이므로 ① shifting balance (변화하는 균

형)이 정답

43. 정답 : ②

    해설 : (A)에서 Jim Nelson 이 자기의 친구를 방문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갔다는 내용이고 (C)에서 주차

된 차에 부딪혀서 오른팔을 부상당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B)에서 Jim이 부상 때문에 농구시합에 

참석 못하게 되고 왼손으로 슛을 연습하는 내용 (D)에서 챔피언 결정전에 대체선수로 뛰어 왼손으

로 3점슛 성공하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온다.

44. 정답 : ⑤

    해설 : a), b), c), d)는  모두 Jim Nelson  e)는  a starting player

45. 정답 : ④

    해설 : 챔피언 결정전에 처음부터 출전한 것이 아니라 교체선수로 마지막 30초 남겨두고 교체 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