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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답� :�

� � � � 해설� :�

15.�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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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글의�목적>

정답�⑤

I� would� really� appreciate� it� if� you� could� allow� my� son� to� register� additionally.� 그리고� If� there� is� any� way�

that� he� is� able� to� join� the� trip,� I� would� be� very� grateful.� 의� 문장에서�글의�목적이�

‘⑤� 야구�경기� 관람� 여행에� 아들의�추가� 등록을�부탁하려고’� 임을�알�수�있다.

19.� <심경�변화>

정답�⑤

먼저,� gloomy� face� /�Watching� Amy� look� so� discouraged,� ~� 의� 문장을�통해� Amy�가�침울한�심경이었다는�것을�

알�수�있고,� 후반부의� funny� face� /� Amy� laughed� hard.� /� She� felt� that� she� was� lucky� ~� 의� 내용을�통해�기분이�

나아졌음을�알�수�있으므로,� 정답은�⑤� depressed�→� comforted� 가� 적절하다.

20.� <필자의�주장>

정답�②

글의�전반부�필자가�직접�경험한�내용을�이야기하면서�자신의�주장을�이어�나가고�있는�내용이다.� 중간부분�

Sometimes� ~� 의� 문장으로부터�단지�말을�하는�것만으로는�부족하다고�말하면서,� 후반부� by� writing� ~� 으로�글을�

쓰는�것의�이점을�이야기�한다.� 마지막�문장� Teach� your� child� how� to� write� ~를�통해�필자의�궁극적인�필자의�

주장이� ‘②� 자녀가�글을� 통해� 마음을� 표현하도록� 가르치라’는� 내용임을�확인할�수�있다.

21.� <글의�요지>

정답�①

~� require� a� writer� or� translator� to� have� an� understanding� of� the� freshness� of� language� to� the� child’s� eye�

and� ear,� ~� 의� 문장을�통해,� 어린이의�시각에서의�이해가�필요하다는�내용이�제시되고�있다.� 후반부에�이어지는�예시와�

마지막�부분의� Such� multi=faceted� creativity� has� ~� 의� 문장을�통해�글의�요지가� ‘①� 아동문학� 번역에서는�아동의�

특성에�기반을� 둔� 창의성이� 요구된다’는� 것임을�알�수�있다.

22.� <글의�주제>

정답�③

전체적인�글의�내용은� fear� 즉,� (진화적�관점에서의)� 두려움에�관한�글이며,�글의�첫부분� fear� has� contributed� to�

both� ~� 의�문장과,� 중간�부분� And� fear� can� keep� ~� 의� 문장�그리고�마지막�부분의� On� the� other� hand,� fear� can�

also� motivate� ~� 의� 문장을�통해서�글의�주제는� ‘③� fear� and� its� dual� functions� in� terms� of� change’� (변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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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의�두려움과�그것의�두�가지�기능)� 임을�알�수�있다.

23.� <글의�제목>

정답�①

A� strategic� vision� has� little� value� …� unless� ~� 의� 첫�문장을�통해�문제제기를�하면서,� Strategic� Vision� 의� 성공�

조건에�대해�이야기하는�내용의�글이다.� 따라서�글의�제목은�①� What� Makes� a� Strategic� Vision� Successful?� 이�

적절하다.

24.� <도표�내용일치>

정답�⑤

특정한�환경에서�휴대전화�사용을�용인해주는�비율을�연령대별로�나타낸�그래프이다.� 선택지�⑤의,� ‘같은�환경에서�각�

나이대별� 10%�미만의�사람들이�휴대전화�사용을�용인할�수�있다고�답하였다’는�내용에서,� 같은�환경이라는�것은�

선택지�④에�언급했던� At� movie� theaters� or� other� quiet� places� (영화관�또는�조용한�장소)를�의미한다.� 그래프에서�

확인해보면,� 18-29세�그룹의�비율은� 11%로,� 10%이하라고�말한�내용과일치하지�않는다.

25.�

!Kung� San� 지역은�식량공급이�풍부하고�여가�시간이�많았다고�언급되었으므로�⑤이�글의� 내용과�일치하지�않는다.

26.

투표는�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진행된다고�언급하였으므로�④이�글의� 내용과�일치하지�않는다.

27.

티켓�가격에�점심과�기념품이�포함된다고�언급되어�있기�때문에�본문의�내용과�일치하는�것은�③이다.

28� [출제의도]� 어법상�판단문제

(A)� leisurely와� 병렬구조를�이루고�있으므로�형용사� unhurried가� 적절하다.

(B)� the� kind� of� world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이고� � �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므로� in� which가�

적절하다� .�

(C)� 목적어가�빠져있고� games와� 수동의�관계이므로� ended가�적절하다.�

정답:� ①

29.[출제의도]� 문맥상�어휘�파악하기� �

(A)� 첫� 번째� 문장에서� 관심사나� 우려사항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없다면� ‘민주주의를� 가질� 수� 없다‘라고� 언급을�

하였기�때문에� ’집중된�권력’이라는�뜻의� concentrated� power를� 써야�한다.

(B)� 뒷문장에� 정치적� 기관이� 너무� 작아서� 모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적� 과정에� 참여� 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므로�기관으로� ‘나누어질�필요성‘� subdivided라는� 뜻을�써야� 한다.

(C)� 뒷� 문장에서� 활력이� 넘치는� 민주주의가� 적극적인� 기초단체를� 제공한다고� 언급하였으므로� 시민에게� ‘즉각적인�

반응‘이라는�뜻의� responsive를�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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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0.� [출제의도]� 지칭�대상� 파악하기

①,②,③,⑤는� Harumi� Tanaka를�가리키지만�④는�미국�중역들중의�한명을�가리킨다.�

31.[출제의도]� 빈칸추론

잠자는� 엄마가� 그녀의� 아이의� 특정� 울음소리를� 구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작은�

오두막에서� 사는� 엄마가� 밤에� 모든�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곤� 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아기의�

울음소리에�민감한�엄마에�대한� 취지의�글이므로�빈칸에는�⑤� ‘민감성’sensitivity� 이� 가장� 적절하다.�

32.� 글� 앞부분에서�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할� 때�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므로� 그들에

게�적극적인�통제를�하도록�제안하는�것은�좋지� 않은� 조언이라고�하면서�그들에게�필요한�것은� 그들의�통제(능력)을�

넘어가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으므로� 마지막� 문장의� 빈칸에서� 최적의�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은� 어

느� 정도까지는� 통제를� 하려고� 하되,� ⓷더� 이상의� 통제는� 불가능� 한� 때를� 인식하도록� 권해져야� 한다는� 말이� 적절하

다.� �

33.� 첫� 문장에서� 기억� 속의� 많은� 양의� 정보는�청각적인�형태로� 암호화�되어� 저장된다고�하면서� 이에� 근거하는�예시

를�제시하고�있다.� 실험� 참가자들이� 6개� 글자를�보고� 생각해내는�실험에서,� 철자가�정확히�기억나지�않는�경우에�그

들이� 보았다고� 주장하는� 단어는� 빈칸� 뒷부분에서� 철자� F를� 보았을� 때� 청각적으로� 비슷한� 철자인� S를� 131번� 기억해

냈으나� 시각적으로� 비슷한� 단어인� P는� 14번만� 기억해냈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⓶ 철자의� 생김

새�보다�철자의�소리가�어떻게�나느냐에�따른�관점에서�철자를�기억해낸다고�하는�것이� 적절하다.

34.� 글의� 초반에서� 중반부까지� 생각과� 그것을� 실제� 표현하는� 것은� 치약이라는� 내용물과� 치약을� 실제� 담는� 용기에�

비유하면서� 우리� 머릿속의� 생각은� 그것을� 표현하는� 말과� 구조적으로�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빈칸� 문장에서� 어떠한� 생각이� 특정� 언어적� 구조를� 지닌� 말로� 표현된다고� 해서� ⓵ 생각� 그� 자체가�

구조를�지니는�것은� 아니다고�하는�것이�적절하다

35.� 글의� 앞부분에� 제시된� 글의� 주제는� (여행)목적지의� 끌어당김� 효과는� 프로� 관광� 정책을� 도입하고� 강화하는� 것에�

의해� 긍정적�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정부가� 국내� 거주인들을� 대상으로� 환영하는� 태도를� 촉진하기� 위해�

캠패인을� 벌일�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⓷번에서� 개발�도상국의� 국가들이� 국제� 관광을� 더� 장려

하고�있다는�내용은�글의� 흐름과�무관하다.�

36.� 주어진� 글에서� 심리학자들이�탐험에� 대한� 동기는� 그� 뿌리를� 호기심에� 두고� 있다고� 했으므로� (C)에서� 그들이�제

안하기를� 호기심은� 새로움에� 의해� 자극받는� 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그� 끝에서� 새로운� 기

술과� 능력을� 갖춤으로써� 기존� 물체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내용이� (A)로� 이어져� 그것이� 왜� 사람

들이� 전에� 탐험해보았거나� 해본� 적� 있는� 일들을� 다시� 탐험하러� 가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

다.� (A)� 마지막� 부분에서� 같은� 음악을� 여러� 번� 듣는� 것을� 예로� 들고� 있으므로� (B)에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그� 음

악으로�되돌아감으로써�우리는�새롭고�흥미로운�무언가를�찾을�수�있다고�이어지는�것이�적절하다.

37.� 주어진� 글에서� 사냥꾼들은� 원시적인� 무기로만� 무장하고� 있어� 화난� 맘모스의� 적수가� 될� 수� 없으므로� 많은� 이들

이� 죽거나� 심각하게� 부상을� 당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고� (B)에서� 그러나� 그에� 대한� 보상은� 컸다고� 이어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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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다.� (B)� 두� 번째� 문장에서� 사냥꾼들이� 맘모스와� 큰� 동물들을� 따라� 이동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므로� (A)에서�

일부는� 배를� 타고� 이동했고� 많은� 이들은� 걸어서� 이동했다고�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당시의� 해수면이� 낮

아서� 현재는� 분리된� 대륙들이� 당시에는� 하나였다는� 내용이� 뒤따르고� 있으므로� (C)에서� 사냥꾼들이� 이렇게� 이어진�

대륙을�따라� 건너�새로운�땅의�첫�번째� 이주민이�되었다는�내용으로�이어지는�것이�자연스럽다.

38.� � 주어진� 문장은� 언어적,� 비언어적� 단서가� 서로� 상충할� 때� 비언어적� 단서가�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비언어

적� 단서를�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고� ⓶번� 다음� 문장에서� 또한� 비언어적� 단서들은� 화자의� 의도를� 더� 잘� 나타내주는�

것이라고�추가적으로�설명하고�있으므로�⓶번에�들어가는�것이�적절하다.�

39.� [출제의도]� 문장의�위치� 파악하기

우리의� 전체적인� 일련의� 가치와� 우리게� 있어서� 상대적인� 중요성이� 우리의� 가치체계를� 구성하며� 이러한� 가치체계는�

하나의� 가치와는� 일치하지만� 또� 다른� 동등하게� 중요한� 가치와는� 일치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할� 때는� 가치갈등을�

느끼게� 되는데� 주어진� 문장에서� 이러한� 역동성(가치갈등)은� 편리함과� 환경에� 대한� 우려에� 동등한� 가치를� 주는�

부모들의� 사례에서� 예증되어질�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부연설명이� ④번� 이하에서� 아기의� 기저귀를� 구매하는데�

가치갈등을�하는�부모를�예로� 들고� 있으므로�주어진�문장은�④에� 들어가는�것이�적절하다.�

40.� [출제의도]� 요약문�완성하기

과학에서는� 한� 실험의� 성공과� 실패는� 이론적으로� 무한한� 과정에� 있어� 논리적으로� 또� 다른� 하나에� 의해� 뒤� 따라오며�

과거의� 더� 작은� 지식은� 현재의� 더� 큰� 지식으로� 대체되고� 현재는� 미래의� 더� 큰� 지식으로� 대체되는� 반면�어떠한� 예술�

작품도� � 본질적으로�더� 나은� 두� 번째�작품이�뒤� 이어�오는� 것은� 아니다라는�내용이다.

과학의� 지식은� (A)� 연속적인(successive)� 실험을� 통해� 진행되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에� 예술� 작품은� 유한한� 것으로�

의미되어지는�창작자의� (B)�유일무이한(unique)�경향이�있다.�

정답은�①이� 가장�적절하다.

[41-42]� 글의�제목�파악하기,�빈칸�추론하기

41.� 세� 명의� 작곡가가� The� Cafe� Concert� des� Ambassadeurs에서� 한� 쇼에� 참가� 했을� 때,� 그들� 중의� 한명이� 만든�

노래와� 다른� 두� 명에� 의해� 쓰여진� 스케치를� 듣게� 되면서� 그들은� 카페주인에게� 그들의� 작품에� 대해� 어떠한� 비용의�

지불� 없이� 사용했으므로� 그들� 또한� 돈을� 지불�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세� 명의� 작곡가의� 손을�

들어� 주는� 것을� 계기로� 음악의� 사용자와� 저작권자� 사이에� 새로운� 법적� 권리의� 범주를� 만들게� 됐다는� 내용으로� 보아�

이� 글의�주제는�③� 음악과�그것의�효과에�있어서�상연권의�발생이�가장� 적절하다.

42.� 작곡가들과� 다른� 이들은� 상연권의� 강화와� 관리를� 위한� 하나의� 사회를� 만들면서� 원칙과� 관행을� 수립하였다는�

내용에�이어� 그� 사회에�맡겨진�업무들이�나오므로�①Accordingly가� 가장� 적절하다.� � �



2017학년도 9월 1일(목) 교육과정 평가원 해설지        제공

(통학)            (기숙)             

43∼45.� [출제의도]�글의�분위기,�지칭�대상�추론하기,�세부�내용�파악하기

43.� Lennie이� 크리스마스에� 아버지로부터� 당나귀를� 선물� 받을� 것을� 바랬지만� 아침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가� 뒤� 늦게� 전달되어진� 당나귀를� 받고� 즐거워하며� 당나귀를� 보살피는� 장면으로� 보아� 정답은� ②� 즐거워하며�

기쁜이�가장� 적절하다.

44.� ①,� ②,� ④,� ⑤는� 아버지를�가리키며�③은�당나귀를�가리킨다.�

45.� 두� 번째� 단락� 후반부에� 크리스마스� 아침에� 여동생들은� 선물로� 가득찬� 스타킹을� 발견하고� 기뻐하다는� 내용이�

나오므로�정답은�③이� 글의�내용과�일치하지�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