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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과목

18.� 정답� :� ①

� � � � 해설� :� 필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을� 찾아야� 한다.� 중반부의� ‘I� would� like� to~'에서�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

다.

19.� 정답� :� ③

� � � � 해설� :� 심경변화이기� 때문에� 앞부분과� 뒷부분의� 변화를� 찾는다.� 2번� 문장에서� ‘To� her� disappointment(실망스

럽게도)’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뒷부분에서� '~motivated� to� keep� pushing� for� her� goal(다음� 목표� 달

성을� 위해� 동기를� 부여받아)‘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찾을� 수� 있다.

20.� 정답� :� ③

� � � � 해설� :� 중반부� ,but을� 통해� ‘확률이론이� 위험을� 좀� 더�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다.

21.� 정답� :� ①

� � � � 해설� :� 밑줄의� 의미하는� 바를� 찾는� 문제이다.� 전반적인� 필자의� 의도를� 찾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밑줄� 다음문

장에서� ‘사적인� 영역에서� 자신을� 공개함으로써,� 자신도� 또한� 자아성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에서� 정답을�

찾는다.� 즉,� 스스로에� 갇혀� 있다기� 보다는� 자신의� 글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이

다.

22.� 정답� :� ①

� � � � 해설� :� 글의� 전개방식을� 이해함으로� 읽어야� 될�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상반부에� 등장하는�

'the� Netherlands'는�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고,� 특정한� 장소를� 언급한� 이유는� 주장에� 대한� 논증을� 제시하

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서� 최대한� 정답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첫� 문장에서� ‘도시의� 배송�

차량은� ,� 자전거를� 포함하여,� 도시� 밀도에� 적합하도록� 개조될� 수� 있다’에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23.� 정답� :� ②

� � � � 해설� :� 상반부� For� example을� 통해� 앞� 문장에서� 필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또한� 뒤에서� 제시되는� ‘by� contrast

(대조)’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내용으로� 보아� 정답은� ‘benefits� of�

publicizing� information� to� ensure� free� choices(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가� 가지는�

장점)’이다.�

24.� 정답� :� ⑤

� � � � 해설� :� 통념/반박의� 전개방식을� 이용한� 글이다.� 사물을�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되지만� 실제로는� 모든� 부분이� 분리되어� 있다는� 내용으로부터� 정답은� 5번� ‘separate� and� independent;�

brain� cell's� visual� perception� (분리와� 독립;� 뇌세포의� 시각적� 인식)’이다.

25.� 정답� :� ④

� � � � 해설� :� � 55세� 이상에서� ‘Big/Small� City'를� 선택한� 사람들의� 비율은� 가장� 적은� 것이� 아니라� 두� 번째이다.

26.� 정답� :� ⑤

� � � � 해설� :� 그의� 책은� 번역하기가� 어렵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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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정답� :� ②

� � � � 해설� :� 보수� 공사는� 매일� 진행된다고� 나와� 있다.

28.� 정답� :� ④

� � � � 해설� :� 심사기준에� 창의성(Creativity)가� 포함� 되어� 있다.

29:� 정답� :� ②

� � � � 해설� :� present이� 목적어가� 문장� 주어와� 동일하기� 때문에� 재귀대명사� ‘themselves'로� 바꿔야� 한다.

30:� 정답� :� ⑤

� � � � 해설� :� 전체적인� 글의� 맥락으로� 잘못� 사용된� 어휘를� 골라야� 한다.� 앞부분에서� 세상이� 새로운� 기술로� 바뀐다� 할

지라도� 기술이� 변화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은� 변한� 것이� 없다는� 취지의� 글이다.� 따라서� 5번� 문장의� ‘컴퓨

터가� 우리를� 마술과� 같은� 세상으로� 데리고� 가� 줄� 것이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컴퓨터와� 우리� 삶의�

통합을� 유지할(->� 멀리할)� 것이다가� 되어야� 한다.

31.� 정답� :� ②

� � � � 해설� :� -� 빈칸� 문장의� 주어� ‘This� reluctance� to� take� sports� journalism� seriously(스포츠� 저널을� 진지하게� 읽

는� 것에� 대한� 주저함)’에서� 단서를� 찾고� 역설적인(paradoxical)� 결과라고� 했기� 때문에� 많이� 읽혀지기는�

하지만� 존중받지는� 못한다는(little� admired)� 내용의� 글이다.

32,� 정답� :� ②

� � � � 해설� :�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을� 찾는� 문항이다.�

� � � � 우선� 지문� 전체의� 핵심� 소재는� ‘도시;cities’이다.�

� � � � 빈칸의� 문장에서는� 도시가� 취향의� 변화를� 이끈다고� 하였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빈칸으로� 처리했다.� �

� � � � 힌트가� 될� 수� 있는� 것은� 빈칸� 뒤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o를� 통해� 도시가� 끌어들이고� 있는� 그� 사람이� �

� � � � 주로� 창의적� 사람들이라는� 설명이� 따라온� 다는� 점이다.� 빈칸� 문장의� 다음� 문장의� 경우에도� 미디어는� 그� 어느� � �

� � � � 때보다� 세계적이고� 광범위하며�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언어를� 전파했다고� 한다.� 지문� 전체의� 주제� 역시� ‘도시� �

� � � � 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과� 접하게� 함으로써� 언어의� 변화를� 견인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 � �

� � � 어갈� 적절한� 내용은� 2번:� 다른�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노출을� 제공했다� 이다.

33,� 정답� :� ①

� � � � 해설� :�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을� 찾는� 문항이다.

� � � � 우선� 빈칸� 문장의� 의미는� ‘벌의� 춤을� 통한� 상호작용� 연구가� 수많은� 사례를� 제공하는데,� 그것은� 군락지의� 정보에� �

� � � � 따라� 행동방식을� 바꾸는� 개인들이� 어떻게� _____하는가를� 묘사한다’는� 내용이다.

� � � � 그리고� 빈칸� 직후� 이어지는� ‘For� example’은� 문제� 해결의� 결정적� 방향을� 제공한다.� 이후� 내용에서� ‘물’이라는� � �

� � � � 자원을� 수송한� 벌이� 그것을� 군락� 내의� 하역하는� 벌에게� 넘겨주는� 시간에� 따라� 군락의� 물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

� � � � 수� 있게� 되고,� 나아가� 물의� 수집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 � � � 따라서� 빈칸에� 적절한� 표현은� “①� allow� the� colony� to� regulate� its� workforce;� 군락지가� 노동력을� 조저랄� � �

� � � � 수� 있도록� 한다.”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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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정답� :� ⑤

� � � � 해설� :�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을� 찾는� 문항이다.

� � � � 우선� 빈칸의� 의미는� ‘날씨의� 경우에는,� _______________________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으로� 매우� 모� �

� � � � 호하다.� 따라서� 문항의� 난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바로� 다음� 문장과� 더불어� ‘not� ~� but� -’맥락� �

� � � � 을� 형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문항� 또한� 그러하다.� 따라서� 다음� 문장을� 살펴보면� ‘시간의� 분할에� 의해� 현� �

� � � � 실이� 시야에서� 가려져� 과거와� 미래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자연히�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것은� 적어도� 빈칸� �

� � � � 의� 내용이� 책임문제에� 관한�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지문� 전체의� 주제를� 아우를� 수� 있는� 중반부� �

� � � � 의� ‘however’문장을� 살펴보면,� 시간의� 엄격한� 구분은� 우리를� 호도하였고,� 가장� 중요하게도� 우리의� 책임의� 범위� �

� � � � 를� 시야로부터� 숨겼다는� 내용이� 있다.� 이처럼�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든� 것은� 시간의� 구분� 탓이라는� 점을� 반� �

� � � � 복� 진술한� 것으로� 보아.� 선택지� 중� 책임� 소재와� 무관한� 것을� 소거하면� 남은�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⑤� we� face� �

� � � � the� facts� but� then� deny� our� responsibility;� 우리는� 사실을� 직시하지만� 책임은� 부인한다‘가� 타당하다.

35.� 정답� :� ③

� � � � 해설� :� 무관한� 문장

� � � � 글의� 전체� 흐름과� 무관한� 내용의� 문장을� 찾는� 문항이다.

� � � � 대체로� 1번� 선택지가� 시작되기� 이전의� 초반� 내용으로� 글의� 주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엄� �

� � � � 격하게� 선택한� 키워드를� 통해� 문장의� 관련성을� 판단해야� 하는� 문항이다.�

� � � � 글의� 주제는� ‘수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목소리’;말‘의� 힘을� 인지하고� 그것을� 효과적� 소통의� 수단으로� 이용한다’이� �

� � � � 다.� 그러나� ‘③� In� order� to� address� serious� noise� issues� in� school,�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 � � � �

� � � � should� search� for� a� solution� together.’문장은� 학교내� 소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라는� 주제� �

� � � � 를� 담고� 있으므로� 전체� 글의� 맥락과� 완전히� 무관하다.

36,� 정답� :� ②

� � � � 해설� :� 제시문� 이후에� 이러질� 단락의� 순서를� 찾는� 문항이다.�

� � � � 대체로� 36번은� 2점� 문항답게� 명시적인� 단서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나,� 그� 단서를� 파악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

� � � � 는� 지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번� 문제역시� (A)� 단락의� ‘that`s~’와� (C)� 단락의‘So~’와� 같은� � �

� � � � 명시적인� 단서를� 제공하였으나� 그것의� 적용이� 쉽지� 않은� 문제였다.� 우선� 세� 단락이� 모두� 물벼룩에� 관한� 사례� � �

� � � � 하나로� 이루어진� 문항이기� 때문에� 단락간의� 구분이� 모호하다.� 이러한� 경우는� 내용의� 구체적이� 관계를� 따져보아� �

� � � � 야� 한다.� 우선� 제시문에서는� ‘adaptive� plasticity’라는� 개념을� 주었다.� ㅡ리고� (A)의� ‘That`s� a� clever� trick.’이라� �

� � � � 는� 문장은� 최소한� 이전에� 특정� 속임수� 또는� 기술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A)� 이전에� 물벼룩� �

� � � � 이� 상황에� 따라� 다른� 성장전략을� 취한다는� (B)단락을� 주는� 것이� 옳다.� 마지막으로� (C)� 단락에서는� ‘this� � � � � � � �

� � � � plasticity� is� an� adaptation’� 이� 표현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한다.� ‘this� plasticity’만을� 고려한다면� (B)단락� 이� �

� � � 후에� (C)단락이� 오는� 것도� 타당할� 수� 있다.�

� � � 그러나� 여기에서� ‘adaptation’이라는� 표현이� 생물학� 관련� 지문에서는� ‘진화상의� 이점을� 취함으로써� 생존률을� 높� �

� � � 이는� 것’이라는� 배경지식이� 동반된다면� (A)단락의� 내용이�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reproduce;번식’의� �

� � � 관점에서도� 에너지� 효율성을� 먼저� 언급한� (A)단락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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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정답� :� ④

� � � � 해설� :� 제시문� 이후에� 이러질� 단락의� 순서를� 찾는� 문항이다.�

� � � � 절대� 평가� 이후로� 통상� 37번은� 명시적� 단서를� 배제하고� 순수한� 내용의� 흐름에� 의존하는� 문항이� 출제되는� 경향� �

� � � � 이� 있다.� 이번� 문항� 역시� 단순한� 기술적�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많은� 어� �

� � � � 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소재에� 대한� 접근성이� 관건이다.� ‘contingency� pricing’이라는� 용어를� 단� �

� � � � 순히� 사전적으로� 이해해서느� 안된다.� 이것은� 법조� 관련� 용어로써� 변호사들의� ‘성공보수’라는� 가격정책으로� 읽어� �

� � � 내야� 글의� 내용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 다행히� ‘lawyer’라는� 단어는� 제시되어� 있으므로� 최소한의� 실마리는� 제공� �

� � �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세� 단락의� 내용을� 압축해내야� 한다.� (A)� 단락은� ‘contingency� pricing’이� 고객들에게� �

� � �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단락이다.� 따라서� 그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근거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 �

� � � 다.� 이때� (C)단락은� ‘contingency� pricing’의� 정의를� 밝힌다.� 이때� 사건이� 종결되어야만� 고객이� 받는� 돈의� 일부� �

� � � 를� 변호사들이� 받을� 수� 있다는� 내응이� 있다.� 이것이� (A)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A)단락에서� 고객들이� 사건� �

� � � 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 (B)단락이� 될� 수� 있다.� 또한� (B)단락� �

� � � 의� 뒷내용은� 이야기의� 관점이� 변호사의� 경우를� 벗어나� 더욱� 포괄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그� 이후에는� (A),� � � �

� � � (C)단락이� 이어질� 수� 없다.� 따라서� 글의� 순서는� (C)-(A)-(B)가� 타당하다.

38,� 정답� :� ⑤

� � � � 해설� :� 문장의� 위치

� � � � 제시된� 문장이� 본문의�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지� 찾는� 문항이다.

� � � 전통적으로� 제시문장에� 명시적�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이전� 내용에� 대한�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었으� �

� � � 나,� 절대� 평가� 이후에는� 이후� 내용에� 대한� 접근법도� 중요시� 되고� 있다.� 우선� 제시문장의� ‘that’보다는‘such� a� � � � �

� � � feeling’이� 어떤� 감정/느낌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한� 단서이다.� 이것을� 찾아나가는� 단서는� ‘tree,� stone� walls,� � � �

� � � other� means� of� partition’등과� 같은� 단절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다.� 이것이� ④번� 이후� 문장의� ‘imagine� a� � � �

� � � sharp� separation’과�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제시문장에서� 언급한� ‘traditionally’라는� 표현과� ⑤� 번� 이후의� ‘long� �

� � � history’라는� 표현이� 문맥상�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 번이� 타당하다.

39,� 정답� :� ④

� � � � 해설� :문장의� 위치

� � � � 제시된� 문장이� 본문의�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지� 찾는� 문항이다.

� � � � 전통적으로� 제시문장에� 명시적�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이전� 내용에� 대한�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었

으나,� 절대� 평가� 이후에는� 오로지�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문맥의� 변화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

다.� 우선� 제시문장을� 파악하기보다� 본문의� 주요한� 문맥상� 변화를� 밝힐� 필요가� 있다.� 글의� 주제는� 초반에� 제시

되며‘협상의� 전략으로써� 세분화’이다.� 그리고� 구체적� 방법으로써� 시간의� 세분화와� 적용� 방식의� 세분화로� 글이�

나뉜다.� 또한� 시간의� 세분화는� 시간� 단위의� 세분화와� 적용시기의� 세분화로� 나뉜다.� 그리고� 제시문장을� 살펴보

면� 합의� 조건이� 적용되는� 시기를� 몇� 달� 뒤로� 미룰� 때� 합의에� 도달하기가� 쉽다는�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이� 문

장은� 적용시기가� 언급되는� ③번� 이후가� 되어야� 하며,� 또� 다른� 접근법이� 시작되는� ④번� 이전이어야� 한다.� 따라

서� 정답은� ④번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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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정답� :� ①

� � � � 해설� :� 요약문의� 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찾는� 문항이다.� 통상적으로는� (A),� (B)� 모두�

단어의� 중복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문제� 해결이� 용이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 수능에서는� 두� 빈칸

이� 모두� 간접적으로� 제시되어� 기존의� 기출문항의� 패턴에� 익숙한� 수험생들에게는� 시간이� 많이� 소비될� 위험성이�

보인다.� 먼저� (A)의� 근거는� 첫� 문장에서� 찾을� 수� 있다.� 첫문장에서� “craftmanship”에� 대해서� 산업화의� 도래와�

함께� 도태된� 방식이라는� 관점은� 잘못되었다고� 반박한� 이후� ‘enduring,� basic’과� 같은� 표현을� 통하여� 그것의� 영

속성을� 한� 번� 더� 언급하였다.� 따라서� (A)에� 적절한� 표현은� ‘persisted;존속했다’이다.� 그리고� (B)의� 경우�

“craftmanship”의� 완전한� 발전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친� 요소들이� 있었는지를� 본문에서� 파악해야� 한다.� 본

문� 중간의� “in� all� these� domains~”부터� 시작하여� 이후� 내요은� 모두� “craftmanship”에� 대한� 제한� 사항들을� 서

술하고� 있다.� 따라서� (B)에� 들어갈� 표현은� ‘lint;제한하다’가�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 타당하다.

41,� 정답� :� ①

� � � � 해설� :� 글의� 주제

� � � � 글의� 제목을� 찾는� 문항이다.� 이� 문항은� 무엇보다� 지문의� 길이에� 압도되지� 않아야� 한다.� 통상� 이� 문항은� 단순한�

논리구조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다만� 그렇게� 단순한� 논리를� 통해� 도출된� 주제와� 가장� 잘� 상응하는� 선택지를�

고르는� 과정이� 다소�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번� 수능에서는� 그�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주제는� 첫� 문장이며�

다음과� 같다‘� even� very� simple� algorithms� can� outperform� expert� judgement� on� simple� prediction�

problems;매우� 간단한� 알고리즘도� 단순한� 예측�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을� 능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지

는� ‘For� example’� 이후의� 내용은� 모두� 열거된�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문의� 문맥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하여도� 정답은� ‘①� The� Power� of� Simple� Formulas� in� Decision� Making’로� 귀결된다.�

다만� 본문에서� ‘algorithms� =� Formulas’� 라는�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한� 변별력이라고� 할� 수� 있다.

42,� 정답� :� ④

� � � � 해설� :� 각각의� 어휘가� 문장� 또는� 문단의� 문맥에� 비추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문항이다.� 과거� 어휘의�

사용을� 다양한� 측면에서� 따지기� 때문에� 극한의� 난이도를� 자랑하던� 것에� 비하여,� 최근에는� 반의어에만� 국한되어�

문맥의� 판단� 기준도� 단순화되는� 측면이� 두드러진다.� 나머지� 선택지를� 다지지� 않고� 정답인� (d)의� 적절성만을� 확

인해보자.� (d)가� 포함된� 문장의� 의미는� 사람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순간에도� ‘checklist;� algorithm’를� 통해�

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순간이� 사람이� ‘relaxed;편안한,� 이완된’상태

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없다.� 따라서� ‘urgent,� nervous� 등과� 같이� 부정적� 맥락의� 단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43,� 정답� :� ⑤

� � � � 해설� :� 앞서� 36,� 37번과� 달리� 가벼운� 내용이며� 대체로� 시간/사건의� 순서에� 따라서� 해결되는� 문항이다.� 글의� 순

서는� 아버지가� 도착하기� 전인� (D)에서� 아버지� 도착한� 이후� 선물을� 공개하기� 전/후의� 순서로� (C)-(B)로� 이어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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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정답� :� ⑤

� � � � 해설� :� 각각의� 대상이� 하는� 말� 또는� 행동을� 통하여�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유형이다.� (a)-(d)� 까지는� 모두� ‘Hailey’

를� 가리킨다.� 그러나� (e)의� 경우� ‘Hailey� answered’라는� 표현을� 통해� ‘Hailey’가� ‘you’라고� 부르는� 대상은�

‘Camila’가� 되어야� 한다.

45.� 정답� :� ④

� � � � 해설� :� 글의� 내용과� 일치� 여부

� � � � 본문의� 내용과� 선택지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것을� 찾는� 문항이다.� (D)� 단락을� 보면� 도어벨을� 누르고� 아버지가�

등장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④� Hailey와� Camila는� 아버지의� 집을� 방문하였다’는� 내용은� 본문과� 일치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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