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11월 8일(목) 대학수학능력평가 해설지
외국어영역 (홀수형)
1. 정답 : ⑤
2. 정답 : ③
3. 정답 : ⑤
4. 정답 : ④
5. 정답 : ②
6. 정답 : ①
7. 정답 : ⑤
8. 정답 : ③
9. 정답 : ①
10. 정답 : ②
11. 정답 : ②
12. 정답 : ⑤
13. 정답 : ④
14. 정답 : ③
15. 정답 : ①
16. 정답 : ①
17. 정답 : ④

18. 정답 : ➀
해설 : 전체 글은 소방관련 사항으로 미괄식에서 현재 읍내에 소방서가 오직 하나밖에 없으므로 끝에서 4째줄
부탁의뢰표현의 Would you please establish a new fire station ~ ? 문장이 정답의 도움이 된다. 따라
서 정답은 ➀번이 가장 적절하다.
19. 정답 : ➃
해설 : ➀➁➂➄는 Ellen Langer 를 가리키고 ➃번은 질문을 받은

할머니 grandmother를 가리켜 정답은

➃번이 된다.

20. 정답 : ➁
해설 : (A) spent와 were spent의 과거분사와 수동태의 선택문제로 뒤에 존재하는 본동사의 존재유무
로 파악하면 된다. 즉 본동사

have migrated의 정동사가 존재하므로

앞의 명사인 some of

the dollars를 수식하는 수동의미의 과거분사인 spent가 옳다. (B) 는 복합관계사 however 부사
와 whatever 대명사, 형용사의 선택문제로 품사가 가지는 뒤따르는 수식어구로 판단하면 되는
데

즉 명사 news를 수식하련면 형용사 기능인 whatever가 되어야 하므로 부사인 however는

사용할 수 없으며 whatever가 되어야 한다.
follow의 목적어가

(C)는 동사의 활용인 분사의 선택문제로 타동사

the migration trail이 있으므로 능동진행개념인 현재분사가 와야 하므로

following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➁번이 된다.
21. 정답 : ➂
해설 : ➂번은 관계사의 용법을 묻는 문제로 주어는 actors 이며 appear는 자동사로 선행사인 a stage라는
장소에나타나거나 등장함으로

관계부사인 where나 전치사를동반한 on which 가 옳은 표현이다.

따라서 정답은 ➂번이 된다.➀번은 동사의 수일치 문제로 동명사인 adapting이 주어이므로 단수취급
을 한 is는 맞는 표현이다.

➁번은 부정대명사 other와 another의 용법을 묻는 문제로 수식받는 명

사의 수가 결정하는 데 other는 복수명사를 수식하고 another는 단수명사를 수식하는 데복수형
genres가 왔으므로 other는 옳은 표현이다.➃번은 전체문장의 주어가 되어야 하므로 동사 film(촬영
하다)의 동명사형

filming은 옳은 표현이다⑤번은 자동사의 보어로 우리말 해석(적절하게 보였

다)으로 자칫 부사로 사용하고 싶지만 보인 상태를 나타내므로 형용사인 suitable이 옳은 표
현이다.(비교급도 가능함)
22. 정답 : ➀
해설 : 전체 글에서 미괄식과 분위기 관련 어휘에서 추론할 수 있다. 특히 끝 문장에서 They welcomed me
만 보더라도 쉽게 필자의 심경은 흥분되고 희망적임이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필자의 심경으로 정
답은 ➀번이 되어야 한다.

23. 정답 : ➂
해설 : 선택지를 살펴본 후 빈칸 전후에서 문맥에 알맞은 어휘를 고르면 된다. 분노나 두려움에 대한 부인과
억압상태가 생기는 곳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늘 위험이 다가온다고 했으므로 각 개인은 화나 분개함은
더욱 쌓이게 되는 악순환이 거듭되어 장차 더 이상은 통제 불능의 문제를 동반한다고 하였으므로 정
답은 ➂번이 가장 적절하다.선택지 ➀ 사라지다 ➁대처하다➃달래다➄과대평가하다

24. 정답 : ➃
해설 : 선택지를 살펴본 후 빈칸 전후에서 먼저 확인하고 글의 핵심내용과 관련된 어휘를 고르면 된다. 이
글은 인간의 사고로

개들을 바라보며 비가내리고 진흙투성이의 상황에서 인간은 조심스레 길을 걸

어가고 있으나 개들은 외부의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겁게 대처하여 두려움도 갖지 않으
며 젖은 땅이나 진흙탕도 개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➃번이 된다.
선택지 ➀우리가 짧은 산책을 하도록 유도한다.
➁나에게 대단한 흥분을 자아낸다.
➂개를 곤경에 처하게 한다.
➄나로 하여금 산책하기를 원하도록 한다.

25. 정답 : ④
해설 : ground squirrel(땅을 파는 다람쥐)들은 태어나서 수놈은 태어난 곳을 떠나서 낯선 그룹에서
살고, 암컷은 태어난 곳에서 자란다. 그래서 암컷은 친척들과 함께 살아서 경보음을 내어서
친족에게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보음을 내는 반면에, 수컷은 경보음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친척이 없기 때문에 경보음을 내지 않는다. 이런 전제로 볼 때 수컷이 친족그룹을 떠나
서 낯선 그룹에 잇을 때는 토착 수컷들보다 경보음을 덜낸다.
26. 정답 : ②
해설 : 기초 생물학에서 눈을 카메라에 비유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이미지(형상)형성이라는 물
리학적인 관점에서만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미지형성은 보는 것을 위한 첫단계에 불과하
다. 카메라는 단순히 이미지를 기록만 할뿐이고 시각적 시스템은 그것을 해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눈과 카메라의 피상적인 비유는 그 둘사이의 더 근본적인 차이를 모호
하게 한다.
27. 정답 : ③
해설 : 언어가 유전인자에 근거를 두고 있고 문화적 진화의 중요한 열쇠라고 한다면 왜 언어를 가
지고 잇었던 네안데르탈인들은 문화적인 변화를 거의하지 못했을까? 인간의 큰변화(진화)에
서 유전인자가 변화하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지만 그것은 새로운 습관에 대한 반응으로
서 나타난 것이다. 즉, 요리를 함으로써 창자와 입이 더 적어졌다. 다시말해 문화가 앞서 변
하고 유전적요인(창자와 입)이 변하였다는 것이다. (요리=문화 / 창자와 입=유전)
28. 정답 : ③
해설 : 일정한 면적의 목장에 할당받은 가축보다 한 마리 더 추가할때 가축주인은 이익을 독차지함
으로써 극대화 할려고 하고, 목장이 황폐화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모두가 함께 떠 맡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손해를 초과한다.
29. 정답 : ①
해설 : 똑 같은 과학적 현상을 두고 과학자마다 다른 접근방법을 사용한다는 내용. 상대성에 대한
Newton과 Einstein의 방법을 예로들기 때문에 (A)는 for example...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의
설명에는 Newton의 이론이 이해하기 쉽지만, 반면에 GPS를 위해 필요한 계산에는 Einstein
의 이론이 사용된다.

30. 정답 : ③
해설 :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는 죄의식에 근거한 보상심리가 작용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
다. 고통의 공감은 그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나 고통을 초래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생긴다. deny->realize 혹은 admit
31. 정답 : ②
해설 : ‘걱정은 모든 종류의 정신적인 활동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는 주제의 내용으로 예상되는 위
협에 대한 지나치게 열성적인 준비는 진부한 일상에 사로 잡힐 때 (A)파멸적인 인지적 정신
상태가 된다. /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지능 검사에서 (B)더 우수한 점수를 받았음에도 통과하
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 걱정에 빠지기 (C)쉬운 사람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더 부진하다.
32. 정답 : ⑤
해설 : 연구자들의 총 수의 증가가 연간 제일 큰 해는 1998년에서 1999년이 아니라 1999년에서
2000년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33. 정답 : ④
해설 : ① 성공하지 못한 상인이 아니라 성공한 상인이었다.
② 옷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강탈당했다.
③ 네 번의 결혼으로 경제적으로 약간 회복했다.
⑤ 매일 일기를 쓴 것이 아니라 가끔 썼다.
34. 정답 : ⑤
해설 : ⑤ 소금물이 바닷물의 증발로 인한 것이 아니라 민물의 증발이다.
35. 정답 : ①
해설 : 칭찬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케잌에 있는 장식물을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 칭찬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다.
36. 정답 : ⑤
해설 : 인터넷의 위험한 요소가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즉각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인양 퍼트리
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⑤ 인터넷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처럼 믿게 만
든다.’ 이다
37. 정답 : ②
해설 : 100미터 주자와 10,000 주자의 차이점을 근육의 섬유조질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 differences between slow and fast muscle fibers’ 이다.
38. 정답 : ③
해설 : 실험에서 편견을 줄이는 방법들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 requirements for objective scientific experiments’ 이다.

39. 정답 : ⑤
해설 : 글의 소재는 성공에 대해서 유전의 요인이 있는가에 관한 글이다. 필자는 글에서 성공은 유
전적 요인이 아니며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 문장에서 주제가 다
시 언급되어 있다. 성공은 너의 청바지에 있다(즉, 너에게 달려있다) 너의 유전자가 아니다라
는 문장을 통해 정답은 ⑤번이 적절하다.
40. 정답 : ③
해설 : 소재는 탄소배출세금을 국제적으로 부과하는것에 대한 것이다. 유럽에서 겪고 있는세금부과
의 어려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③번이 적절하다.
41. 정답 : ③
해설 : 소재는 사과의 실패는 위반자와 희생자의 견해차에서 비롯된다는 내용이다. ②번은 진심의
사과는 희생자에 의해 받아들여 진다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견해차에 대한 내용이므로 ②번
이 흐름과 관련이 없다.
42. 정답 : ②
해설 : 주어진 내용은 상점에 들어가 선반을 둘러보는 부분이다. (A)의 내용은 합리적 선택은 최고
의 상품을 찾기위한 방법으로 모든 정보를 분석하는 것은 반대의 결과이다라는 내용이고 (B)
는 딸기잼을 고르는데 어느것이 나은가에 대해 고민하는 부분이다. (C)는 선택을 하는데 너
무 오랜 시간을 소비하게 되면 잘못된 이유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결론문이다. 따라
서 상점에 들어가 고민하는 (B)가 가장먼저 위치하고 고민에 대한 방법인 (A), 많은 정보에
대한 부작용을 언급한 (C)가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므로 ②번이 정답이다.
43. 정답 : ④
해설 : 주어진 문장은 라디오가 감소하고 MTV가 더 이상 비디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므로
앞내용은 라디오와 MTV가 제공하는 내용을 언급해야 하고 뒷내용은 그 이후의 미디어에 대
한 언급이 나와야 한다. ④번 이후에 보면 라디오와 MTV가 아닌 음악의 판매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면서 온라인에 대해 다루고 있으므로 ④번이 가장 적절하다.
44. 정답 : ④
해설 : 주어진 문장은 편듦의 증거에서 불구하고 투표자들이 편견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③번 앞까지 좋은 외관을 가진 사람들을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좋게 판단한다는 내용이고
③번 이루 그 관련된 예시를 언급하고 있다. ④번 이후는 이 투표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부인
한다는 내용이므로 ④번에 주어진 내용인 투표자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가장 적절하다.
45. 정답 : ①
해설 : 주어진 내용의 주제는 자동차나 도로에 안전특징들이 더해질수록(예시로 안전벨트) 운전자는
덜 취약하다라는 느낌을 받아 더 좋지않은 운전을 하게 되고 이것은 더 위험하다라는 내용
이다. 따라서 요약문에는 안전성이 부주의한 운전에 기여하며 이것은 더 큰 위험을 부추기게
한다가 가장 적절하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46. 정답 : ②
해설 : 작가들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정리 할 수 없을 때, 또는 너무 애매해서 표현 될 수 없는 생각
들을 정리하고자 할 때 Edgar Allen Poe는 'They should pick up their pens (or, he might
add today, power up their laptops)"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글을 쓰면서 생각하라‘는 의미
의 ②번이 가장 적절하다.
47. 정답 : ④
해설 : 빈 칸이 들어 있는 문장에서 “Poe는 ‘어떠한 생각들이 너무 깊고 난해해서 그것들은 단어의
범주를 넘어서 버린다(글로 표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묵살한다.”는 내용의 ④번이 가장 적
절하다.
48. 정답 : ②
해설 : (A)단락은 화자가 비오는 날 운전을 하다 오랜 기간 굶주린 비에 젖은 마멋을 한 마리 발견
하고, 그 마멋을 구조하기 위해서 집으로 데려가는 이야기이다. (C) 단락에서는 집에 남편이
마멋을 위해 집을 만들어 주고 화자가 주는 먹이를 마멋이 잘 먹으며 잘 적응해 가는 이야
기 이다. (B) 단락에서는 잘 적응한 마멋이 몇 개월 후 너무 크게 성장하여 화자 부부가 키
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는 이야기이고, (D) 단락에서는 화자가 집에서 마멋을 키울 수 없
게 되어 마멋을 과수원에 데려다 놓고 우유를 가져다주며 돌보다가 어느 날 짧은 여행을 다
녀온 후 마멋은 사라지고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후에 잔디밭에서 다 큰 마멋을 보게 되면 그
때 그 마멋이었으면 하고 희망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② (C)-(B)-(D)의 순서가 가장 적절
하다.
49. 정답 : ③
해설 : (a), (b), (d), (e)는 woodchuck를 가리키고 (c)는 화자의 남편을 가리킨다.
50. 정답 : ⑤
해설 : (D)단락의 밑에서 세 번째 줄에서 "When I came back, I saw no sign of him"으로 미루어
보아 ⑤의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에 마멋을 다시 볼 수 있었다는 내용은 일치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