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7. B형 6번과 같음

• 영어 영역 •

W: Yes. Oil splashes all over when I fry fish
without it.
M: Then these two models would be good for
you.
W: I’d like the cheaper one, please.
M: Okay. Here you are.

8. B형 7번과 같음
9. B형 8번과 같음

영어 A형 정답

10. B형 9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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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1. [출제의도] 상황에 적절한 응답을 고른다.
M: Hey, Linda. Let’s go out to see a movie.
W: Not now. I have to finish my history
homework.
M: Is it going to take long?
W:
2. [출제의도] 상황에 적절한 응답을 고른다.
W: Hey, Jack. How can I get to the Blue Arts
Center?
M: It’s quite far from here. I think you should
take the subway.
W: Which line should I take?
M:
3. [출제의도] 상황에 적절한 응답을 고른다.
M: Wow, this fitness center looks nice!
W: Is this your first time to work out here?
M: Yes. Which exercise should I begin with?
W:
4. [출제의도] 그림에서 특정 장소를 파악한다.
M:
W:
M:
W:
M:
W:
M:
W:
M:

Excuse me. Is there a flower shop near here?
Yes. There’s one named Mary’s Flowers.
Great!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here?
Sure. Walk straight down this avenue until you
get to Main Street, and turn right.
You mean the street right down there?
Yes. Keep walking along Main Street and make
a left at Second Avenue.
So, go along Main Street and turn left, right?
That’s right. Then turn right at the first
corner. Mary’s Flowers is on your left.
I got it. Thank you so much.

5. B형 4번과 같음
6. [출제의도] 화자의 주장을 파악한다.
W:
M:
W:
M:
W:
M:
W:

Richard. Are you ready to go? Dad is waiting.
Yes, I’m ready. Where is my water bottle?
Here you go.
Thanks, Mom. I’m going out now.
Wait! Where is your helmet?
I don’t need it. You know I’m a good rider.
But you should wear your helmet while riding
a bike.
M: Don’t worry, Mom. I’ve never fallen down.
W: I know, but anyone can make a mistake. You
must wear it.
M: Okay, I will.

11. B형 10번과 같음

18. B형 18번과 같음

12. [출제의도] 화자가 부탁한 일을 파악한다.

19. [출제의도] 상황에 적절한 응답을 고른다.

W: How are you feeling, Harry? I was so worried.
M: Hi, Amy. I’m getting better. I can leave the
hospital this Saturday.
W: Good. I couldn’t come earlier because of the
school festival.
M: It’s no big deal.
W: By the way, what are you doing with your
laptop?
M: I’m writing my science report.
W: Oh, really? Is there anything I can help you
with?
M: Yes. Could you print out my report and hand
it in to Mr. Smith?
W: No problem. Just email the file to me.
M: Thanks a lot.
13. [출제의도] 화자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M: Hi, Jessica. I heard you moved to a new place.
How do you like it?
W: Great. There’s a small mountain nearby, so I
go hiking there every weekend.
M: Sounds wonderful. Do you still drive to work?
W: No. I take the subway. The subway station is
just one block away.
M: Good for you. How about Judy? Does she like
her new school?
W: Yes, she does. And it only takes five minutes
to get to her school on foot.
M: Good. Sounds like a perfect place to live.
W: Right, but there is no market nearby.
M: That must be frustrating for you.
W: Yeah, but that’s the only problem.
14. B형 12번과 같음
15. [출제의도] 수치를 파악한다.
M: Hey, Whitney. What are you doing here?
W: This is a charity sale. Look around! You can
get good things for low prices.
M: Okay, let me see. Umm.... How much are
these Tshirts?
W: Just $5 each.
M: It’s a real bargain! I’ll buy two of them. And
how much are these baseball caps?
W: The red one is $2 and the blue one is $3.
M: Great! I’ll take the blue one.
W: Peter, don’t you need a baseball glove? It’s
almost new but only $7.
M: No, thanks. I bought a new one last month.
W: I see. Here are your cap and Tshirts.
16. B형 15번과 같음
17. [출제의도] 대화의 내용을 도표에서 확인한다.
W:
M:
W:
M:

Hello. I’d like to buy a frying pan.
What will you use the frying pan for?
I’ll be frying fish with it.
Then the small size is not big enough. How
about the large size?
W: Well, I’m thinking of spending less than $30.
M: Okay. Do you need a 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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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Wow, so many people are shopping here today.
W: Yeah. This place is always crowded on
weekends.
M: So, what do we need to buy, honey?
W: First, we need some bread, eggs, and some
vegetables for the salad.
M: Don’t we have any bread at home?
W: We have some, but that’s not enough.
M: Okay. Umm.... Look! We can get a 50%
discount for this bread with a coupon.
W: That’s great. You have the coupon, right?
M: Sure. [Pause] Oh, no! I left it in the car.
W:
20. B형 20번과 같음
[21 ~ 22] [출제의도] 담화의 목적을 추론한다. / 담화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M: Hello, everyone. The 15th annual Kingston
Movie Awards will be held in an hour, and it
will be on channel 8. For two hours, you can
look back on the great movies of this year.
And you can meet famous movie stars and
directors. Your favorite singers and magicians
will give great performances to celebrate this
ceremony. In addition, worldfamous sports
stars will also show up to hand out the
awards. The website to vote for the best
movie is now open. Stay tuned for the results.
23. B형 23번과 같음
24. [출제의도] 글의 목적을 추론한다.
Perkins 씨께
저희가 귀하의 차를 수리한 지 6개월이 넘었습니
다. 저희가 귀하를 불편하게 한 일이 없었기를 정말
로 바랍니다.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단골 고
객들에게 차량에 대한 정기 검사를 무료로 제공해 드
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료 점검을 위해 귀하
의 차를 저희 정비소로 가져오시도록 귀하를 초대합
니다. 이 서비스는 6월 30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편
하실 때 언제든지 저희 정비소를 방문해 주십시오.
따로 약속 시간을 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Charlie Hamilton 올림
opportunity 기회
periodic 정기적인
inspection 검사
25. [출제의도] 글의 요지를 추론한다.
“왜”라는 질문은 당신에게 이유, 설명 그리고 변명
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대개 유용하고 도움
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지 못한다. 당신의 아이에게
왜 수학에 애를 먹는지를 묻지 마라. 더 잘하기 위해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봐라. 당신이 입찰한
것에 대해 왜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는지를 직원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 다음 번에 확실히 계약을 체결
해 낼 수 있도록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그에게 물
어 봐라. 훌륭하게 소통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왜
잘못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

은 어떻게 그것을 잘할지를 찾아내기 원한다. 올바른
질문은 당신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 것이며, 결국에는
당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come up with (해답 등을) 찾아내다
perform 수행하다
face 직면하다
26. [출제의도] 글의 주제를 추론한다.
음식 제조업자들과 음식점의 요리사들은 그들의 제
품이 고객들에게 더 맛나도록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양의 소금과 지방을 사용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체
중 증가와 몇몇 질병들의 가능성을 높인다.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그
것은 당신의 조리법에 당신이 사용하는 소금과 기름
의 양을 조절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당신의 몸
과 마음에 음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가정에서 음
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게다가, 음
식 준비에 가족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사랑을 주고 나
누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차분한 마음과 사랑스런 생
각들로 음식이 준비될 때, 그것은 신체와 정신 모두
에 비타민이 될 수 있다.
chef 요리사, 주방장
option 선택
recipe 조리법
when it comes to ~에 관해서는
27.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연기 과정 오디션
안녕하세요, 지원자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과 잠재력을 보여줄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오디션에는 직접 참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 발표가 담긴 동영상을 통해서 오디션에 참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독백은 2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 독백은 반드시 완전하게 암기되어야 하고, 오디
션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 독백 대본 2부를 가져 오십시오.
• 독백은 연극에서 선택하십시오. 영화나 TV 드라
마 또는 시(詩)에서 선택하지 마십시오.
demonstrate 보여주다
potential 잠재력; 잠재적인
in person 직접
monologue 독백
28.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WildWood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ildWood는 마법 같은 나무 위의 집들과 흥미로운
캐릭터들이 있는, 멋지고 상상력이 넘치는 놀이공원
입니다.
<활동>
나무 위의 집, 정글 다리, 이야기 들려주기, 보트
여행, 동물 집짓기, 미끄러운 비탈길 내려가기, 습
지 걷기
<시간>
• 4월이 시작될 때부터 10월 말까지
•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장료>
6세 미만 … 무료
6세-14세 … 10달러
15세-65세 … 13달러
65세 초과 … 7.5달러
• 단체 요금: 1인당 7달러 (12명 이상의 단체)
<음식물>
개인 음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과 두 개의 다과 판매점이 있습니다.
<티켓>
여기를 클릭해서 WildWood에서의 하루를 예약하세요!
tree house (보통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지은) 나무
위의 집

slippery 미끄러운
slope 비탈, 경사진 곳
marsh 늪, 습지
refreshment stand 다과 판매점
29.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Wire Sculpture Workshop
어릴 때부터 손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좋아했습
니까? 잘됐군요! 이곳이 당신의 기술을 최대한 계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강사: Charles O’Neil
날짜: 6월 10일, 11일
강습료: 90달러 (재료비 미포함)
wire sculpture는 기능적이거나 장식이 될 수 있는
재미있고 표현적인 예술 형식입니다.
• 당신은 정원의 거위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단계별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이 작품은 실내용 또는 정원용으로 제작됩니다.
• 강사에게 지불해야 할 45달러의 재료비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 이 워크숍은 수작업 도구의 광범위한 사용을
필요로 합니다. 일정 수준의 손기술이 필요합니다.
to the fullest 최대한으로, 완전하게
functional 기능적인
extensive 광범위한
manual skill 손재주, 손기술
30. [출제의도] 도표의 내용을 파악한다.
위 그래프는 학교 식당 메뉴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
를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진 설문 조사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먼저, 현미가 가장 많은 수의 찬성표를 얻
은 반면에, 당근 수프는 가장 많은 반대표를 얻었다.
생선 버거는 반대표보다 정확히 두 배 더 많은 찬성
표를 얻었다. 채식 피자의 경우에는, 반대표의 수가
찬성표의 수보다 세 배 많았다. 네 가지의 음식 선택
중에서, 현미가 찬성표와 반대표 간의 수의 격차가
가장 컸다. 비록 스무 명의 학생들이 당근 수프에 찬
성표를 던졌지만, 정확히 같은 수의 학생들이 그것에
반대표를 던졌다.
채식 피자의 반대표는 18, 찬성표는 7이므로 반대표
수가 찬성표 수의 세 배가 되지 않는다.
brown rice 현미
vegetarian 채식의, 채식주의자의
vote for ~에 찬성표를 던지다
vote against ~에 반대표를 던지다
31. [출제의도] 어법상 적절한 표현을 찾는다.
많은 기업들은 미래의 고객들이 새로운 제품을 사
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우편으로 공짜 선물이나 샘플
을 보내거나 고객들이 그 제품을 사용해보고 테스트
해볼 수 있게 한다. 자선단체 역시 목표로 한 사람들
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나 달력 패키지를 보냄으로써
주고받기 접근법을 사용한다. 그 패키지를 받은 사람
은 보답으로 무언가를 보내야만 한다는 의무감을 느
낀다. 호의를 갚아야 한다는 이 의무감은 매우 강력
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친다.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을 때, 우리는 파티를 열어준
사람을 우리의 저녁식사에 한번 초대해야 한다는 압
박감을 느낀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면,
우리는 동일한 것으로 답례해야 한다.
in return 답례로
under pressure 압박감을 느끼는
in kind 동일한 것으로, 현물로
32. B형 28번과 같음
33. [출제의도] 필자의 심경을 추론한다.
낯선 도시에서 새로운 대학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계단에서 미끄러져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다. 그렇지만 나는 새 룸메이트가 보여준 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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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정말로 놀랐다. 내가 부은 다리를 한 채로 내
방에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을 보고, 그녀는 나를
택시에 태워 학생 보건 센터에 데려갔다. 그 이후 그
녀는 계속해서 나를 도왔는데, 혼자서 할 수 있다는
나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주 맛있는 식사를 만
들어 주었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었다. 나는 모든 사
람의 친절에 진심으로 감동받았다. 엘리베이터 안의
소녀, 버스에 탄 사람들, 의사와 간호사들. 전혀 기대
하지 않았던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 내게 주어졌다.
slip 미끄러지다
swollen 부은, 팽창한
insistence 주장, 고집
blessing 축복, 은총
34. B형 31번과 같음
35. [출제의도] 빈칸에 적절한 표현을 추론한다.
당신이 새로운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기 시작할 때,
적당한 휴식은 매우 중요하다. 운동 중 아플 때는 즉
시 그만두어야 하는데, 그것은 과도한 몸의 사용이
근육통과 같은 부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만일 신체
단련 단체 강습을 받는다면, 늘 강사의 말대로 하거
나,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항상 따라해서는
안 된다. 강습 중 어느 부분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거
기서 빠져라. 이것은 당신의 근육이 견뎌야 할 스트
레스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을 준다. 그러면 당신의
몸은 어떠한 부상의 가능성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줌으로써 나중에 고마움을 표할 것이다.
routine 일상의 일[과정], 일과
sore 아픈
mimic 그대로 따라하다, 흉내 내다
sit out (활동에서) 빠지다
endure 견디다, 인내하다
36. B형 33번과 같음
37. [출제의도] 빈칸에 적절한 연결사를 추론한다.
매일, 당신의 아이는 수백 개의 세균을 삼킨다. 그
것들 중 대부분은 침이나 위산에서 죽는다. 그러나
때때로 어떤 세균은 몸에 침투하여 눈에 띄는 명확한
증상을 보이며 식중독을 일으킨다. 구토와 설사는 가
장 일반적인 두 가지 증상이다. 면역 체계는 보통 이
러한 세균이 몸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들의 효력은 소화기 계통에 국한되기 쉽
다. 며칠 이내로 당신 아이의 면역 체계가 그것들을
완전히 물리친다.
swallow 삼키다, 들이키다
acid 산, 신 것
food poisoning 식중독
immune system 면역 체계
take over ~을 장악하다[인수하다]
local (병 등이) 국한된, 국부적인
digestive system 소화기 계통
38. [출제의도] 글의 전체 흐름을 파악한다.
때 이른 흰머리를 예방하는 방법에 관한 몇 가지
유용한 비법이 있다. 매일 코코넛 오일과 레몬 주스
로 모발을 마사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흰머리와 싸
우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카레 잎들 또한 때 이른 흰
머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카레 잎으로 반죽
을 만들어서 그것을 모발에 바를 수 있다. (전용 샴
푸와 헤어컨디셔너와 같은 모발 제품을 사용해서 모
발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그 반죽을 바르는 것 외
에도, 철과 미네랄, 비타민 A, B가 풍부한 음식을 먹
을 수도 있다.
gray hair 흰머리
combat against ~와 싸우다
paste 반죽, 반죽해서 만든 것
apply 바르다

39. B형 39번과 같음
40. [출제의도] 글의 순서를 파악한다.
우리는 너무 많은 소금을 섭취하면 고혈압이나 당
뇨병과 같은 질병이 생길 수 있음을 알고 있다. (C)
그러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소금을 섭
취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
면, 권장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은 아이들은 1,200
mg, 성인들은 1,500 mg이다. (A)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장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이 섭취한다.
아이들은 보통 하루에 2,700 mg의 소금을 섭취하고,
성인들은 3,300 mg을 섭취한다고 연구자들은 말한다.
(B) 이러한 수치들은 권장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의
두 배 이상이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
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금 섭취를 상당히
줄여야 한다.
consume 먹다, 소비하다
figure 숫자, 모양, 인물
intake 섭취량
cut back on ~을 줄이다
significantly 상당히, 의미 있게
[41 ~ 42] [출제의도] 장문의 이해(글의 제목을 추론한
다. / 빈칸에 적절한 표현을 추론한다.)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녀를 도와주기로 결심했
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나는 내
안과 의사에게 내 계획에 대한 도움을 청했다. 그 의
사는 내 생각에 너무 감동해서 그녀가 Susie에게 무
료로 시력 검사를 해주겠다고 내게 말했다.
(B) 그래서 그녀가 Susie와 연락을 해서, 그녀가
무료 시력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 Susie가 어찌
된 일인지 묻자, 그 의사는 다만 그녀에게 어떤 사람
이 그녀의 새 안경 값을 기부해 주었다고 말했다. 나
중에, 내가 돈을 지불하러 갔을 때, 나는 그녀가 안경
값의 절반만 내게 청구했다는 것을 알았다!
(C) 며칠 후, 내가 편의점에 갔을 때, 나는 Susie
가 새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뻤다. 그녀는
단골손님들에게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해주고 있
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친절이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싹텄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다. 그녀는 결코 그 선물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모르
겠지만, 나는 그녀가 세상에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이 많다고 믿기를 바란다.
convenience store 편의점
minimum wage 최저 임금
charge 청구하다
regular customer 단골손님
afford ~을 살 돈이 있다

부모님은 쇼핑을 가시고 안 계셨다. 나 홀로 부모
님의 침실에 서 있었고, 할머니께서는 집의 다른 편
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는데, 나는 아버지의 침대
곁 탁자 위에서 성냥갑 하나를 보았다. 내가 그 상자
를 집어 들었을 때, “성냥을 가지고 놀지 마라!”라고
여러 번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을 마음속에서 들을
수 있었다. 탁자 뒤로 멋진 하얀색 커튼이 있었다. 나
는 만약 성냥개비 하나를 켜서 커튼에 빨리 대보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하고 궁금해졌다. 내가 그렇게 해
보니, 조그만 구멍이 커튼에 생겼다. 나는 겁에 질렸
고, 재빨리 커튼을 탁자 뒤로 숨겼다. “아마, 부모님
은 절대 보시지 못할 거야.”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날 밤, 내가 잠자리에 들어서 이불을 덮었을 때,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통증이 심해졌고 나는 울었다.
아버지께서 오시더니 “아들아, 무슨 일 있니?”라고 물
으셨다. 나는 “배가 너무나 아파요.”라고 말했다. 아버
지께서 내 옆에 조용히 앉으셔서 물으셨다. “어디가
아프니?”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손을 나의 가슴에 얹
으시고는 물으셨다. “불에 탄 커튼처럼 느껴지니?” 그
런 뒤, 아버지께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아들
아, 나는 네가 (배워야 할) 교훈을 얻은 것 같다. 사
랑한다. 이제 잠을 좀 자렴.” 그 순간, 나는 아버지께
서 내가 저지른 모든 일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깨달았다. 나의 복통은 멈추었고 나
의 죄책감은 사라졌다. 나는 아버지의 조용한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는 나의
고통을 치료해주었다.
strike a match 성냥을 긋다
horrified 겁에 질린, 무서워 떠는
weep 눈물을 흘리다, 울다
learn one’s lesson 교훈을 얻다
[43 ~ 45] [출제의도] 장문의 이해(글의 순서를 파악한
다. / 지칭하는 대상을 추론한다. /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A) 나는 자주 가는 동네 편의점 점원들과 항상
친하게 지내고 있다. 가끔 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최저 임금이 조금 넘는 돈
을 받고 일하는데 종종 나는 그들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
(D) 어느 날 나는 그 점원들 중 한 명인 Susie가
안경을 쓰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내가 그 점에
대해 언급하자 그녀는 안경이 망가졌는데 새 안경을
살 돈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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