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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화법과 작문

35.� 정답 :� 1

� � � � 해설 :� 4문단 마지막 문장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36.� 정답 :� 4

� � � � 해설 :� 예를 제시하고 있으나,� 발화내용을 구성하여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1� 첫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3문단 첫 문장 '많이 속상했겠어요'에서 확인 가능하다.� 3� 3문단 접속어 그런데

이후 문장에서 원인을 밝히고,� 접속어 그래서 이후 문장에서 자기표현의 정도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조언을 해

주고 있다.� 5� 마지막 문단에서 청취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 달리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37.� 정답 :� 2

� � � � 해설 :� � 라디오 진행자는 가벼운 화제로 대화 시작 후 친밀감이 형성되고 나면 고민,� 가치관과 같은 마음 속

이야기를 하라는 조언을 해 주고 있으므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38.� 정답 :� 3

� � � � 해설 :� 3문단에서 둘 중 어느 곳이 건립 부지로 더 적절한자에 대한 의견차이 때문에 첫 협상의 자리를 가진다

고 했으므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39.� 정답 :� 2

� � � � 해설 :� Y동과 Z동은 다른 동들에 비해 기존 주민센터와는 거리가 멀어서 이용의 어려움이 있었고,� 인구증가로

인해 이용량을 감당하기 힘든 실정 때문에 주민 복지 센터 신설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이유를 나열하여

밝히고 있다.�

40.� 정답 :� 3

� � � � 해설 :� (가)에서 부지의 면적,�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Z동 부지에 새 주민 복지 센터를 건립 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으므로 건립 위치에 대한 결정 이유를 Z동 중장년층 인구 비율을 고려 했다는 3번이 적절하지 않다.�

41.� 정답 :� 5

� � � � 해설 :� 체육시설은 Y동의 시설을 이용하기로 한 Z동 주민들의 증가로 Y동의 수익이 커지지만,� Z동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므로 그에 대한 요금부담을 낮춰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므로 5번이 적절하다.�

42.� 정답 :� 5

� � � � 해설 :� <보기>의 기사 내용에 필자의 의견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5번 선택지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http://daedonghakwon.co.kr
http://ddes.co.kr


2022학년도 09월01일(수) 9월 수능모의평가 해설지        제공

 http://daedonghakwon.co.kr     http://ddes.co.kr  

43.� 정답 :� ①

� � � � 해설 :� 조합원 비율 및 협동 매점 수익금에 대한 통계자료 도표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1번이 적절하다.� 44.� 정

답 :� 4

� � � � 해설 :� 조합원 비율이 감소한 이유와 협동 매점 수익금이 감소한 이유에 대한 분석은 있으나,� 조합원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게 된 과정에 대한 분석은 초고에서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45.� 정답 :� 4

� � � � 해설 :� <보기>의 ㄷ� 자료는 협동조합에 대해 잘 몰라서 가입하지 않은 학생의 인터뷰로,� 학교 게시판이나 누리

집에 안내가 없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4번 선택지의 수익금을 늘리는 방안으로 ㄷ을 활용한다는 활용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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