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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답� :� ②

� � � � 해설� :

목적을� 묻는� 지문은� 주로� 중반부� 이후에서� 근거가� 등장한다.� 이번� 문제에도� 먼저� 아이들을� 위한� 책을� 받는�

기부함이� 있다고� 말을� 한� 후,� 'If� you� are� unable� to� visit� these� locations,� books� can� be� mailed�

directly� to� our� organization'이라는� 표현을� 통해� 방문이� 불가하면� 우편으로도� 책을� 보낼� 수� 있다고� 언급

한다.� 그리고�그�다음� 문장에서� ‘Your� donations� will� help� support� children� in� our� community~'를� 통

해� 지역사회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말을� 통해� 정답은� 2번� ’아동� 도서를� 기부하는� 방법을� 안내

하려고‘가� 된다.

19.� 정답� :� ④

� � � � 해설� :

분위기나� 심경을� 묻는� 문제는� 세부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보다는� 어휘를� 통해서� 쉽게� 해결� 할� 수� 있다.� 앞

부분의� ‘~felt� pain(고통을� 느꼈다)� /� breathing� heavily(숨을� 헐떡거리다)� /� she� couldn't� remember�

being� so� exhausted(더� 힘든� 기억이� 없다)’� 라는� 표현을� 통해� 부정적인� 상황을� 묘사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she� found� herself� crossing� the� finish� line� with� a� big� smile~� (웃으며� 피니시라인을� 지나

가다)� /� ~enjoyed� her� victory� full� of� joy� (즐거움으로� 가득� 찬� 승리를� 즐겼다)’는� 표현을� 통해� 긍정적인�

심경으로�바뀐�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정답은� 4번� discouraged(낙담한)� ->� delighted(기쁜)이� 된다.�

20.� 정답� :� ①

� � � � 해설� :

필자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쉬운�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필자의� 의견이� 드러난� 부분을� 정

독하여� 답을� 고르도록� 한다.� 4번째� 줄� ‘Leaving� little� to� no� time� for� ourselves� or� for� the� things� that�

are� important� to� us� can� lead� to� unmanaged� stress,� frustration,� fatigue,� resentment,� or� worse,�

health� issues� -� 자신을� 위한� 시간,� 혹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 놓지� 않으면� 여러� 가

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라는� 문장으로� 보아� 정답은� 1번�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여� 원하는� 바를� 추

구할�필요가�있다’가�된다.

21.� 정답� :� ⑤

� � � � 해설� :

지난� 6월에� 처음으로�등장한�신유형을�문제이다.� 6월에� 처음으로�도입되었다가�사라진�문항이�많았기�때문

에� 9월에� 기존의� 유형과� 같아진다면� 수능에� 출제될� 확률은� 거의� 없었겠지만,� 9월에� 출제된바� 올� 수능에�

등장을�가능성은�매우�높아졌다.�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독해문제이다.� 앞에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

으로� 필자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문장에서� 의견을� 알� 수� 있다.� 창의

적인� 사람들이� 고립된� 상태에서(in� isolation)� 많은� 발견을�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혼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진� 문장에서� 창의력은� 사람과� 환경

이나� 문화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기인하고,� 또한� 적절한� 시기와도� 맞물려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밑줄에� 나온� 표현� ‘~� a� link� in� a� chain,� a� phase� in� a� process(체인의� 연결고리/과정의� 단계'라는� 말은�

5번� ’Individual� creativity� emerges� only� in� its� necessary� conditions� (개인의� 창의력은� 필요한� 조건� 속

에서만�등장한다)‘가� 정답이다.



2019학년도 9월 5일(수) 교육과정 평가원 해설지        제공

(통학) http://daedonghakwon.co.kr    (기숙) http://ddes.co.kr  

22.� 정답� :� ②

� � � � 해설� :

필자가� 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일반적인� 진술과� 그에� 대한� 예시로� 흘러가는�

글의� 전개방식을� 볼� 수� 있으므로,� 앞부분에� 제시된� 내용을� 통해�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첫� 문장에서�

‘Consumers� like� a� bottle� of� wine� more� if� they� are� told� it� cost� ninety� dollars� than� if� they� are�

told� it� cost� ten� (소비자들은� 와인이� 10달러라고� 들었을� 때보다� 90달러라고� 들었을� 때� 와인을� 더� 좋아한

다)’� 라는� 문장을� 통해� 와인의� 선호도와� 가격에� 대한� 언급임을� 알� 수� 있다.� 9번째� 문장에서� 와인맛보기� 테

스트의� 결과를� 보면,� ‘~when� they� can't� see� the� price� tag,� people� prefer� cheaper� wine� to� pricier�

bottles� (가격표를�볼� 수� 없을� 경우에�비싼� 와인보다�가격이�저렴한�와인을�더� 좋아한다’� 라는� 문장을� 통해�

정답은� 2번� ‘가격�정보는�소비자의�와인�상품� 선호도에�영향을�미친다’� 이다.

23.� 정답� :� ①

� � � � 해설� :

글의� 주제를� 묻는� 문제이고� 3점으로� 배점을� 받은� 만큼� 높은� 난이도를� 보인� 문제이다.� 세부적인� 해석도� 중

요하겠지만�처음부터�끝까지�하고자� 하는� 내용을�파악해서� 하나의�명사구로� 정리한�부분을�찾아야� 하는� 문

장이다.� 역시� 첫� 문장의� 중요성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주어로� 나온� ‘critics'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비평가들이� 대중문화에서� 오는� 제품(products)에� 의해� 생기는� 자연스

러운� 즐거움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들과� 일반� 대중들을� 분리시킨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예시에서� ’연속극‘에

서� 나오는� 즐거움을� 'vulgar(저속한/서민의)’� 라는� 표현을� 쓰면서� 대중들과� 스스로를� 분리시키려� 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critics'� negative� view� on� popular� tastes� and� its� effects� (비평가가� 가

지는� 대중의� 취향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과� 그� 영향)’인� 것을� 알� 수� 있다.� 어렵고� 익숙하지� 않은� 소재가� 언

급될수록�선지의�내용을�먼저� 파악한�후� 거꾸로�내용을�찾아�올라가는�것도�좋은� 방법이다.

24.� 정답� :� ④

� � � � 해설� :

[제목추론]

핵폐기물� 처리는� 핵의� 미래에� 대해� 다투어져� 온� 주요한� 환경적� 전장이� 되어� 왔다는� 문제� 제기에� 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처리� 또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처리� 문제를� 악화� 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④의�핵폐기물�처리에�있어서의�해결되지�않은�딜레마가�글의�제목으로�적절하다.�

25.� 정답� :� ⑤

� � � � 해설� :

도표의�이해

⑤의� 2007년� � 25세에서� 29세� 그리고� 30세� 이상의� 대학� 졸업생의� 합이� 50%� 이상이� 아니라� 이하이므로�

도표의�내용과�일치하지�않는다.

26.� 정답� :� ②

� � � � 해설� :

글의� 내용파악.�

②에서� Victor� Borge눈� 나치가� 덴마크를� 침공하였을� 때,� 스웨덴에서� 공연하고� 있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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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정답� :� ⑤

� � � � 해설� :

글의� 내용파악

⑤에서� 박수를� 한� 번� 치는게� 아니라� 두� 번� 치면,� 녹음된� 노래� 중� 한� 곡을� 부른다� 하였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않는다.

28.� 정답� :� ③

� � � � 해설� :

글의� 내용파악

①�이메일로�서평을�제출�할�수�있음

②�여러� 부문에�중복하여�참가할�수� 없음

④�서평은� 1,500단어�이하여야�한다.

⑤�수상자는�개별�통지하지�않는다.

그러므로�정답은�③이다.

�

29.� 정답� :� ⑤

� � � � 해설� :

[출제의도]� 어법상�판단문제

⑤�What� 이하가�완전한�문장이므로� That이�와야한다.

�

30.� 정답� :� ①

� � � � 해설� :

[출제의도]� 문맥상�낱말� 의미�파악하기� �

이� 글은� 오늘날�독성�물질의�사용과�처리� 혹은� 제품에�있어서�더� 안전한�대체물이�있다는�내용과�관련하여�

(A)는� 거의� 동등한� 비용으로� 더� 안전한� 대체물� 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므로� available이� 되어야하며�

(B)는� 화학� 산업에서는�냉장고�없이는�음식과�백신이�상하기�때문에�경제적�재앙과�수많은�죽음을�

예측하면서도� 오존� 고갈적인� 화학물에� 대한� 대안물을� 부인하는� 내용이므로� predicting이� 되어야하며� (C)는�

살충제�산업은�합성� 살충제�사용이�분명히�식량�생산에�필수적이다�주장하므로� necessary가�되어야�한다.

31.� 정답� :� ①

� � � � 해설� :

빈칸� 뒷� 문장에�많은� 동물들이�그들이�더울때는�활동이�줄고,� 추울� 때는�활동이�줄어든다고�하였으므로� �

①번� 군집에서�곤충의�활동이�적절하다.

32.� 정답� :� ①

� � � � 해설� :

대부분의�사람들이�많은�정체성을�가지고�있더라도�이러한�사람들은�정치적으로�두드러지는�사람들이�거의�

없다고�언급하며�마지막�문장에�각각의�문제는�사람들이�그� 문제들에�관해서�가지는�정치적�선호도를�

설명하는�데�도움을�주는�다소� 서로� 다른�정체성을�이끌어�낸다고�하였으므로� � ①번� 정체성이�중요성을�

띠다가�적절하다.

�

33.� 정답� :� ④

� � � � 해설� :



2019학년도 9월 5일(수) 교육과정 평가원 해설지        제공

(통학) http://daedonghakwon.co.kr    (기숙) http://ddes.co.kr  

음식은�통합하고�먹는�사람을�구별한다고�하였고�음식과�국가� 또는�윤리적�정체성�사이의�강렬한�관계가�

음식과�식탁에서의�이야기가�중요한�부분을�차지하는�사실을�보여준다고�하였으므로�④번�공동체의�전체와�

지속이�적절하다.

34.� 정답� :� ②

� � � � 해설� :

현대� 심리학�이론은�이해의�과정이�구성의�중요성이고�이것은�과정이�밖으로부터�오고�우리의�마음에�

의해서�만들어�지는� 정보의�해석을�취한다라고�언급하였고�심리�연구는�개인에�의해� 소유된�지식은�어떤�

자극이�개인에�태도에�초점이�될것인지�결정하다라고�하였으므로�②번�우리자신이�해석한�결과로써�우리가�

아는� 것이� 적절하다.

35.� 정답� :� ②

� � � � 해설� :

교통시설이�사람들이�여행을�할�수�있는지를�결정했다라는�내용으로� � 산업화가�다른�중요한�요소라고�

언급한�②번은�글의� 내용에�적절하지�않다.

36.� 정답� :� ②

� � � � 해설� :

직접연계�수능특강�영어� 30강� 3번

주어진� 문장에서는� 우리� 대부분이� 무엇을,� 언제� 먹을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제시한

다,�

이후의� 내용은� (B)로� 이어져서�역접‘Yet’을� 끼고� 우리가�아는� 것과� 행하는�것� 사이에는�괴리가�있음을�나타

내면서� 맥락을� 전환시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또한,� 식사� 문제도� 가지고�

있음을�제시한다.�

(B)의� 마지막� 내용이� (A)의� 감정적� 식사’emotional� eating’이라는� 용어로� 개념화� 되며,� 마지막� 부분에서는�

대부분의�과식이�신체의�배고픔�보다는�감정에�의해� 촉발된다고�한다.

끝으로� (C)에서는� 비만인� 사람들은� 감정적인� 식사를� 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 뒤에,� 역접‘however’를� 통

해� 다시� 맥락을� 전환시키는데� 이� 때� 바뀌는� 맥락은� 감정적�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과체중이지는� 않

다고�하여� 예외가�있음을�제시한다.

37.� 정답� :� ⑤

� � � � 해설� :

주어진�문장에서는� ‘최초의�과학적�설문조사’가� 미국인들은�정치에�대해서�지식이�부족하다는�것을�드러낸�

뒤,� 분석가들은�미국�시민들이�민주주의가�주는�역할을�수행할�준비가�되어�있는지에�대해�의문을�제기한

다고�한다.

이후의�내용은� (C)의�역접‘however’를� 통해�지식이�부족한�대중보다�더� 심각한�문제가�있음을�나타내는데,�

그것은�시민들이� ‘스스로�모르는�것을� 안다고�생각하는’� 문제이다.

(C)에서�새롭게�제기된�문제는�불합리‘irrationality’라는� 말로� 정의되고� (B)에서� 무지� ’ignorance’와는�다른�

것이라고�단언됨으로써,� 확실히�구분�된다.� 그리고� (B)의� 후반부에서는�앞의�불합리의�결과물인�잘못된�정

보‘misinformation(모르는�것을� 안다고�생각하는�것)은�부분적으로�심리적�요인들에�원인이�있다고�제시된

다.�

(B)에서의�심리적�요인들이� (A)의�그러한�요인들� ‘such� factors’로� 직접� 지시된다.� 그러나�곧바로�역접

‘however’를� 만나� 이� 요인들은�항상�존재해�왔던� 잘못된�정보들만을�설명�할�수�있을� 뿐이라고�그� 한계를�

명시하고�맥락이�다시�바뀐다.� 마지막으로�최근�몇� 년간의�잘못된�정보의�증가는�다른� 원천이�있으며�그것



2019학년도 9월 5일(수) 교육과정 평가원 해설지        제공

(통학) http://daedonghakwon.co.kr    (기숙) http://ddes.co.kr  

은�매체’media’라고�규정된다.�

38.� 정답� :� ④

� � � � 해설� :

직접연계�수능특강�영어독해연습�Mini� Test� 1� 11번�어법

주어진�문장의�연결어� ‘moreover’는� 주로� 추가의�맥락을�형성하며�이것은�열거/나열의�상황을�형성할�가능

성이�크다.� 주어진�문장의�경우� 18세�이상의�젊은�층들이�세금은�내지� 않고�혜택을�받는다는�사실을�통해�

연방의�재정을�악화시키는�또� 다른�요인을�제시한다.

이후�지문의�내용은�연방의�채무가�계속� 증가하여� 2차�대전� 이후� 최악의�재정적�위기에�직면해�있음을�

나타낸다.� [③번�이전� 까지]� 그리고�그� 원인으로써�첫�번째� 제시된�것이� 은퇴한�베이비부머들로�인해�사회

보험�지출이�급증하고�있다는�것이다.� [③� 이후� 문장]� 그리고�④이후�문장에서는�이러한�모든� 요인들� ‘all�

of� these� factors‘이라는�표현으로�연방의�지출을�증가시키는�요인들을�종합하고�있는데,� ④번�이전까지

는� 1가지�요인밖에�제시되지�않았다.� 따라서�주어진�문장이�두�번째� 요인으로써�④번에�위치해야�맥

락이�자연스럽게�이어질�수� 있다.

39.� 정답� :� ⑤

� � � � 해설� :

주어진�문장의�의미를�제대로�해석하지�못하면�답을� 찾기�어려운�문제.� 순수하게�맥락상�근거를�바탕으로�

답을�추론해야�한다.

주어진�문장에서� ‘우리는�문화적으로�적절한�행동,� 가치관,� 태도,� 기술,� 그리고�세계에�관한� 정보들을�

가르치는�일을�위임받게�된다.’는� 내용이�제시된다.� 이� 내용에서�맥락상의�근거를�도출해보자.� 우선�

수동태에서� ‘be’가� 아닌� ‘become’을� 이용한�것이�중요하다.

동사� ‘become’의� rhetorical� meaning은� 상태의� ‘변화’이다.� 즉� 무언가의�원인�또는� 선행조건의�충족이�

이뤄진�후에�발생하는�순차적�변화의�경우에� ‘become’을� 이용한다는�것을�명심하자.� 그렇다면,� 주어진�

문장은�무언가의�선행조건�이후에�우리가�가르치는�역할을�위임받게�되었다는�것을�암시할�수� 있다.

제시문의�내용은� Erikson의� 연구를�인용하여�성인기에�들어간�사람들에게서�나타나는�

‘generativity’[후진양성욕구]에� 관한� 내용이다.� 본문� 내용에서는�이� 욕구가�두� 가지로�제시되는데�첫째는�

가장� 주된� 종류인�남을� 돌보고자�하는�욕구� ‘desire� to� care� for� others’� 이다.� [②번� 이전까지]� 그리고�

②번� 이후에는� Erikson이�제시하는�또�다른� 성인기의�두드러지는�특징인�가르치고자�하는�욕구가�

제시되는데.� ②번�이후� 문장에서는�이� 욕구의�제시,� ③번� 이후� 문장에서는�이�욕구가�발현되는�조건이�

각기� 제시되고�있다.� 즉� 이�욕구에�대한�일반화된�원리들이�제시되는�중이므로,� 무엇을�가르치는지의�

내용이�구체화�된� 주어진�문장이�끼어들�수� 없다.� 그리고�④� 이후�문장에서는�부모가�됨으로써�우리는�

우리의�지식과�보호와�지도에�의존하는�사람들로부터�필요해지고�있음을�깨닫는다고�한다.� 바로� 이�

내용에서�우리가�지식과�지도를�줄�필요가�있음을�깨달은�것이� 일종의�전제조건이�되어�주어진�문장의�

가르칠�임무를�위임받게�된다는�내용과�맥락이�연결되며,� 그� 지식과�지도가�구체화된�것으로�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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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정답� :� ①

� � � � 해설� :

요약문:� ‘� For� indigenous� people,� forests� serve� as� a� source� of� (A)� resources,� while� national� and�

global� perspectives� prioritize� the� (B)� of� forests,� despite� of� the� local� needs’

해석:� “토착민들에게,� 숲은� (A)한� 자원의�원천으로써의�역할을�한다,� 반면에�국가적이고�세계적�관점들은�

,지역의�요구(필요)에도�불구하고,� 숲의� (B)를(을)� 우선시�한다”

제시문에서� (A)의� 근거는� ‘Line.6~8’의� ‘For� example,� the� cultivators� of� the� Himalayas� and�

Karakoram� view� forests� as� essentially� a� convertible� resource.’� 문장에서�발견� 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 ‘the� cultivators� of� the� Himalayas� and� Karakoram’은� ‘indigenous� people’과� 매칭�되고,�

그들이�숲을�전환� 가능한�자원‘convertible� resource’으로� 여긴다는�내용에서.� ‘convertible’이� 선택지의�

‘변환� 가능한’‘transformable’과� 매칭� 될� 수� 있다.�

그리고� (B)의�근거는� ‘Line.� 13~18’까지의�내용에서�찾을�수� 있는데,� 숲의� 가치에�관한� 국가적�관점과�

세계적�관점이�나오는데�여기서� Keyword는� 각각� ‘to� keep’과� ‘protection’으로써�숲을� 보호하려는�관점인�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선택지에서�보존‘preservation’과� 매칭� 된다.

41.� 정답� :� ②

� � � � 해설� :

한� 커플이�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들의� 부모의� 관계와는� 다른� 그들� 자신의� 관계에� 관하여� 일련의� 구성을�

만드는� 내용으로� 커플� 처음� 드러내는� 것은� � � 서로의� 가정의� 유사함으로� 시작하면서� 가족의� 구성� 체계에�

의해� 그들� 각자가�기억하는�것는�선택적이고�다채롭다�하였으므로�②에서의�커플을�만드는�것:�

가족이야기의�재구성이�적절하다.

42.� 정답� :� ③

� � � � 해설� :

위에서� 서로의� 이야기에� 대해� 선택으로� 기억한다� 하였으므로� ②에서�전략으로서� 상대방의� 이야기의� 일부를�

무작위로�기억한다는�적절하지�않다.

43.� 정답� :� ③

� � � � 해설� :

Jennifer가� Jason과� 그의� 딸을� 초대한� 이후의� 내용이� 나와야하므로� (C)에� 부녀가� 방문하는� 내용이� 먼저�

와야하고� 다음은� Sally가� 책에서� 나오는� 희귀종� 새를� 보았다고� 주장하여� Jennifer가� Sally에게� 다가가� 책을�

살펴보는� 내용인� (D)가�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B)에서� Sally와� Jennifer가� 밖으로� 나가서� 확인� 내용이�

이어진다.�

44.� 정답� :� ③

� � � � 해설� :

①,� ②,� ④,� ⑤는� Jennifer를� 가리키고,� ③은� Sally를� 가리킨다.

45.� 정답� :� ⑤

� � � � 해설� :

(C)후반부와� (D)의� 초반부에서�알�수� 있듯이� Jennifer는� Sally의� 희귀종�새를�보았다는�말을�처음부터�믿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