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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18.� 정답 :� 2

� � � � 해설 :� 이 글은 피아니스트로 잘 알려진 당신을 병원 자선음악회의 오프닝에 초대하고 싶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②자선음악회 연주자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려고’임을 알 수 있다.

19.� 정답 :� 3

� � � � 해설 :� 손목 부상으로 시합에 나가지 못했던 David이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 슛을 모두 성공시켰다는 내용

이다.� 따라서 그의 심경이 ‘③anxious(불안한)->confident(자신감 넘치는)’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20.� 정답 :� 1

� � � � 해설 :� 부모와 교사들은 아이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과 대화하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We,� parents� and�

teachers,� have� to� live� with� our� children,� talk� to� them,� listen� to� them...”)는 내용에서 이 글의 필

자는 ‘① 교육은 일상에서 아이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를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 �

21.� 정답 :� 2

� � � � 해설 :� 사람들은 혼자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룹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지만,� 주기적

으로 개인 혼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조직에 더 좋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

로 리더는 사람들 간에 간헐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이므로 밑줄 친 ‘협업 조명을

깜빡이는 것(Flicking� the� collaboration� light� switch)’은 ‘②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각자

일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22.� 정답 :� 1

� � � � 해설 :� 사회가 직업에 권력과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직업 종사자들이 사회의 복지에 기여하고 더 넓은 사회

적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의지와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요지는 ‘①전문직에 부여되는 자율성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수반한다’가�적절하다.

23.� 정답 :� 5

� � � � 해설 :� 즐거움은 도전받는 것과 어떤 현상을 이해하며 어려움을 겪는 데서 나오며,� 기쁨의 일부는 누군가의 안

전지대를 침범하는 데서 온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⑤구속받지 않는 것에서 오는 미적

쾌락’이 가장 적절하다.�

24.� 정답 :� 3

� � � � 해설 :� 행정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부는 시민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나 모든 시민이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과 그에 따른 책임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은 ‘③시민 참여의 감소’임을 알 수 있다.

25.� 정답 :� 3

� � � � 해설 :� 텍사스의 성장률은 44%,� 버지니아의 성장률은 120%이므로 ‘③텍사스와 버지니아는 각각� 50%� 미만

의 성장률을 보였다.’가�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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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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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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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정답 :� 5

� � � � 해설 :� Henry� Moor는 재정적인 성공을 거두고 재단을 설립하여 교육과 예술 진흥을 지원하였다고 하였으므로

‘⑤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27.� 정답 :� 2

� � � � 해설 :� 그림 그리는 능력은 평가되지 않는다(Drawing� skills� are� not� considered� in� judging)고 했으므로 ‘②

그림 기술이 심사에서 고려된다.’는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28.� 정답 :� 4

� � � � 해설 :� 9월5일 당일 혹은 전에 취소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9.� 정답 :� 3

� � � � 해설 :�

-� 1번:� 단수주어인 commonality에 상응하는 be동사이므로 is의 사용이 맞다

-� 2번:� 앞에 언급된 명사 prey를 받는 대명사의 사용 it이 맞다

-� 3번:� which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한다.� 주어진 글은 those� will� be� off,� 즉 완전한 문장이므로

� � which가� 아니라 동격접속사인 that으로 바꿔야 한다.

-� 4번:� 동사 keep의 목적보어 자리에 형용사의 사용이 맞다

-� 5번:� information를 수식하는 pp형 형용사 communicated의 사용이 맞다.

30.� 정답 :� 4

� � � � 해설 :� 전체적인 내용 흐름을 파악하여 정반대의 어휘사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팔리지 않은 비행기좌석은 헐

값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팔리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고 했고,� 이어지는 글에서 기회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라진 것이므로 4번 단어 'seized'의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

31.� 정답 :� 3

� � � � 해설 :� 주어진 빈칸 문장의 주어의 속성을 본문에서 찾아야 한다.� 빈칸문장의 주어는 'the� archaeological�

record� of� human� culture:� 인간문화의 고고학적 기록‘이다.� 인간의 문화는 고고학적으로 구별하기가 쉽

다는 내용과 만질 수 있는 것(the� tangible)으로부터 고고학적 추론을 얻기가 쉽다고 했고 본문 전반적

으로 알아내기가 힘든다는 내용의 반복이므로 부정적 뉘앙스의 단어를 찾아야 한다.

32.� 정답 :� 2

� � � � 해설 :� 본문에 test가� 나와 있으므로 ‘실험/조사/연구’의 결과를 찾아 빈칸에 채워 넣을 수 있다.�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나타내는 부분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집중을 방해받는 것이 고통스러운 실패와 관련된 불편함을

덜어 줄 수 있다는 부분을 그대로 찾으면 된다,� 정답은 2번 ;TV시청과 같은 사소한 일도 고통을 피할 수

있다‘가�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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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답 :� 3

� � � � 해설 :� 빈칸의 주어인 'cultural� ideas'의 속성을 본문에서 찾아 빈칸을 채워야 한다.� 본문에서 Ideas는 다른 수

용된 아이디어들의 결과로 이루어진다고 했고,� 많은 개인들의 축적된 작업이 모여서 지식을 만들어 낸다

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이전 아이디어의 부산물’� 이다.

34.� 정답 :� 4

� � � � 해설 :� 전형적인 주제-반론-예시의 구조를 띠고 있다.� 동물들은 선천적으로 이전에 마주하지 않은 것들을 피하

는 경향이 있지만,�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익숙해지면 그러한 두려움을 피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정답

은 1번 ‘해로운 자극의 존재 속에서 살아가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

35.� 정답 :� 3

� � � � 해설 :� 주체와 속성을 파악한 후 벗어나는 부분을 찾아 정답을 찾아야 한다.� 이민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에 대

한 설명의 글이다.� 경제학의 논리를 빌어 논리적인 행동을 한다고 했고,� 이민의 이익과 비용을 계산한다

고 했지만 3번에서 재정적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사치품을 구매하고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뽐낸다는

내용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벗어난다.

36.� 정답 :� 5� 번 (C)->(B)->(A)

� � � 해설 :� 이 글은 친환경 제품을 상품화시킬 때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주류 제품들보다 높

은 재료비용이 언급된다.

� ‘Furthermore’로 이어진 (C)� 단락에서는 친환경 제품의 엄격한 재료와 디자인 기준으로 친환경 제 � � 품이

시장의 주류제품들 보다 열등해 보일 수 있음도 언급하고 있다.� 그 결과 친환경 제품의 시장 � � 성이

매우 낮음을 보여준다.�

� � 이후 (B)� 단락에서는 친환경 제품이 성공하더라도 주류 제품의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 � 이러

한 단점들로 주류제품의 생산 회사들은 선택에 직면한다고 한다.

� � 마지막으로 (A)� 단락에서는 그러한 회사들이 친환경 제품을 버리고 주류제품을 선택하는 결과를 보

� � 여준다.

37.� 정답 :� 2번 (B)->(A)->(C)

� � � 해설 :� 이 글은 ‘social� robot’을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많은 상업 벤처기업들이 ‘social� robot을 출

시하였고 이후 스마트홈 장비들과 대결하게 될 것이라 예측한다.

� � 이후 (B)단락은 ‘social� robot’의 특성 중 물리적 이동능력의 한계를 언급한 뒤 대신 시각적 능력을

� � 통한 사교적 능력이 있음을 제시한다.

� � 이후 (A)� 단락의 ‘They’는 ‘social� robot’들을 의미하며 앞서 언급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언급

� � 하고 나아가 그것의 고유한 사교적 능력을 고유한 강점으로 제시한다.

� � 마지막으로 (C)� 단락에서는 ‘social� robot’의 사교적 능력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예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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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정답 :� 4

� � � 해설 :� 이 글은 인간의 자원 이용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주어진 문장에서는 인간이 물질의 원소적 구조와

그 특성의 관계를 이해한 것이 매우 최근의 일임을 언급하고 있다.

� � 본문의 내용은 초기 인류가 이용가능한 자원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그것 또한 천연상태 그대로였음

� � 을 말한다.� 이어서 ➀~➃ 까지의 내용은 인간이 물질의 성질을 변환,� 합성시킬 수 있게 됨을 설명

� � 한다.� 그러나 ➃ 이후 문장에서 언급된 ‘This� knowledge’는 앞의 내용에서 가리키는 대상을 찾을

� � 수 없을뿐더러,� 100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설명과 더불어 물질의 성질을 빚어낼 수 있게 되었음을

� � 언급한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의 내용이 ➃의 위치에 오는 것이 타당하다.

39.� 정답 :� 5

� � � 해설 :� 이 글은 요식업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주어진 문장은 개인적 이야기들이 더 방대한 이야기들과 연계해

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내용이다.

� � 본문의 내용은 요식업의 사회적 특성과 그에 따른 마케팅과 광고업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시작된

� � 다.� ➀ 이후 문장은 과거의 대량생산 체제를 설명하고 ➁ 이후 문장은 오늘날의 소비자 분화를 언

� � 급한다.� ➂~➄ 사이의 내용은 각� 개인의 기질 즉,� 취향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제품과 시장에 반

� � 영되는 것을 설명한다.� 그러나 ➄ 이후의 문장에서 언급된 소비자 공동체는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

� � 춘 앞의 내용의 뒤에 연결될 수가 없다.� 따라서 더 큰 이야기들과 연결된다는 내용의 주어진 문장

� � 의 내용을 공동체의 형성으로 간주하여 ➄에 배치하면 문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40.� 정답 :� 1

� � � � 해설 :� 이 글은 컴퓨터의 뛰어난 정보처리 능력과 그것이 인간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 � 우선 요약문에서 (A)는 컴퓨터의 정보처리 방식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본문의 L.1� ~� � � L.� 9�

� � 까지 내용에서 나타나며 이전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과거의 한계를 초월했음을 설명한다.�

� � � � � � � � � � 따라서 � � (A)에 들어갈 단어는 competent(능숙한)이 타당하다.

� � 다음으로 (B)에서는 컴퓨터가 인간의 (B)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해한다고 하는데,� 이내용의 본문은

L.� 9의 But� 이후의 내용에서 나타난다.�

� � � � � � � � 특히 L.� 10에서 결정의 순간들을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분리된 것으로 간주하게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이를 보아 (B)에는 comprehensive(포괄적인,전체적인)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

41-42.� 정답:� 41번 [2번],� 42번 [5번]

� � � � � � � 해설:�

이 글은 연구/실험에서 통제군과 실험군의 사이에서 변수의 엄격한 통제가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예시로 나온

‘Vitamin� C� 연구’에서는 실험군 선정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Randomization(무작위 추출,� 확률화)’를 사용할

것과,� 두 그룹의 vitamin� C� 섭취량이 실험 외 요소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식단도 통제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정리하면 이 글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실험 과정에서 측정하려는 변수 이외의 다른 요소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은 ➁ Don’t� Let� Irrelavant� Factors� Influence� the� Result!� 가�
타당하다.

그리고 (a)� ~� (e)� 어휘 중 (e)� different가� 틀린 이유는 두 그룹의 식단이 동일해야 vitamin� C의 섭취량이 통제가

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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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 � 정답:� 43번 [4번],� 44번 [1번],� 45번 [4번]

해설:�

이 글은 요리대회를 준비 중인 ‘Katie’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Sally’가� 도와주었다는 내용이다.�

43번

(A)� 단락에서는 사진 수업 후 돌아온 ‘Sally’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Katie’를 보았고 ‘Katie’는 수 업 중

그녀의 교수님이 한 말을 떠올리려 애쓰고 있었다.� 다음에는 Professor� Brown이 수업 중 한 말의 내용을

언급하는 (D)� 단락이 타당하다.� 그리고 ‘Katie’가� ‘Sally’에게 도와줄 것이 없는지 묻는다.� 이어서 (B)� 단락에

서 ‘Sally’의 말에 ‘Katie’가� 대답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매끄럽다.� (B)� 단락의 마지막에 ‘Katie’는 하던

것을 그만두고 새로 시작하려고 하고 ‘Sally’가� 말리는 내용이 나온다.� 이 후에는 ‘Sally’가� ‘Katie’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C)� 단락이 오는 것이 타당하다.

44번

(b)� ~� (e)는 ‘Katie’를 가리키고 (a)는 ‘Sally’를 가리킨다.

45번� ‘Sally’는 채소를 이용해서 색깔있는 파스타를 만드는 것이 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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