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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과목

18.� 정답� :� ③

� � � � 해설� :� 글의목적:� Millstown의� 시장인� Olivia씨가� 세계대회에� 출전하는� Natalie선수에게�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

내는�글이다.

19.� 정답� :� ④

� � � � 해설� :� 심경변화:� 딸이� 하는� 행동을� 보고� wondering했다는� 내용과� 마지막� 부분에서�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찼

다는� (Filled� with� joy� and� happiness)표현으로�보아� 4번� ‘호기심�많은->기쁜’이�정답이다.

20.� 정답� :� ①

� � � � 해설� :� 필자의� 주장:� 첫� 문장에서� 소재를� 잡아� 필자의� 의도가� 드러난� 문장을� 찾아내는� 문제이다.� must라는� 의

무조동사를� 사용하여�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세상의� 질서를� 알고자� 한다면� 표면아래를� 봐야한다는�

(~~then� we� must� go� below� the� surface� of� what� it� means...)� 표현으로�보아�정답은� 1번이다.

21.� 정답� :� ①

� � � � 해설� :� 밑줄의미:� 비유적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도문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

넷의� 알고리듬으로� 인해� 한� 종류의� 음악만� 좋아하게� 되고� 듣는� 사람이� 사라지는� 음악이� 나올� 수� 있다는�

걱정을� 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다고� 했으므로,� 밑줄� 친� 표현� ‘send� us� off� into� different�

far� corners� of� the� library'는� 1번� ’각각의�취향에�적합하도록�선택된�음악으로�인도한다‘� 이다.

22.� 정답� :� ⑤

� � � � 해설� :� 글의� 요지:� 통념� 반박� 구조로� 이루어진� 글이다.� 세법을� 만들� 때� 도적적인� 측면이� 무시되어� 왔지만� 세법

에�있어서�중요한�점은� 도덕적인�목표를�설정하는�것이라는�것이�글의�요지이다.

23.� 정답� :� ①

� � � � 해설� :� 글의� 주제:� 글의� 중반부� 역접을� 통해서�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전체� 글의� 방향이� 바뀜을� 알� 수� 있다.�

농부들에게� 있어� 환경에� 대한� 학습은� 남들을� 관찰하고� 얻어진� 경험적� 결과라는� 내용이� 나오고� 난� 후,� 역

접을� 통해� 그러한� 접근법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나타내고� 있으므로� 정답은� 1번� ‘농업에� 있어서� 경험적�

관찰이용의�한계’이다.

24.� 정답� :� ②

� � � � 해설� :� 글의� 제목:� 권위자를� 이용하여� 논증의� 보여주는� 글이다.� 음악의� 아름다움은� 작곡된� 음을� 정확하게� 표현

하기� 보다는� 악보에� 쓰여져� 있는� 것을� 넘어설� 때� 진정한� 흥미와� 매력을� 가진다는� 글이므로� 정답은� 2번�

‘절대� 같지�않음;� 음악에서의�다양성의�가치’이다.

25.� 정답� :� ⑤

� � � � 해설� :� 도표의�이해:� 2011년� 프랑스는� 34.8� 이탈리아는� 40.8� 즉,� 이탈리아가�높으므로�잘못된�표현이다.

26.� 정답� :� ③

� � � � 해설� :� 내용일치:� Standford� 대학에서� 사회심리학� 연구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계속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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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정답� :� ⑤

� � � � 해설� :� 안내문:� 안내문에�따르면�방문� 일주일�전이� 아니라�하루� 전이기�때문에� 5번이�일치하지�않다.

28.� 정답� :� ③

� � � � 해설� :� 안내문:� QR코드를�스캔하여�신청서를�작성한다고�나와�있기� 때문에�일치하는�것은� 3번이다.

29:� 정답� :� ②

� � � � 해설� :� 어법:� 동사원형을� 사용한� 명령문이� 아니라� 본동사� requires에� 적합한� 동명사를� 취해야� 함으로� Learn를�

Learning으로�바꿔야�한다.

30:� 정답� :� ⑤

� � � � 해설� :� 어휘:� 문장� 앞뒤에서� 근거를� 찾아야� 한다.� 5번� 문장의� 시작이� This� frustration이로� 이러한� 좌절감을� 불

공평한�취급을�받기� 때문에�감소하는�것이�아니라�오히려�증가한다는�내용으로�바꿔야�한다.

31.� 정답� :� ②

� � � � 해설� :� 빈칸:� 하반부�빈칸문장은� 전체적인� 필자의�의도를� 찾아야� 한다.� 예전부터�인간은� 자기가� 살고� 있는� 영역

을� 아무리� 작은� 영역이라� 할지라도� 각각� 분리된� 기능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내용이므로� 정답은� 2번� 기능

적인�조직을�유지한다고�해야�한다.

32,� 정답� :� ④

� � � � 해설� :� 빈칸:� 의도문장을�찾아�빈칸을�채워�넣어야�한다.� 중반부에�등장하는�역접의�연결사� ‘But'을� 통해� 개인적

인� 경험도� 결국에는� 사회적� 맥락에� 포함되어� 있고,� 공유하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을� 통해� 팬덤의� 즐거움이� 구성된다는� 내용이므로� 정답은� 4번� ’다른� 팬들과� 이어지는� 것으로부터� 온다‘이

다.

33,� 정답� :� ④

� � � � 해설� :� 출제의도:� 빈칸에�들어갈�적절한�표현을�추론하라

이�글의�주제는� ‘의상�디자인의�위상의�변화:� 공예에서�예술로’이다.�

우선� 빈칸� 문장� 속에서� 발견되는� 단서는� 첫� 번째� ‘instead� of’라는� 표현으로� 제시되는� 대조관계이다.� 두� 번째는�

대조의�대상으로써� ‘craft’를� 설정하였다는�점이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자가� 여성복을� 디자인� 하는� 것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함으로써� 다소� 함정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소위� ‘후원’을� 받아� 종속적인� ‘기술자/노동자’의� 위치에� 있던� 의상�

디자이너들이� 19세기�후반�이후로�예술가로써�인정받고�또한�존경받기�시작한다는�내용이�본론이다.

따라서�빈칸에�들어갈�내용은� ‘예술가로서�의상�디자이너’라는�개념을�포함한�선택지가�되어야�한다.

이에� 맞는�선택지는� ’④� a� modern� connection� between� dress-design� and� art’가� 타당하다.

34,� 정답� :� ④

� � � � 해설� :� 출제의도:� 빈칸에�들어갈�적절한�표현을�추론하라

이�글의�주제는� ‘심리학이�아동�심리를�이해하기�위한�요건;� 문학의�방법론을�벤치마킹하라’이다.�

우서� 빈칸� 문장�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단서는� ‘Focus’가� ‘Psychology’� 즉� 심리학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아이들의�사고를�잘� 이해하기�위한�요건이�빈칸에�들어간다는�것이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심리학’은� 인간의� 경험과� 기억을� 이해함에� 있어� 잘� 정돈되어� ‘질서’를� 갖춘� ‘정

원’의�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한다.� 반대로,� 문학은� 인간의� 경험을�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무질서로� 간주한다고�

설명한다.� 중반� 이후에는� 심리학이� 아동의� 정신을� 다룰� 때� 너무� 규칙성에� 의존하면,� 아동심리의� 본질인� 무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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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놓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문학뿐만� 아니라� 심리학도� 아동의� 내적� 경험을� 이

해하려면�무질서하고�길들여지지�야생의�사고방식을�그대로�수용해야�함을�주장한다.

따라서�빈칸에�들어갈�내용은� ‘규칙성과�질서와는�상반되는�개념이어야�하며�제어� 불가능한�거친�야생성과�같은�

개념이어야�한다.

이에� 맞는�선택지는� ‘①� venture� a� little� more� often� into� the� wilderness’가� 타당하다.

35.� 정답� :� ④

� � � � 해설� :� 출제의도:� 문맥의�자연스러운�흐름을�거스르는�내용을�찾아내라

이�글의�주제는� ‘재난을�겪은� 이후에� 식물이,� 동물보다,� 훨씬� 빨리� 회생하는�비결:� Meristem(분열� 조직)의� 재생

능력’이다.� 이� 주제를� 바탕으로� ①,� ②,� ③� 문장을� 맥락에�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⑤� 문장의� 경우는�

다소� 맥락을� 벗어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재생능력’� 외에도� 숲을� 회생시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것

은� ‘식물=숲’이라는�관점에서�글의�주제를�벗어난�것으로�볼�수� 없다.� 그러나�④�문장의�경우� ‘목초지의�형성�과

정에서� 발생하는� 파급효과:� 물의� 순환� 조절,� 대기� 중� 화학� 구성� 조절‘이라는� 전체� 주제를� 벗어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정답은�④� 문장이다.�

36,� 정답� :� ⑤

� � � � 해설� :� 출제의도:� 주어진�글� 다음에�이어질�단락들의�적절한�순서를�추론하라

이�문제는�지시적�단서와�맥락상�단서를�복합적으로�활용해야�할�문제이다.

우선�제시문장에서는�수위가�서로� 다른�두�물길을�연결하는�운하는�복잡한�공한적�문제가�있다고�한다.

이어서� (D)에서는� 이� 수위� 차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갑문’을� 활용한� 계단식의� 수로를� 제시한

다.� *� 지시적�단서[� water� ~� different� levels]� ->� [the� difference� in� level]

그리고� (B)와� (A)는� 각각� 하류에서� 상류로� 선박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다.� 이때� (A)의�

‘then’은� 사건의� 시간순서를�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 지시적� 단서:� [a� vessel]� ->� [the� ship]� 따라서� 정답은� ⑤�

이� 타당하다.

37,� 정답� :� ③

� � � � 해설� :� 출제의도:� 주어진�글� 다음에�이어질�단락들의�적절한�순서를�추론하라

이�문제는�맥락상의�단서와�개념-예증의�위계[일반화된�관념� ->� 구체적�사실정보]가� 주요하다.

우선� 제시된� 문장에서� 문화의� 작동방식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과� 인식할� 수� 없는� 것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고�한다.

그리고� (B)� 와� (C)� 단락이� 인식� 가능한� 방식을� 다루고� 있고� (A)� 단락은� 인식� 불가능한� 방식을� 다루고� 있다.� 이

때� (A)� 단락의� ‘however’를� 근거로� 1차� 순서의�구분이�가능해진다.

이어서� (B)� 와� (C)� 단락의�관계는� 소외� “구체화�관계”라고� 정의할�수� 있다.� 보통� 영어문화권에서�생각의� 전달은�

핵심정보의� 제시� 이후� 부연설명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단락간의� 순서를� 보면� (B)에서는� ‘a� particular�

tool’을� 개념으로써�언급한�뒤에� (C)에서� ‘a� screw� driver’라는�구체적인�예시를�들고�있다.

따라서�정답은�③� 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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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정답� :� ④

� � � � 해설� :� 출제의도:� 주어진�문장이�글의� 어떤�위치에�들어가는�것이�타당할지�추론하라

이� 문제는� 지시관계가� 매우� 주요한� 문제이다.� 우선� 제시된� 문장에서� ‘in� particular’라는� 표현은� 문맥이� 바뀌지�

않고� 이어짐을� 의미한다.� 그� 뒤의� ‘they’가� 누구를� 가리킬�것인가는�이� 문제에서� 주요하다.� 또한� ‘group’의� 정의

에서� ‘mutual� influence;상호작용’을� 언급하는데�이�또한� 주요하다.� 이어서�본문에서�첫� 문장의�우리가� ‘grou’을�

정의하는� 것을� 제시하고,� 뒤이어� ①� 문장에서� 심리학자들의� ‘group’의� 정의가� 이어진다.� 여기에서�

‘psychologists;심리학자들’이� 제시된�문장의� ‘they’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②� 문장에서는� ‘this� sense�

of� mutual� interaction’라는� 표현이�나오게�되는데�여기에서� ‘this’가� 사용되기�위해서는�앞선� 내용들�속에� 이러

한� 표현� 또는� 의미가� 언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②� 이전에� 이와� 유사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은� 제시된� 문장을�

해당� 위치에�넣어주어야�함을�의미한다.�

39,� 정답� :� ⑤

� � � � 해설� :� 출제의도:� 주어진�문장이�글의� 어떤�위치에�들어가는�것이�타당할지�추론하라

이�문제는�내용의�상관관계가�매우�주요한�문제이다.� 더불어�다소� 불명확하지만�지시�관계가�일부� 작동한다.

우선� 제시된� 문장에서� ‘the� hurdles’는� 이후� 지시� 관계를� 형성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은� � ‘the�

hurdles’를� 긍정적인�관점에서�평가한다는�것이다.

이어서� 본문은�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불편을� 야기할� 수� 있

다고� 한다.� 그� 예시로� 마그네틱� 방식의� 카드가� IC� 칩으로� 바뀐� 결과� 거래시간이� 지연되고� 고객을� 떠나게� 할� 수�

있다는� 첫� 번째� 예시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②� � 이후에는� 이러한� 불편을� ‘obstacle’로� 정의하고� 그것이� 여라�

차원에서� 발생함을� 이야기한다.� 다음� ③� 이후로는� ‘Password’에서� ‘voice� recognition’까지� 여러� 가지를� 열거한

다.� 이� 때부터� 대상에� 대한� 관점의� 파악이� 중요하다.� ③� 문장은� 데이터� 누출을�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④� 문장은� 이것이� 분명� 계좌� 이용의� 부담(=불편)이� 된다고� 하여� 부정적� 관점을� 나타낸다.� 그

리고�⑤� 문장은�다시� 이것이�일부� 차원에서는�유용하다고�하며�긍정적인�관점을�나타낸다.� 여기에서� ‘This’라� 함

은� 보통� 앞� 문장을�의미하게�되는데�그러면�문장간의�의미가�충돌하여�문제가�된다.

� 따라서�긍정적인�과점을�언급하고�있는�제시�문장이�⑤� 에� 들어감이�타당하다.

*� 개념의�대응관계　:　[inconvenience]� =� � [obstacle]� =� [burden]� =� [hurdle]

39,� 정답� :� ⑤

� � � � 해설� :� 출제의도:� 주어진�문장이�글의� 어떤�위치에�들어가는�것이�타당할지�추론하라

이�문제는�내용의�상관관계가�매우�주요한�문제이다.� 더불어�다소� 불명확하지만�지시�관계가�일부� 작동한다.

우선� 제시된� 문장에서� ‘the� hurdles’는� 이후� 지시� 관계를� 형성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은� � ‘the�

hurdles’를� 긍정적인�관점에서�평가한다는�것이다.

이어서� 본문은�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불편을� 야기할� 수� 있

다고� 한다.� 그� 예시로� 마그네틱� 방식의� 카드가� IC� 칩으로� 바뀐� 결과� 거래시간이� 지연되고� 고객을� 떠나게� 할� 수�

있다는� 첫� 번째� 예시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②� � 이후에는� 이러한� 불편을� ‘obstacle’로� 정의하고� 그것이� 여라�

차원에서� 발생함을� 이야기한다.� 다음� ③� 이후로는� ‘Password’에서� ‘voice� recognition’까지� 여러� 가지를� 열거한

다.� 이� 때부터� 대상에� 대한� 관점의� 파악이� 중요하다.� ③� 문장은� 데이터� 누출을�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④� 문장은� 이것이� 분명� 계좌� 이용의� 부담(=불편)이� 된다고� 하여� 부정적� 관점을� 나타낸다.� 그

리고�⑤� 문장은�다시� 이것이�일부� 차원에서는�유용하다고�하며�긍정적인�관점을�나타낸다.� 여기에서� ‘This’라� 함

은� 보통� 앞� 문장을�의미하게�되는데�그러면�문장간의�의미가�충돌하여�문제가�된다.

� 따라서�긍정적인�과점을�언급하고�있는�제시�문장이�⑤� 에� 들어감이�타당하다.

*� 개념의�대응관계　:　[inconvenience]� =� � [obstacle]� =� [burden]� =� [hur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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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08월31일(수) 대학수학능력시험 해설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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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정답� :� ①

� � � � 해설� :� 출제의도:� 본문의�내용을�정확히�이해하고�이를�바탕으로�요약문에�누락된�정보를�채워라

이�문제는�요약문의�정확한�해석과�본문의�정확한�요약이�핵심이다.

요약문의� 내용을� 간추리면� “팀� 작언� 환경을� (B)하는� 디자이너의� 능력이� 프로젝트의� (A)에� 따라� 디자이너의� 개

인적�자질만큼이나�중요하다”이다.� 따라서� (B)하는�능력은� ‘개인적’속성이�아님을�먼저�유추할�수� 있다.�

이어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술가들은� 필연적으로� 개인적� 성격이� 강하며� 또한� 그들의� 일에서는� 개인적� 재

능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먼저� 나온다.� 여기에서� 재능은� 요약문의� 자질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반

이후� 대규모의� 프로젝트에서는� 많은� 예술가들이� 참여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개인의� 강한� 개성은� 문제가� 될� 수�

있음을�이야기한다.� 그리고�반드시�디자인� 작업환경은� 개인인지� 단체인지를� 구분될�필요가� 있고,� 후자의�경우는�

디자이너의�창의성만큼이나�조직과�과정의�관리역량이�중요하다는�것으로�끝난다.�

요약문과�본문의�내용을�대응시켜보면�다음과�같다.

1)� 개인� 프로젝트� vs� 단체/대규모�프로젝트� =� 프로젝트의�규모:size에� 따라

2)� 조직과�과정의�관리� 역량� =� 팀� 작업환경을�조율:coordinate하는� 역량

따라서�정답은�①� 이� 타당하다.

41,� 정답� :� ③

� � � � 해설� :� 출제의도:� 글의� 정확한�이해를�바탕으로�적절한�제목을�추론하라

이�글의�내용은�인용된�전문가인� ‘Ghosh’의� 주장을�요약하면�정확히�이해할�수� 있다.

그리고� 요약된� 내용은� ‘오늘날�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기는� 상상력의� 부재가� 낳은� 재난이라는� 것’.과� 그� 이유로�

기후변화의� 영향은� 문학이나� 미디어에서� 보이는� 것처럼� 즉각적이지� 않고� 장기간�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

문에� ‘현재� 기후의� 변화가� 향후�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예측하지� 못하게� 되면� 다가올� 재난에�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글의� 제목은� ③� ‘The� silence� of� Imagination� in� Representing� Climate�

Change’이� 타당하다.

42� 정답� :� ⑤

� � � � 해설� :� 출제의도:� 문맥에�비추어�그� 사용이�바르지�않은�어휘를�찾아라

이�글에서�기후/환경�변화와�그� 효과는�점진적으로�나타난다고�하였다.� 그런데�③� (c)� ‘rapidly’가� 사용된�문장에

서� 주어인� ‘it’은� ‘environmental� change:환경적� 변화’를� 의미하며� 그것이� 급격히� 진행된다고� 하는� 것의� 글의�

주제/요지와�상반되는�내용이�되므로�타당하지�않다.

43,� 정답� :� ⑤

� � � � 해설� :� 출제의도:� 주어진�글� 다음에�이어질�단락들의�적절한�순서를�추론하라

� (A)� 단락은� 등장인물인� ‘Emilia’와� ‘Layla’가� 목적지인� ‘the� National� Gallery’� 앞에� 도착한� 상황이다.� 뒤이어�

(D)� 단락은� 갤러리에� 들어가자마자� ‘Emilia’의� 꿈이었던� “van� Gogh’s� [Sunflowers]� 보기위해� 서둘러� 찾아가는�

장면이�이어지는� 것이�타당하다.� 그리고� (C)에서� 전시실에�들어가자마자� ‘Emilia’와� ‘Layla’가� [Sunflowers]가� 없

다는� 사실에� 좌절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B)� 단락에서는� 다시� [Sunflowers]의� 위치

를�알아내고�그것을�보기위해�이후�일정을�새로� 짜는� 내용이�이어지는�것이�타당하다.

44,� 정답� :� ②

� � � � 해설� :�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바탕으로�대상간의�지시관계를�파악하라

본문의� (b)� you는� ‘Emilia’가� 한� 말� 속에서�사용되었다.� 따라서� ‘Layla’를� 가리키는�것이다.� (a),� (c),� (d),� (e)� 는�

모두� ‘Emilia’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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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정답� :� ③

� � � � 해설� :�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정확히�파악하라

(B)� 단락에서� ‘Emilia’는� ‘Layla’에게� 점심식사르� 한� 이후에� [Sunflowers]가� 있는� Liverpool로� 가는� 기차를� 타자

고�제안했다.� 따라서�③� ‘Emilia’는� 기차를�점심�식사� 전에� 타자고�말했다.� 는� 본문과�일치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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