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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법]

1. [출제의도] 토론 과정 이해하기
‘반대 2’는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찬성 1’은 학교 산책로 이용에 관한 교내 설문 
조사의 결과를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
절하다. ② ‘반대 1’은 인근 ○○고등학교 사례를 근거
로 제시하여 쓰레기통 설치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밝
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사회자’는 반론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찬성 2’는 ‘재활용 쓰
레기통 설치’와 ‘학급별 순번제 관리 시스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에 대한 긍정적 효과로 ‘쓰레기
통 설치의 부작용 최소화’와 ‘주인 의식 함양’을 언급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양측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 
이해하기
‘반대 1’은 ‘산책로 쓰레기통까지 관리해야 한다면 그
것을 담당할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
하고 있고 ‘찬성 2’는 ‘학급별 순번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3. [출제의도] 논거 활용 방안의 적절성 평가하기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공중화장실에 휴지를 
비치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례 1’의 내용
을, 학생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쓰레기통을 설치하더
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반대 2’의 근
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반
대 2’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반대 1’은 기존 쓰레
기통을 재정비하자는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찬성 1’은 재활용 쓰레기통 설치를 주장한 바
가 없으며, 또한 인식 개선의 내용을 주장의 근거로 활
용할 수도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찬성 2’는 학급
별 순번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긍정적 효과를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 [출제의도] 발표 전략 파악하기
발표에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등의 질문을 통해 
화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바나나’, ‘바나나 칩 과자’ 등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으므로 적
절하다. ④ 반언어적 표현인 ‘목소리를 높이며’를 통
해 학생들이 자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
으므로 적절하다. ⑤ 영수증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영수증에 담긴 경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출제의도] 발표 내용 이해하기
‘○○ 우유’는 ‘*’ 표시가 있는 면세 상품이라는 점에
서 가공되지 않은 상품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
지 않다.
① ‘감자 맛 과자’는 ‘*’ 표시가 없다는 점에서 과세상
품이므로 적절하다. ② ‘오렌지(수입산)’는 ‘*’ 표시가 
있다는 점에서 면세 상품이므로 적절하다. ③ 부가가
치세가 붙지 않은 ‘면세 상품’에는 ‘*’ 표시가 없는 ‘○
○ 우유’와 ‘오렌지(수입산)’가 해당되므로 적절하다. 
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
정에서 얻게 되는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적절
하다.

[작문]

6.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초고’의 셋째 단락에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으나 그 
장단점을 비교하지는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첫째 단락에서 ‘예약 부도란 예약을 하고 아무 연
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
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둘째 단락에서 ‘경제 개발 
연구소에 따르면’을 통해 출처를 밝히고 있으므로 적
절하다. ③ 첫째 단락에 나타난 ‘예약 부도가 증가하
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둘째 단락에서 문
제 발생의 원인을 ‘소비자 개인의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7.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평가하기
‘초고’의 셋째 단락에서 글쓴이는 ‘예약 부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사회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다)에서 ‘계약금 지불, 위약금 
부과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이
라고 하여 예약 부도에 대한 제재가 효과가 있음을 인
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1은 2001년에 비해 2015년의 예약 부도율
이 2배 가까이 증가했음을 보여 주므로 적절하다. ② 
(나)에서 예약 부도로 유발되는 연간 매출 손실액과 
그로 인한 고용 손실의 구체적 통계 수치가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2는 예약 부도의 이유
로 취소 과정의 번거로움이 가장 높게 나타남을 보
여 주고 있고, (나)에는 SNS 예약 취소 채널을 통해 
예약 부도율을 낮춘 사례가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
다. ⑤ (가)-2에서 예약 부도의 주요 원인이 ‘취소 
사유를 설명하기 귀찮아서’ 등 소비자의 무책임한 태
도에 있음을 알 수 있고, (다)에는 태도 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으므
로 적절하다.

8.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디딤돌’은 비유적 표현에 해당하며, ‘예약 부도가 줄
어들면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신뢰가 형성되고 사회적 
손실을 막을 수 있어 소비 생활이 윤택해질 것’은 기
대 효과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①은 비유만, ④는 기대 효과만 있으며, ②와 ③은 
비유와 기대 효과 모두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9. [출제의도] 작문의 사고 과정 이해하기 
‘학생의 초고’에서 할머니가 주신 고구마를 먹으며 
우리 가족을 생각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는 적절
하지 않다. 
① 1문단에서 농부들의 모습을 통해 공허함을 느끼
는 내용이 있으므로 ⓐ는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할
머니의 눈빛을 통해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
는 내용이 있으므로 ⓑ는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할
머니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감동이 잊히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는 적절하다. ⑤ 4문단에서 자신
이 했던 봉사 활동이 물결을 일으키는 조약돌과 같
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는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평가하기
서술어를 ‘고마웠다’로 고치면 ‘내용은’이라는 주어와 
호응이 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에서 ‘공허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속이 텅 비
다’이므로 의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텅 빈’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은 ‘손가락 따위로 어
떤 방향이나 대상을 집어서 보이거나 말하거나 알리
다’의 뜻이므로, ‘지식이나 기능을 깨닫게 하거나 익
히다’의 의미인 ‘가르쳐’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③ 
㉢의 앞뒤 문장이 인과 관계로 이어져야 하므로 ‘그
래서’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⑤ ㉤은 글의 흐름에 
어긋나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문법]

11. [출제의도] 표준 발음법 이해하기 
‘내복+약’은 ⓑ에 따라 [ㄴ] 소리가 첨가되고, ⓒ에 따
라 받침소리 [ㄱ]이 [ㅇ]으로 발음되어 [내ː봉냑]으로 
발음되므로 적절하다. 
① ‘눈+요기’는 ⓑ에 따라 [ㄴ] 소리가 첨가되어 [눈뇨
기]로 발음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색+연필’은 ⓑ에 
따라 [ㄴ] 소리가 첨가되고, ⓒ에 따라 받침소리 [ㄱ]
이 [ㅇ]으로 발음되어 [생년필]로 발음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들+일’은 ⓑ에 따라 [ㄴ] 소리가 첨가되고, 
ⓓ에 따라 첨가되는 [ㄴ] 소리가 [ㄹ]로 발음되어 [들ː
릴]로 발음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칼+날’은 [ㄴ] 
소리가 첨가되지 않고 원래의 [ㄴ] 소리가 앞 음절의 
[ㄹ] 소리의 영향을 받아 [칼랄]로 발음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12.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 적용하기
‘무심하지’는 ㉠의 규정에 따라 ‘ㅎ’이 다음 음절의 첫
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되는 경우이므로 ‘무심지’
가 아니라 ‘무심치’로 적어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13. [출제의도] 문장 성분 파악하기
ㄴ의 부사어 ‘동생으로’는 서술어 ‘삼았다’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성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ㄱ의 ‘색종이를’은 목적어로서 필수적인 성분이므
로 적절하다. ② ㄱ의 ‘꼼꼼한’과 ㄴ의 ‘옆집의’는 모
두 관형어로서 필수적이지 않은 성분이고 문장 안에
서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므로 적절
하다. ③ ㄱ의 ‘소윤이가’와 ㄴ의 ‘경민이는’은 주어로
서 필수적인 성분이므로 적절하다. ④ ㄱ의 ‘잘랐다’
와 ㄴ의 ‘삼았다’는 서술어로서 필수적인 성분이므로 
적절하다.

14. [출제의도]　담화 요소 이해하기
㉣은 ‘원장님’의 말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것이고 ㉧
은 ‘학생’이 자신의 말을 낮추기 위해 사용한 것이므
로 적절하지 않다. 
① ㉠과 ㉡은 모두 ‘원장님’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과 ㉦은 모두 학생과 원장
님이 전화로 약속을 잡았던 날을 지칭하므로 적절하
다. ④ ㉤은 화자와 청자 모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
는 곳을 가리키므로 적절하다. ⑤　㉥은 현재의 담화 
상황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의 아버지를 지칭하므로 
적절하다.

15. [출제의도] 근대 국어와 현대 국어 비교하기
현대 국어의 ‘것은’과 비교해 볼 때 근대 국어의 ‘거
’은 앞 글자의 받침 ‘ㅅ’을 이어 적은 것에 해당하
므로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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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16~19] <출전> 박찬국,「목적론적 입장에서 본 행복」
16.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 파악하기

5문단에서 ‘그는 에우다이모니아의 순간성, 역사성, 영
원성은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므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서 ‘현대인들은 행복을 물질적인 것을 통해 
느끼는 안락이나 단순한 쾌감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
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1문단에
서 ‘막스 뮐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에우다이모니
아에 시간적 속성을 부여하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
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
서 에우다이모니아를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를 통
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에서 ‘관조
란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향락적 활동이나 부를 목적
으로 하는 영리적 활동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포착할 
수 없는 영원불변한 진리를 학문을 통해 바라보는 영
혼의 활동을 말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
절하다. 

17. [출제의도] 핵심 개념 비교하기
2문단에서 ‘먹고 마시는 행위와 같은 신체적 감각을 
통한 향유가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얻게 
되는 것이다’를 보면 ㉠은 정신을 배제한 신체적 감각
을 중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다만 감각적 향유가 이성을 벗어나 타
인을 배려하지 않고 극단적 탐닉에 빠질 때에는 부정
적인 것으로 인식된다.’를 통해 감각적 향유로서의 에
우다이모니아는 극단적 탐닉에 빠지지 않음으로써 실
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4문단에서 ‘인간이 세계의 영원한 질서를 인식하
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1문단에서 ‘그는 에우다이모니
아를 인간 고유의 기능인 이성을 발휘하여 그것을 완
전하게 실현한 상태라고 규정하였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에서 ‘시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성을 갖는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은 
순간성이 아니라 영원성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문단에서 ‘감각적 향유의 과정에서 
실현할 수 있는 에우다이모니아는 순간적인 것으로 
규정된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은 순간성에 의해 규
정되므로 적절하다.

1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4문단에서 ‘관조란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향락적 활동
이나 부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적 활동이 아니라, 감각
적으로 포착할 수 없는 영원불변의 진리를 학문을 통
해 바라보는 영혼의 활동을 말한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윤 씨의 행동은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향락적 
활동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ㄱ의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와 2문단에서 ‘이
성을 벗어나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극단적 탐닉에 빠
질 때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된다’를 보면 김 씨의 
행위는 극단적 탐닉에 빠진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2
문단에서 ‘신체적 감각을 통한 향유가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얻게 되는 것이다’를 보면 ㄱ의 
김 씨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여 고기를 나누어 먹는
다는 것은 이성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감각적 향
유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다’와 ‘인간의 
이성은 공동체의 훈육을 통해서만 개발될 수 있으므
로’를 보면 ㄴ의 이 씨가 공동체에서 주민 회의를 통
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에서 ‘영원불변한 진리를 학문을 
통해 바라보는 영혼의 활동’과 ‘인간에게 가장 궁극적
인 에우다이모니아를 가져다준다’를 보면 ㄷ의 윤 씨

가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것은 관조의 삶을 통해 실현
할 수 있는 에우다이모니아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19.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확인하기
3문단에서 ‘공동체 속에서 인간이 자유를 누리면서도 
이성을 발휘하여 책임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얻게 되
는 것이다’를 보면 뮐러는 사회적 삶 속에서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보기>의  ‘자
연에 따르는 삶’과 ‘모든 사회적 관습이나 권위에서 
벗어나’를 보면 사회적 삶 속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책임을 간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3문단에서 ‘공동체 속에서 인간이 자유를 누리면
서도’를 보면 뮐러는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지만, <보기>에서 ‘모든 사회적 관습이
나 권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를 보면 디오게
네스는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자유를 추구하고 있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3문단에서 ‘공
동체 속에서 인간이 자유를 누리면서도 이성을 발휘
하여’를 보면 뮐러는 인간의 이성적 활동을 언급했
다. 하지만 <보기>에서 ‘자연을 따르는 삶’을 보면 
디오게네스는 자연을 변화시키는 것을 중시하지 않
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3문단에서 
‘그런데 공동체에서의 인간의 행위는, 수시로 변화하
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를 보면 
뮐러는 역사적 상황의 끊임없는 변화를 언급한다. 하
지만 <보기>에서 ‘자연에 따르는 삶을 통해 인간은 
궁극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를 보면 디
오게네스는 자연에 따르는 삶을 통해 궁극적인 행복
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3
문단에서 ‘공동체 속에서 인간이 자유를 누리면서도’
를 보면 뮐러는 공동체 내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언급했다. 하지만 <보기>에서 ‘모든 사회적 관습이
나 권위에서 벗어나야 한다’를 보면 디오게네스는 공
동체를 벗어나야 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사회]
[20~23] <출전> 이희연,「경제지리학」
20.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 파악하기

최소비용이론과 최대수요이론의 형성 과정은 윗글을 
통해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총비용이란 제품 생산 활동에서 발생
하는 모든 비용’과 ‘총수입이란 재화를 공급하여 생
산자가 벌어들인 총액’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
과 총비용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4문단에서 ‘이전의 산업입지론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려 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③ 3
문단에서 이윤의 공간적 한계가 달라질 수 있는 요
인으로 ‘경영자의 경영 수완’, ‘재정적 보조금이나 세
금 등’,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한곳
에 모이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2
문단에서 ‘최적 입지로부터 공장의 위치가 멀어질수
록 총비용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 것으로 보
아 최적 입지에서의 거리에 따른 총비용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1.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 이해하기
d에 공장을 세운다면, c에 공장을 세웠을 때보다 총
비용이 크기는 하지만, 두 곳 모두 총비용과 총수입
이 일치하여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
다. 
① a와 c의 사이는 총수입이 총비용보다 크거나 같
다. 따라서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적절하다. ② 
a는 총수입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으로, 이윤의 
공간적 한계 지점이므로 적절하다. ④ e와 b의 총수
입과 총비용의 차이는 b보다 e가 더 크므로 적절하

다. ⑤ e와 f의 총비용을 살펴보면 e보다 f의 총비용
이 크다. 따라서 e에서 f로 이동할수록 총비용이 늘
어나므로 적절하다. 

2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A 공장이 ㉮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이유는 보조금과 공
장들이 밀집해 있다는 점 때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 공장이 기존에 있던 지역을 떠나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추가 부담금을 징수하기 때문이므로 적절
하다. ③ A 공장이 ㉮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은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세
금 감면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용 절감의 효과
가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경영자의 경영 
수완으로, 경영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생산비를 
낮춘다면 이윤의 공간적 한계는 그 전보다 넓어질 
수 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⑤ 3문단에
서 ‘생산 규모가 커지면 원료의 공동 구입, 제품의 
공동 판매 등으로 총비용을 절감하여 이윤을 발생시
킬 수 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23.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은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이다’라는 의미로 사용
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① ‘다른 것과 비교하여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
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기준에 합당
한’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지
금의 마음이나 형편에 따르자면’의 뜻으로 사용되었
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추측, 불확실한 단정’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예술]
[24~26]  <출전> M.C. 에셔,「M.C. 에셔, 무한의 공간」
24.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1문단에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과거의 작가들과 달리’를 통해 에셔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
절하지 않다. 
② 2문단에서 ‘평면 구조를 표현하기 위한’과 ‘분할된 
평면을 빈틈없이 채웠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에서 ‘기본 형태로 설정했다’와 
‘평행 이동한 후 거울에 비친 것처럼 반사시키기도 
하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4
문단에서 ‘평면 분할에서 나아가 3차원의 형태인 원
통이나 원뿔, 구의 표면을 평면 분할 기법을 적용하
여 분할하기도 하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
절하다. ⑤ 5문단에서 ‘에셔의 작품에 사용된 평면의 
규칙적 분할은 현재 다양한 제품의 디자인에 활용되
고 있으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5.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3문단에서 ‘어떠한 형태들이 배경이나 사물로 인식되
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
자의 선택에 의해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드
러낸다’를 통해 밝은색 도마뱀을 사물로 인식하게 하
려는 것이 작가의 의도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으므
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사물들을 단순화
하여 평면 구조를 표현하기 위한 기본 형태로 설정
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4문
단에서 ‘2차원의 평면 분할에 활용된 기본 형태를 3
차원의 실제 사물처럼 입체적으로 변형시켜 표현하
고, 이를 다시 평면의 기본 형태로 바꾸는 과정을 통
해 2차원과 3차원을 넘나드는 새로운 차원을 드러내
고자 하였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에서 ‘에셔는 먼저 평면의 규칙적 분할을 활
용하여 2차원의 평면 구조를 표현하는 것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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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졌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4
문단에서 ‘하나의 작품 안에서 평면과 공간을 넘나드
는 순환 체계를 드러내기도 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6. [출제의도] 핵심 개념 비교하기
㉠은 기본 형태인 말이 반복되고 있고, <보기>의 
‘프랙털 구조’에서는 하나의 모양이 무한히 반복되어 
나타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①　<보기>에서 ‘프랙털 구조’는 무한히 반복되어 나
타나는 자기 복제의 특징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
하지 않다. ② ㉠은 기본 형태의 축소와 확대가 나타
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은 같은 형태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
은 작품 전체의 형태가 기본 형태인 말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과학]
[27~30] <출전> 디 언그로브 실버톤,「인체생리학」
27. [출제의도] 글의 내용 파악하기

병원체가 우리 몸에서 어떤 과정으로 퍼져 나가는지
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에서 ‘대식 세포 표면에는 병원체의 고유한 
특징을 인식하는 수용체가 있어서 이것이 병원체 표
면의 특징적인 분자들을 인식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5문단에서 ‘상처 부위가 부어
올라 신경을 물리적으로 누르면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4문
단에서 ‘백혈구의 일종인 단핵구’와 ‘또 다른 백혈구
의 일종인 호중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
절하다. ⑤ 2문단에서 ‘체내로 들어오는 특정 병원체
를 표적으로 하는 다른 면역 반응과 달리 염증 반응
은 병원체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8.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 파악하기
4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케모카인을 분비하는 것은 
호중구가 아니라 대식 세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과 4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비만 세포가 히
스타민을 분비하면 단핵구가 혈관 벽을 통과하여 병
원체가 있는 감염 부위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4문단에서 ‘대식 세포는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이라는 단백질을 분비해 병원
체를 제거할 다른 방어 체제를 유도한다’와 ‘사이토
카인은 혈관 내피세포에 작용하여 혈관을 확장시키
고’와 ‘케모카인은 혈관 벽에 붙은 호중구가 혈관 벽 
내피세포 사이로 빠져나와 감염 부위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
으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에서 ‘감염 부위로 이동한 
호중구는 대식 세포와 같은 방법으로 병원체를 삼킨
다’와 5문단에서 ‘세포들이 병원체를 포식하여 파괴
하는 과정에서 병원체와 함께 죽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죽거나 죽어 가는 세포나 병원체 등은 고름
의 주성분이 된다. 고름은 대식 세포에 의해 점차적
으로 제거되기도 하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에서 ‘단핵구는 혈관 벽을 통과한 
후 대식 세포로 분화하여’와 ‘병원체를 제거할 다른 
방어 체제를 유도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9.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약물을 사용한 후에는 과도한 염증 반응이 가라앉았
으므로 염증 반응 과정에서 히스타민이나 사이토카인
의 작용이 원활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적절하다.  
①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는 과도한 염증 반응이 일어
나고 있으므로 염증 반응 과정으로서 호중구가 혈관 

벽에 달라붙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②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는 과도한 염증 반응
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염증 반응 과정에서 단핵구가 
혈관 벽을 통과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적절
하지 않다. ③ 약물을 사용한 후에는 과도한 염증 반
응이 가라앉았으므로 염증 반응 과정에서 백혈구가 
감염 부위로 이동하는 일은 줄어들기 때문에 적절하
지 않다. ④ 약물을 사용한 후에는 과도한 염증 반응
이 가라앉았으므로 염증 반응 과정에서 혈관의 내피
세포들 사이가 축소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30.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 정리하기
5문단에서 ‘죽거나 죽어 가는 세포나 병원체 등은 고
름의 주성분이 된다’와 ‘혈관이 확장되면서 상처 부
위가 혈장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빨갛게 부어오르고’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고전소설]
[31~34] <출전> 작자 미상,「이화전」
31. [출제의도] 서술 방식 이해하기

‘이여백’이 자물쇠에 붙어 재생하거나 여우가 변신하
는 등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비현실적 장면을 드
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2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A]에서 ‘이여백’은 ‘이화’가 여우를 잘 처리하지 못
할 상황을 가정하여, 그렇게 되면 자신과 ‘이화’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B]에서 ‘이화’는 옷을 벗지 않는 자신의 행동에 대
한 근거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3. [출제의도] 서사 내용 파악하기
‘이여백’은 대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물쇠로 재생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이화’가 자물쇠에 붙어 재생한 ‘이여백’의 혼령을 
불러내어 고을 원님들이 죽은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혼령을 베겠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이여백’은 
자물쇠를 이용하여 재생을 이루었고, 노파로 변신한 
여우를 처치할 방법을 ‘이화’에게 알려 주었으므로 
적절하다. ④ 노파로 변신한 여우는 자신을 위협한 
‘이화’에게 복수하고자 대국으로 건너가 황제의 애첩 
귀인의 몸을 빌려 변신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대국
에서 변신하여 황제의 귀인이 된 여우가 ‘이화’를 모
함하여 황제가 ‘이화’를 대국으로 잡아들이게 했으므
로 적절하다.

34. [출제의도] 한자 성어 이해하기
‘이화’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귀인’의 상황을 표현해야 하므로 ‘몹시 두려워서 벌
벌 떨며 조심함’을 뜻하는 ‘전전긍긍(戰戰兢兢)’이 적
절하다. 
② ‘오매불망(寤寐不忘)’은 ‘자나 깨나 잊지 못함’이
라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기사회생(起死回
生)’은 ‘거의 죽을 뻔하다가 도로 살아남’이라는 뜻이
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조변석개(朝變夕改)’는 ‘계
획이나 결정 따위를 일관성이 없이 자주 고침’이라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풍수지탄(風樹之嘆)’은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읜 자식의 슬픔’
이라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고전시가]
[35～37] <출전> 이중경,「어부별곡(漁父別曲)」
35.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푸른 산’에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었으나 계절의 흐름
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전 1장>의 ‘아이고 애달플사 아이고 서러운지
고’, <전 3장>의 ‘이런들 뉘 옳다 하며 저러한들 뉘 
외다 하료’, <후 2장>의 ‘내 나이 많거나마나 머리도 
세었거나마나’, <후 3장>의 ‘푸른 산은 높고 높고 흐
르는 물은 길고 길고’ 등에서 대구를 사용하여 운율감
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전 1장>의 ‘내 
마음 둘 데 없어라’에서 화자의 슬픔을, <전 2장>의 
‘물외에 풍월강산이 내 분수인가 하노라’, <후 3장>
의 ‘산수간 한가한 사람되어 허물 없이 사노라’에서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전 
3장>의 ‘어부가 무엇 그르리’, <후 3장>의 ‘그 아니 
좋을 소냐’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연에서 
살아가는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전 2장>에서 세속적 삶을 의미하는 ‘시서’, ‘명리’와 
자연 속에서의 삶을 드러내는 ‘풍월강산’을 대조하여 
화자의 삶의 태도를 부각시키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 파악하기
㉠은 ‘그 아니 좋을 소냐’를 통해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는 ‘가고 아니 
오도다’를 통해 불변성을 지닌 ‘산’과 달리 가변성
을 지니고 있어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
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다.   
② ㉠은 무상감을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은 과거와의 단절감을 느끼게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는 화자가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는 가변성을 지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37.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전 2장>에서는 ‘처음에’와 ‘중간에’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화자의 내면을 알 수 있으나, 
<후 2장>에서는 ‘젊은 적’과 ‘날마다’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의 마음을 갖고 있는 
화자의 변하지 않는 내면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
지 않다.     
 ① <전 1장>의 ‘애달플사’, ‘서러운지고’에는 어머니
가 돌아가신 후 화자가 느낀 슬픔이 직접적으로 드러
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후 1장>의 
‘경륜을 내 아더냐’, ‘필부’를 통해 작가가 벼슬을 하지 
않은 신분으로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
다. ④ <전 3장>의 ‘어부’와 <후 3장>의 ‘한가한 사
람’을 통해 어부로 살고 있는 현재 화자의 삶의 모습
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전 3장>의 초
장인 ‘이런들 뉘 옳다 하며 저러한들 뉘 외다 하료’가 
중장의 ‘옳거나 외거나’에 집약되어 있으며, <후 3
장>의 초장인 ‘푸른 산은 높고 높고 흐르는 물은 길
고 길고’가 중장의 ‘산고수장’에 집약되어 있으므로 적
절하다.

[희곡]
[38~39] <출전> 이강백,「보석과 여인」
38. [출제의도] 등장 인물 이해하기

‘남자’는 ‘그이’가 일생을 바쳐 완전한 보석을 깎고 
난 후 한탄하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젊음을 준다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하며 ‘자, 어떻게 하시렵니까?’, 
‘계약하셔야 합니다.’처럼, ‘그이’의 선택을 부추겨서 
결국 계약을 하게 이끌어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남자’와 ‘그녀’와의 대화 중 ‘그인 계약을 어기셨습
니다.’라는 문장에서 ‘그녀’에게 ‘그이’의 상황을 전달
하고 있지만 ‘그녀’와의 관계 회복을 유도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남자’와 ‘그이’와의 대화
에서 ‘그이’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내용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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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남자’와 ‘그녀’와의 대화에
서 ‘남자’가 ‘그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남자’는 ‘그녀’에게 ‘그이’와의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9.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그녀’는 완전한 보석과 ‘그이’와의 사랑 중 ‘그이’와
의 사랑을 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그이’가 재로 변해 바람에 흩어지고 있는 결말의 
내용이 먼저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보석으
로 상징되는 현실적 가치를 이루고도 한탄하는 ‘그
이’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완전
한 사랑과 완전한 보석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싶어 
하는 ‘그이’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젊음을 조건으로 계약을 제시하는 계약 모티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현대시]
[40~42] <출전> 박두진, 「청산도(靑山道)」
                 복효근, 「버팀목에 대하여」
40. [출제의도] 작품 간 공통점 파악하기

(가)에서는 음성 상징어 ‘철철철’을 통해서 산의 짙
푸름이라는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고, (나)에서
는 음성상징어 ‘허위허위’를 통해서 화자가 힘들어 
하는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가)에서는 대상을 부르는 말인 ‘산아’를 반복하
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대상을 부르
는 말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가), 
(나) 모두에서 수미상관의 구조가 드러나지 않으므
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가)에서는 ‘향기로운 풀밭’ 등
에서 후각적 심상이 드러나 ‘산’이라는 공간의 분위
기를 형상화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후각적 심상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나)에서는 ‘-
습니다’라는 높임의 종결 표현이 드러나지만, (가)에
서는 높임의 종결 표현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
지 않다. 

4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화자가 ‘볼이 고운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보
면 ‘볼이 고운 사람’은 현재 청산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때문에 ‘볼이 고운 사람’과 화자가 청산
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금빛 기름진 햇살’에서 ‘금빛’을 통해 ‘산’의 아름
다움을, ‘기름진’을 통해 ‘산’의 풍요로움을 알 수 있
으므로 적절하다. ③ ‘티끌 부는 세상’은 ‘벌레 같은 
세상’과 함께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내는데, <보기>에서 현실을 ‘광복 직후 이념 대
립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분열되었던 시기’라고 표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산’에서 일어나는 변화
로서, ‘달 가고, 밤 가고’는 ‘소멸’의 의미를, ‘빛난 아
침 이르면’은 생성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
하다. ⑤ <보기>의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여 평화로
운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는 미래지향적인 태도’에서 
긍정적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과 소망을 확인할 
수 있고, ‘티어 올 밝은 하늘’에서 긍정적 미래에 대
한 화자의 확신을, ‘너만 그리노라’에서 긍정적 미래
에 대한 소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버팀목은 이윽고 삭아 없어지고’를 보면 ㉢은 ‘죽은 
나무’가 ‘산 나무’를 지탱해 주고 사라지는 때를 의미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빚진 채’를 보면 ㉠은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② ‘싹이 트고 다시 / 잔뿌리를 
내립니다’를 보면 ㉡은 ‘산 나무’가 ‘죽은 나무’ 덕분
에 생명력을 회복하고 있음을 드러내므로 적절하다. 

④ ‘이제는 /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
입니다’를 보면 ㉣은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의지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시점을 의미하므로 적
절하다. 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를 보면 ㉤은 ‘산 나무’와 ‘죽은 나무’를 통해 ‘나’가 
얻은 깨달음을 실천하게 되는 때를 의미하므로 적절
하다.

[현대소설]
[43~45] <출전> 선우휘,「불꽃」
43.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현’과 ‘고노인’의 내적 독백을 활용하여 인물의 의식
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파악
하기
‘나머지 한 알의 탄환’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려는 인물의 결심이 
나타난 소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조상의 뼈다귀를 메고 다’니는 것은 고노인이 사
회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자신의 ‘혈통’
과 ‘조상’을 우선으로 생각한 행동이므로 적절하다. 
② ‘모두가 기정의 숙명에서 벗어나 있다는 해방감’
을 통해 고노인이 느낀 ‘새로운 감정’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살아본 일이 없지 아니한가’
라고 생각한 현은 과거 자신의 삶을 ‘도피’와 ‘외면’
의 삶이라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현은 
‘가엾은 연호’가 전쟁으로 인해 죽었다고 생각하므로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동굴’은 현이 ‘동굴’에서 죽은 아버지의 삶을 떠올리
고 자신의 지난 삶을 성찰하며 의식 변화를 이루어간
다는 점에서 과거와 현재를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꽃밭’은 ‘검은 구름과 휘몰아칠 폭풍’과 같은 부정적 
현실을 외면했던 현의 삶을 상징하므로 적절하다.



5
로그인/회원가입 필요없는 학습자료 무료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 2교시 수학 영역 •

1 ④ 2 ② 3 ① 4 ⑤ 5 ③
6 ① 7 ④ 8 ② 9 ② 10 ③
11 ② 12 ④ 13 ④ 14 ③ 15 ⑤
16 ① 17 ⑤ 18 ① 19 ③ 20 ⑤
21 ③ 22 7 23 12 24 10 25 18
26 8 27 25 28 11 29 16 30 106

1. [출제의도] 집합의 연산 이해하기
∩  이므로 모든 원소의 합은   

2. [출제의도] 다항식 계산하기
   

3. [출제의도] 복소수 계산하기
  에서   

   

4. [출제의도] 무리함수의 그래프 이해하기
 의 그래프가 점   을 지나므로 
 

따라서   

5. [출제의도] 이차부등식 이해하기
 

 

∴   

따라서 정수 의 개수는 

6. [출제의도] 복소수의 성질 이해하기
   에서
 

  


  

 

따라서   

7. [출제의도] 등차수열의 합 이해하기
등차수열 의 첫째항이 , 공차가 이므로
 

××
  

8. [출제의도] 유리함수의 그래프 이해하기











의 점근선은

두 직선   ,   

유리함수  

 의 점근선은 
두 직선   ,   이므로  ,   

따라서   

9. [출제의도] 무리식 이해하기







    

  



따라서   일 때 구하는 값은 

10. [출제의도] 사차방정식 이해하기



 에서

  라 하면 
  

 

 이므로


 

∴    또는    또는   

  의 판별식을 라 하면
    이므로
  은 허근을 갖는다.
따라서 모든 실근의 곱은 ×  

11. [출제의도] 명제의 충분조건 추론하기
조건 가    이므로
조건 의 진리집합은      

조건 가    이므로
조건 의 진리집합은    

조건 가 조건 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므로 ⊂

  





≤ 이고 ≥ 에서 ≥ 이고 ≥ 

∴ ≥ 

따라서 의 최솟값은 

12. [출제의도] 선분의 내분점 이해하기
A   , B 를 잇는 선분 AB를   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는 


××


×× 
즉,  

 이므로   , 


 

∴  ,   

따라서   

13. [출제의도] 유리식을 이용하여 실생활 문제해결하기
의 가로의 길이는 , 세로의 길이는 , 
광원의 높이는 이고, 
 의 가로의 길이는 , 세로의 길이는 , 
광원의 높이는 이므로 
의 실지수는 






 의 실지수는 





 ×

  
따라서  의 실지수가 의 실지수의 배이므로
 

14. [출제의도] 다항식의 인수분해 이해하기
다항식 을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하면

        

         
            

          
        

 

∴  ,   ,   

따라서  

15. [출제의도] 집합의 원소 추론하기
조건 (가)에서 
∩   이므로 ∉ , ∈ , ∉

조건 (나)에서 
집합 의 모든 원소의 합  가 홀수이므로 
집합 는 집합 의 원소 중 홀수인 , , ,  
중에서 개 또는 개를 원소로 가져야 한다. 
∉ , ∉이므로 집합 는 ,  중
개만을 원소로 가져야 한다. 
두 조건 (가), (나)를 만족시키면서 
 가 최대가 될 때는 집합 의 원소 중 
짝수인 , 을 원소로 갖고, 홀수인 을 원소로 
가질 때이다.
즉,     일 때  가 최대가 된다.
따라서  의 최댓값은 
  

16. [출제의도] 부등식의 영역을 활용하여 문제해결하기
연립부등식 

 ≤

≤ 
을 만족시키는 영역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면 그림의 어두운 부분과 같다. 

O









  

 

 





  라 하면 
직선   는 기울기가 이고 절편이 이다.
이 직선을 주어진 부등식의 영역과 만나도록 
평행이동하면서 의 값의 변화를 조사하면 
직선   가 점   을 지날 때 
최댓값을 갖고, 
직선   와 원  이 제사분면에서 
접할 때 최솟값을 갖는다.
  × 에서   

∴ 

원의 중심   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므로 



 , 

∴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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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출제의도]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의 관계 추론하기
두 함수    ,   의 그래프가 
두 점 A, B에서 만나므로 
방정식  의 해는   또는  

 이므로 
 (  )라 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    

 

  

 이므로   

 

   또는   

 이므로   

   

∴  ,   ,  

따라서    

18. [출제의도] 대칭이동 활용하여 문제해결하기
점 C  을 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은 
C′  이고, 점 D 을 직선   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은 D′  
CEC′E , FDFD′ 이므로
CEEFFDC ′EEFFD′≥C′D′
CEEFFD의 값이 최소일 때는
점 E, F가 두 점 C ′ , D′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을 때이다.

O



A
E

C

C ′

D

D′

B

F

두 점 C′   , D′  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   





따라서 CEEFFD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E의 좌표는 

19. [출제의도] 함수의 합성 이용하여 그래프 추론하기
 이고
  의 그래프가 직선   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   또는  

O









  

 







  

 을 만족시키는 의 값을 , 라 하고 
 를 만족시키는 의 값을 , 라 하면 
과 , 과 는 각각 직선   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  

따라서   

20. [출제의도] 이차함수와 직선의 관계 추론하기 
ㄱ. 임의의 실수 에 대하여  이므로

 

  (참)
ㄴ.  이 모든 실수 에 대하여 

성립하므로   의 판별식을 라
하면 


 

  ≤

∴    (참)
ㄷ.  

  
 






이므로

   함수   의 그래프의 꼭짓점의 좌표는



이고, 

직선   의 절편은 이므로
   


 




 


 (∵  )

 


≥

   


 이므로 
함수   의 그래프의 꼭짓점의 좌표는
직선   의 절편보다 크다. (참)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

21. [출제의도]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하여 문제해결하기
구하는 순서쌍   의 개수는 조건 (가), (나)를 
만족시키는 좌표평면 위의 점   의 개수와 같다. 
  이므로 점   는 제사분면 또는 
제사분면 위의 점이다.
조건 (가)에서  ≤≤ ,  ≤≤  
조건 (나)에서 점   가 제사분면 위에 있을 때
≤ 이므로 ≤ 

 을 만족시키는 점이고, 
점   가 제사분면 위에 있을 때
  이므로   

 (∵   )을 만족시키는 
점이다.











O









그림과 같이 점   는 부분과  부분에 있는 
점이다. (단, 점선과 축, 축은 제외한다.) 
부분과  부분의 좌표와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는 서로 같으므로 조건 
(가), (나)를 만족시키는 점   의 개수는
와  로 이루어진 부분의 좌표와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와 같다. 
  (≤ ≤  는 정수)일 때 좌표가 
정수인 점은    ,    ,    , ⋯,  
이므로 개이다. 
  , , , ⋯, 이므로 구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 

따라서  


 

 

22. [출제의도] 등차수열 이해하기
등차수열 의 공차를 라 하면
  

 

따라서   

23. [출제의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해하기
점   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



  

24. [출제의도] 절대부등식 이해하기
 이므로 



≥ 

×


 

(단, 등호는  일 때 성립한다.)
따라서 최솟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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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출제의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해하기
직선   와 평행하고 
절편이 인 직선의 방정식은   

직선   가 원  에 접하므로
원의 방정식  에   를 대입하면
 

  의 판별식을 라 하면



  

따라서  

26. [출제의도] 연립이차방정식 이해하기
   ⋯⋯ ㉠
  ⋯⋯ ㉡

㉠, ㉡에서  

  

 

∴    또는   

㉠에서   일 때   ,
  일 때   

∴   ,    (∵   ,   )
따라서 ×  

27. [출제의도] 등비수열 추론하기
공비를 라 하면   ,   







    

 






∴  


따라서  

28. [출제의도] 나머지정리를 활용하여 문제해결하기
  ⋯⋯ ㉠
  ⋯⋯ ㉡
㉠, ㉡에    

 를 각각 대입하면

  


,  





 이므로 




 





∴    (∵ ≠)
그러므로   

이므로 
 
∴   

이므로 


∴   

따라서    

 

29. [출제의도] 역함수를 활용하여 문제해결하기
은 
  

  

  

  

 ,  ,  

함수 의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일대일대응이어야 
하므로 
 ,  ,  이고 
  또는  , 
  또는  , 
  또는  , 
  또는  이다.
따라서 집합 의 개수는 ××× 

30. [출제의도] 직선의 방정식을 활용하여 문제해결하기

O



A

BC










D

E

F

G

직선  , 이 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D , E라 
하고 점   를 F라 하자. 정사각형 OABC의 
넓이가 이므로 삼각형 DEF의 넓이는 
∴ DE

직선 이 축과 만나는 점을 G라 하면 
사각형 OGFE의 넓이 는 삼각형 OGF와 
삼각형 OEF의 넓이의 합과 같으므로 
OEOG이다.
OG이므로 OE, OD

∴ D  , E  

직선 은 두 점 D , F를 지나므로 
직선 의 기울기는 



직선 은 두 점 E, F를 지나므로 
직선 의 기울기는 

  
두 직선 과 의 기울기의 곱은 



×

 이므로



 





≤ ≤ 이므로  일 때 최댓값  


 일 때 최솟값 
 를 갖는다.

∴    

 ,    



따라서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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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교시 영어 영역 •

1 ① 2 ② 3 ③ 4 ① 5 ③
6 ④ 7 ② 8 ① 9 ③ 10 ④
11 ⑤ 12 ④ 13 ② 14 ② 15 ⑤
16 ⑤ 17 ③ 18 ① 19 ① 20 ③
21 ⑤ 22 ① 23 ① 24 ⑤ 25 ③
26 ④ 27 ⑤ 28 ③ 29 ② 30 ⑤
31 ⑤ 32 ④ 33 ① 34 ② 35 ③
36 ② 37 ⑤ 38 ③ 39 ② 40 ④
41 ① 42 ② 43 ④ 44 ④ 45 ④

[듣    기]

1.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W: Hi, Daniel! You look so happy. What’s up?
M: I got this bicycle from my uncle for my 

birthday present.
W: Wow, it’s awesome! Can I ride it?
M:
[어구] present 선물 

2.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M: Cindy, I heard you have a job interview this 

afternoon.
W: Yes, Dave. Can you give me some advice?
M: Sure. Smile to make a good first impression.
W:
[어구] first impression 첫인상

3. [출제의도] 담화의 목적 파악하기
[Chime bell rings.]
M: Attention, Villton High School students. This 

is Steve, your P.E. teacher. As we announced 
before, Sports Day will be held this Friday. 
But, according to the weather forecast, it’ll 
rain on Friday afternoon. So we have to 
change the order of some activities. Instead 
of the original schedule, we’re going to have 
soccer and the relay on the playground in the 
morning. Then, we’re going to play basketball 
and volleyball in the afternoon, because they 
can be played indoors while it’s raining. 
Please don’t forget this change. Thank you for 
listening.

[어구] announce 발표하다 playground 운동장
4. [출제의도] 대화의 주제 파악하기

W: Hey, Chris. What are you doing?
M: Hi, Laurie. I’m making my study plan.
W: Oh, really? I’ve never tried it before. Is it 

useful? 
M: Sure. It helps make clear what to study.
W: But doesn’t it take too much time? 
M: Not at all. Thanks to my study plan, I can 

manage my time better for each subject. 
W: You mean you can make the most of your 

time? 
M: Exactly. It also reminds me of important 

things like homework or tests. 
W: I see. It would be useful to make a study 

plan.
M: Of course. I recommend you make your own 

study plan.

W: Okay. I’ll do it.
[어구] remind 상기시키다

5. [출제의도] 화자의 관계 추론하기
M: Hello, Linda. Time went by quickly.
W: I know. It’s already our last lesson.
M: Why don’t we drive on the highway to Central 

Shopping Mall today?
W: Highway? Do you think I can do it?
M: Of course. Your driving has improved greatly. 

You’ve been practicing a lot.
W: But I’m still afraid of other cars quickly 

passing next to mine.
M: Just stay calm and focus on your own driving.
W: Okay. I hope I can overcome my fear of 

driving.
M: I believe you will. You’re doing much better 

than the other learners I’m teaching.
W: Thank you. 
M: Now let’s start today’s lesson.
W: Okay, I’m ready.
[어구] highway 고속도로 overcome 극복하다

6. [출제의도] 대화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W: Hi, Simon. This is the Earth Day poster I 

drew yesterday. 
M: It looks nice. 
W: Thanks. What do you think of the title, ‘Save 

Our Planet’ at the top of the poster?
M: I like it. Is that the earth in the center?
W: Yes, it is. It has two hands.
M: What’s the meaning of the tree on one hand 

of the earth?
W: It means the earth needs more trees. 
M: That’s nice. What does the water drop on the 

other hand mean?
W: The water drop? It means saving water is 

important for the earth.
M: I see. Oh, how cute the three people at the 

bottom are!
W: They really are.
[어구] water drop 물방울

7. [출제의도] 대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Cell phone rings.]
M: Hello, Joy. Are you coming to the concert hall 

now?
W: I’m so sorry for being late, Alan. I’m in the 

taxi. 
M: What happened? 
W: I left my purse at home, so I had to go back. 
M: Really? When can you arrive here?
W: Luckily, I can make it before the concert 

starts.
M: Good to hear that. Guess what? I’m standing 

in line to buy the band’s special music album 
that’s only sold here.

W: Oh, my! I want that, too. 
M: Do you want me to buy one for you? 
W: Can you do that?
M: Sure. What are friends for!
[어구] stand in line 줄 서다

8. [출제의도] 대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W: Good morning. Welcome to our blood donation 

center. 
M: Hello. Do I have to wait long to donate?

W: Not really. Let me check your information 
while you’re waiting.

M: Okay. Should I show you my ID card?
W: Yes, please. [Pause] All right. You’re old 

enough to donate blood. 
M: Yeah. I’ve done this before.
W: When was the last time you donated?
M: I did it three months ago.
W: Good. Are you taking any medicine right now?
M: I took some cold medicine this morning. Will 

that be a problem?
W: I’m afraid so. You cannot donate today. 
M: Really? Okay. I’ll come back later, then.
[어구] blood donation 헌혈

9. [출제의도] 대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M: Hello. What can I do for you?
W: I’m looking for a gift for my son’s graduation. 
M: Great. How about this wallet? This is a 

bestseller in our store.
W: Wow! How much is it?
M: Its original price is $100, but it’s 20% off 

this week. 
W: Good, I’ll take it. Can you recommend 

something for my husband as well?
M: What about this belt?
W: Well, how much does it cost?
M: It’s not on sale, but it’s just $50.
W: That seems reasonable. Then I’d like to buy 

it.
M: So you’re buying both a wallet and a belt, 

right? I’ll gift-wrap them for you.
W: Thank you. Here’s my credit card.

[어구] graduation 졸업 recommend 추천하다
10. [출제의도] 대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W: Andrew, did you hear about Susan Moore’s 
special lecture?

M: You mean the famous career counselor?
W: Right. At the city library, she’ll talk about 

choosing a career. 
M: When will it be?
W: On December 1st at 7 p.m. Why don’t we go 

together?
M: Sure, why not? I’ve been thinking about my 

future career.
W: Me, too. I heard it’s open to all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M: Sounds good. Do we have to sign up?
W: Yes. We should fill out an application form on 

the library website.
M: Let’s do it right now.
W: Okay.

[어구] counselor 상담가
11. [출제의도] 담화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Chime bell rings.]
W: Hello, students. This is your science teacher, 

Ms. Smith. Are you interested in stars? If so, 
come and participate in the Starry Night 
Event on October 7th. As you know, it’s one 
of the most popular events in our school. It’ll 
be held on the school playground. You can 
enjoy watching stars with telescopes from 9 
p.m. to 11 p.m. It’s cold at night, so bring a 
blanket. Snacks and drinking water will be 
provided for all participants. If you wa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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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e, come to the science lab before 
September 30th. Only students who sign up in 
advance can participate. Join us for a night 
under the stars, and let’s explore the night 
sky together.

  
[어구] telescope 망원경

12. [출제의도] 대화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M: Honey, look at these sofas on this website.
W: Are you going to buy our new sofa online?
M: Yes, the prices are reasonable here.
W: They surely are! Let’s choose one. But I 

don’t want to pay over $700.
M: I agree. Let’s see.... This two-person sofa 

looks big enough for us.
W: I don’t think so. A bigger one would be better 

in case we have some guests.
M: Well, then we need a sofa for at least three 

or four people. Which material do you prefer, 
fabric or leather?

W: I’d like a leather one, because it’s easy to 
clean.

M: Okay, we have two options left. Which color?
W: I think a darker one would go well with our 

living room.
M: Yes, let’s buy it.

[어구] fabric 직물 leather 가죽
13.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W: Hey, Jason. 
M: Hi, Alice. The weather is nice, isn’t it?
W: It is. So I brought a camera with me to take 

some pictures in the park.
M: Really? You’re not going to believe this, but 

there’s a photo contest today.
W: What contest?
M: I saw an advertisement at the entrance of the 

park.
W: What’s it about?
M: The theme is ‘A Man in the Park.’ There are 

amazing prizes like a laptop.
W: Wow! How do I apply for that?
M: You just have to hand in a photo by 6 p.m. to 

the park office.
W: Really? It’s already 4 o’clock now. I have to 

find a model for my photo. 
M:

   
[어구] advertisement 광고

14.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Phone rings.] 
M: Hello.
W: Michael. It’s me, Chloe. How’s your history 

report going?
M: I’m done writing it. How’s yours?
W: I’ve just finished printing it. Wasn’t it hard to 

find information for the report?
M: Yes. I spent a lot of time searching for the 

proper sources for my topic.
W: Same here. Did you finish printing it out, too?
M: Now, I’m doing it. [Pause] Oh, no!
W: What’s the matter? 
M: My printer is not working again. I think I 

have to take it to the service center.
W: You should. But, don’t we have to submit the 

printed report tomorrow?
M: Right. I don’t know what to do with the 

report.
W:

[어구] submit 제출하다

15. [출제의도] 담화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 고르기 
M: Tony and Emily are a newly married couple. 

They move into a new house and plan to 
have a housewarming party with their friends. 
They prepare some food for the party. 
Everything looks ready. The only thing left is 
taking out the main dish from the oven. But 
just before their friends arrive, Tony finds out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e oven timer, 
and the dish is burnt. Tony and Emily feel 
embarrassed. They have to do something right 
away. So Emily suggests to Tony that they 
order delivery food.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Emily most likely say to Tony?

Emily:

[어구] embarrassed 당황한
16~17 긴 담화 듣기

[Chime bell rings.]
W: Good evening. This is the office manager of 

the apartment building. Vacation season is just 
around the corner. Are you planning a trip? If 
so, before you leave, make sure to do these 
things to keep your home safe. First, turn off 
all electrical devices such as computers and 
televisions. Pull the plugs to avoid an 
unexpected fire. Second, stop newspaper 
delivery in order not to reveal your absence. 
If that’s not possible, ask your neighbor to 
pick up the newspaper for you. Third, lock 
your windows so as not to be a target for 
criminals. Homes with unlocked windows are 
more likely to be broken into. Last, move 
expensive items like necklaces or watches to 
a safe place. By checking these things before 
traveling, you can enjoy your trip without 
worry.

[어구] absence 부재 criminal 범죄자 

16. [출제의도] 담화의 목적 파악하기
17. [출제의도] 담화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읽    기]

18. [출제의도] 글의 목적 추론하기
[해석] 친애하는 Denning 씨,
Redstone 음악 예술 센터의 이사회 위원으로서 역할
을 하게 된 것은 저에게 큰 만족을 주며, 이사회가 
저를 부회장으로 추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 주셔
서 영광입니다. 그러나 저의 업무 일정이 매우 예측 
불가능해져서 저는 그 추천을 거절해야만 합니다. 저
는 음악 예술 센터가 부회장으로부터 받아야 할 시
간과 에너지를 제가 줄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
습니다. 당분간 그럼 저는 이사회 일반 위원으로서 
계속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부디 저의 정
중한 거절을 나머지 이사회 위원들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Jason Becker 올림 
[어구] satisfaction 만족 recommend 추천하다 
vice president 부회장 unpredictable 예측 불가능한 

19. [출제의도] 주인공의 심경 추론하기
[해석] Amy가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을 
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나아갔다. Dr. 
Wilkinson이 다섯 명의 최우수 의대 졸업생 각각에
게 금메달을 달아 주고 있었다. 그는 Amy와 악수를 
했고 그녀에게 그녀의 성취를 축하해 주었다. Amy
는 자신의 학교에서 다섯 명의 최우수 의대 졸업생 
중 한 명으로 호명되어 매우 기뻤다. Amy는 자신의 
학문적 성과에 만족하고 자신의 성공에 기뻐하며 자
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우수상을 이제 받았다. 이 특
별한 인정은 그녀가 자신의 일생의 꿈인 헌신적인 
의사가 되는 것을 계속해서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었다.
[어구] accomplishment 성취 recognition 인정  
fulfill 실현하다 dedicated 헌신적인

20. [출제의도] 필자의 주장 추론하기
[해석]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이 화자의 말을 여러분
이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방해하게 두지 마라. 여러분
은 화자가 하고 있는 말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원한다. 여러분이 휴대전화를 받
고 화자를 기다리게 한다면 그 메시지는 공허하게 
들릴 것이다. 대화 중에 여러분의 휴대전화가 울린다
면, 전화를 받고 싶은 충동을 물리쳐라. 무슨 영문인
지, 대부분 사람들은 울리는 전화를 받아야 한다고 
느낀다. 여러분의 휴대전화가 울리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
는다. 긴급한 전화는 거의 없다. 메시지가 남겨져 있
지 않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러한 경우이다. 그리고 
메시지가 남겨져 있다면 일단 여러분의 대화가 끝나
고 보통 몇 분 내에 그것을 들을 수 있다. 기술 사용
이 능숙한 요즘 세상에서도 대화 중에 전화를 받는 
것은 무례한 일이다.
[어구] attentive 주의 깊은 ring hollow 공허하게 들리다 
urge 충동 disrespectful 무례한

 
21. [출제의도] 글의 요지 파악하기

[해석] 한 그루의 나무를 상상해 보라. 이 나무가 인
생이라는 나무를 나타낸다고 가정하자. 이 나무에는 
열매가 있다. 인생에서 우리의 열매는 우리의 결과로 
불린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우리의 결과)를 보고 
우리는 그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충분하
게 있지 않거나 너무 작거나, 또는 맛이 없다. 그래
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 같은가? 우리 대부분은 훨
씬 더 많은 관심과 초점을 열매, 곧 결과에 둔다. 그
러나 그런 특정한 열매를 실제로 만들어 내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 열매를 만들어 내는 것은 바로 
씨앗과 뿌리이다. 땅 위에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은 바
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다.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것
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열매를 바꾸고 싶다면 
우선 뿌리를 바꿔야 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여러분이 
보이는 것을 바꾸고 싶다면 우선 보이지 않는 것을 
바꿔야 한다.
[어구] represent 나타내다 seed 씨앗 root 뿌리 
invisible 보이지 않는

22. [출제의도] 글의 주제 추론하기 
[해석] 어떤 사람은 학생들의 지나친 자신감에 대해 
걱정할 이유라도 있는지 궁금해할지 모른다.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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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은 자주 긍정적인 특성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연구는 학교에서 성공할 자신들의 능력에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이 덜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보다 학업 
시험에서 더 잘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렇
긴 하지만, 교실에서 지나치게 자신감 있는 것으로부
터 부정적인 결과도 생겨난다. 대학에서 성공할 자신
의 능력을 과신하는 학생들은 더 적당한 기대감을 
가진 학생들보다 결국 더 단절됨과 환멸을 느끼게 
된다. 지나친 자신감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시
험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더 공부할 필요가 없다
는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둘 수도 있다. 학습에서 자
신의 진척에 관해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는 학생들
은 자신의 지식에 대해 오류가 더 생기기 쉬운 관점
을 가진 학생들보다 더 효과적인 공부 습관을 사용
하고 시험을 더 잘 보는 경향이 있다.
[어구] stem from ~에서 생기다 disillusioned 환멸을 느끼는 
error-prone 오류가 생기기 쉬운

23. [출제의도] 글의 제목 파악하기
[해석] 스포츠 역사상 그리고 우리의 ‘이기는 것이 
전부’인 문화에서, 경쟁한 모든 게임이나 모든 경기 
혹은 모든 선수권 대회에서 이긴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이 역사상 최고라고 부르는 훌륭
한 테니스 선수인 Roger Federer는 기록적인 17개
의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따냈다. 하지만 그는 60회가 
넘는 그랜드슬램 대회에 출전했다. 따라서 아마도 가
장 훌륭한 그 테니스 선수는 출전 횟수 중 3분의 2
가 넘게 실패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를 실패자가 아
니라 오히려 챔피언으로 생각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계산상 그가 성공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실패했다
는 것이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든 마찬가지
이다. 실패는 성공에 선행한다.　실패가 과정의 일부
라는 것을 그저 받아들이고 그것을 계속해 나아가라.
[어구] championship 선수권 대회 plain 분명한 
precede 선행하다 

24. [출제의도] 도표의 내용 파악하기
[해석] 위 도표는 2014년과 2015년에 18세부터 34
세까지 사용자의 다섯 가지 다른 기기를 이용한 주
간 평균 비디오 시청 시간을 보여 준다. TV를 이용
한 평균 비디오 시청 시간은 1,600분이 넘어서, TV
는 2014년과 2015년에 다섯 가지 중 가장 많이 사
용된 기기가 되었다. TV에 연결하는 기기들은 두 해 
모두 2위를 차지했고, PC 비디오가 그 다음이었다.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스마트폰 비디오는 한 시
간 미만의 주당 평균 비디오 시청 시간으로 가장 적
게 사용된 기기였다. TV를 제외하고 나머지 네 가지 
기기들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된 시청 시간
을 보여 주었다. 2014년의 그것(태블릿 비디오 시청 
시간)과 비교했을 때, 태블릿 비디오 시청 시간은 
2015년에 두 배가 넘었다.  
[어구] device 기기 rank (순위, 등급 등을) 차지하다
exception 제외 double 두 배가 되다

25.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해석] Dorothy West는 1907년 6월 2일에 태어났
고, 할렘 르네상스 작가 중 한 명으로 기억된다. 
West 작품의 소재는 주로 부유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의 삶에 초점이 맞춰졌다. 1948년 출판된 그녀의 첫 
소설 ‘The Living Is Easy’는 평론가들로부터 긍정적
인 반응을 얻었지만, 많은 독자를 끌어들이는 데 실
패했다. 그녀는 1950년에 두 번째 소설 ‘The 
Wedding’을 썼지만, 출판업자를 찾지 못해 그것을 
미완으로 두었다. Jacqueline Onassis는 Martha’s 
Vineyard의 지역 신문인 ‘Daily News’에 West가 기

고해 왔던 단편 소설들에 주목했다. Onassis는 West
가 그녀의 소설을 완성하도록 독려했고, 그 후 그녀
의 편집자 역할을 했다. 그녀의 두 번째 소설은 
1995년에 출판되었고 Oprah Winfrey가 제작한 텔레
비전 영화로 만들어져, 1998년에 방송되었다. West
는 1998년 8월 16일에 사망했다.
[어구] subject matter 소재 primarily 주로 
critic 평론가 air 방송하다

26.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해석] Sunshine Bus Tour
    
Sunshine Bus Tour는 Carmel의 가장 유명한 장소들
을 즐기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20개의 
정류장 어디에서나 타고 내려서 Carmel의 관광 명소
들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4시
∙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월요일에는 휴업

요금
∙ 성인 20달러
∙ 어린이(14세 미만) 10달러
* 관광 명소 입장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지
∙ 승차권은 첫 사용으로부터 24시간 동안 유효합니다.
∙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어구] tourist attraction 관광 명소 admission 입장(료)  
valid 유효한 

27.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해석] Crocodile Zoo    

악어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동물원에는 
15종이 넘는 악어 종을 대표하는 악어가 100마리 넘
게 있습니다.

특별 체험 활동
새끼 악어 안아 보기
악어에게 먹이 주기
* 안전을 고려하여, 활동 참가자는 16세가 넘어야 합니다.
 
운영 시간
매일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개장
크리스마스에는 휴업

입장료 
성인(16세 이상) 10달러
어린이(3세 ~ 15세) 7달러
* 입장료의 10퍼센트는 저희 악어 보호 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주의
안전상의 이유로, 저희 시설 안에 애완동물의 입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구] species 종 participant 참가자 
conservation 보호, 보존 

28. [출제의도] 어법상 틀린 표현 고르기
[해석] 물에 대한 향상된 소비자 의식이 가장 많은 
물을 절약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일지 모르지만, 그것
이 소비자들이 물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
법은 아니다. 기술이 이전보다 더 빠르게 진보하면

서, 소비자들이 물을 더 절약하기 위해 자신의 가정
에 설치할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이 있다. 35개가 넘는 
고효율 변기 모델이 오늘날 미국 시장에 있으며, 그
것들 중 일부는 물을 내릴 때마다 1.3갤런 미만을 사
용한다. 200달러에서 시작하는 이 변기들은 가격이 
적당하고 일반 소비자가 일 년에 수백 갤런의 물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장 효율이 높다고 
공식적으로 승인된 기기들은 소비자가 알 수 있게 
Energy Star 로고가 붙어 있다. 그런 등급의 세탁기
들은 40갤런을 사용하는 구형 제품에 비해, 1회 세
탁 시 18에서 25갤런의 물을 사용한다. 고효율 식기 
세척기는 훨씬 더 많은 물을 절약한다. 이런 기계들
은 구형 모델보다 물을 50퍼센트까지 덜 사용한다.
[어구] consciousness 의식 install 설치하다 
approve 승인하다 alert 알리다 
[해설] 두 개의 절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③ them의 
자리에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관계사 which가 오는 
것이 어법상 적절하다.

29. [출제의도] 문맥에 맞는 적절한 어휘 고르기
[해석] 느낌과 감정은 매일의 의사 결정에 매우 중
요하다. 신경과학자인 Antonio Damasio는 감정 체계
에 손상을 입힌 뇌 부상을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완
벽하게 정상인 사람들을 연구했다. 결과적으로, 그들
은 세상 속에서 효과적으로 결정을 내리거나 기능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어야 
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있었지만, 어디에 살
고, 무엇을 먹고, 어떤 제품을 사서 사용할지는 결정
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의사 결정이 이
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의 핵심이라는 보편적 믿음
에 반한다. 그러나 최신 연구는 정서적 체계가 여러
분이 좋고 나쁜 것 사이에서 빨리 선택하도록 돕고, 
고려해야 할 것들의 수를 줄여주면서 여러분의 의사 
결정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 준다.
[어구] neuroscientist 신경과학자 contradict 반하다 
rational 이성적인 critical 결정적인

30. [출제의도] 지칭하는 대상 파악하기
[해석] 한번은 내가 Cassil 할아버지 농장에 있었는
데 그때 그는 새 비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러 가
려던 참이었다. 내 사촌과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그 
강아지를 데리러 갔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우리는 
그를 뭐라고 이름 지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
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름을 불러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 강아지를 Blaze라고 
이름을 부르기로 정했다. Blaze는 매우 좋은 강아지
임이 밝혀졌고, 그와 나는 자라면서 좋은 친구가 되
었다. 나는 Blaze를 보고 그와 농장 주변에서 뛰어 
놀기 위해 매주 할아버지 댁에 가기를 기대했다. 하
지만 어느 일요일 우리가 할아버지 댁에 갔는데, 그
가 사라졌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친구가 그 강아지를 
좋아해서, 그가 강아지를 줘버렸다고 말씀하셨다. 나
는 Blaze를 다시 보지 못했고, 그를 많이 그리워했
다.
[어구] look forward to ~를 기대하다 miss 그리워하다

31.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사람들은 자신들이 쉽게 얻을 수 없는 사람
이나 사물에 이끌린다. 사물의 경우, 사람들은 원하
는 물건이 그들의 손에 닿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더 
이끌린다. 원하는 물건이 마침내 얻어지면, 그 물건
에 대한 매력은 빠르게 감소한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이러한 현상의 좋은 예를 제공한다. 아이들이 일 년 
내내 원했던 장난감은 트리 아래 선물 상자에서 꺼
내진 후 며칠 뒤에 버려진다. 그 현상은 사람들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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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작용, 특히 관계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도 유효
하다. 일반적인 데이트 규칙에는 과학적 가치가 있
다. 사람은 장기적인 관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
에게 자기 자신을 항상 쉽게 만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일정 정도의 만날 수 없음이 여러분을 더욱 
신비롭고 도전적인 존재로 만들어 줄 것이다.  
[어구] attract (마음을) 끌다 obtain 얻다 
hold true (규칙·말 따위가) 유효하다 target 목표로 하다

32.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우리가 더 행복하고 긍정적일 때 우리는 더 
성공적이게 된다. 예를 들어, 진단을 내리기 전 긍정
적인 기분이 된 의사는 중립적인 상태의 의사에 비
해 거의 세 배 더 높은 사고력과 창의력을 보이고, 
그들은 정확한 진단을 19퍼센트 더 빠르게 내린다. 
낙관적인 판매원이 비관적인 판매원보다 56퍼센트 
더 많이 판매한다. 수학 성취 평가를 보기 전 기분이 
좋아진 학생들은 그들의 중립적인 (기분의) 또래들
보다 훨씬 더 잘한다. 우리의 두뇌는 그것들이 부정
적이거나 심지어 중립적일 때가 아니라 그것들이 긍
정적일 때 최상의 상태에서 기능하도록 말 그대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어구] diagnosis 진단 neutral 중립적인 
literally 말 그대로

33.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질문은 관심을 전달하지만, 때때로 그것들이 
전달하는 그 관심은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것과
는 별로 관계가 없다. 때때로 주의가 분산되는 것이 
분명하다. 만약 여러분이 휴가 중에 경험했던 모든 
불쾌한 것들을 친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녀가 여러
분이 어디에 머물렀는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면서 
방해한다면 여러분은 (그녀가) 경청하고 있다고 느
끼지 않을 것이다. 어떤 때에는 사람들이 잘 듣고 있
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화를) 주도하려고 하지 않고
는 못 배긴다. 이런 청자들은 우리의 경험에 자기 자
신들의 이야기 구조를 강요한다. 그들의 질문은 우리
의 이야기가 그들의 대본에 들어맞아야 한다고 가정
한다. “문제들은 부정되거나 사라지게 해야 해.”, “모
든 사람은 함께 있어야 해.”,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사람들에게는 맞서야 해.” 우리의 문장을 끝내고, 우
리에게 질문을 퍼붓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듣고 
싶은 것들을 말하도록 우리에게 강요함으로써, 통제
하려는 청자들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할 우리의 
권리를 침해한다.
[어구] interrupt 방해하다 narrative 이야기(의) 
confront 맞서다 violate 침해하다

34.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불안할 때 여러분의 불안함과 관련된 자극의 
인지된 위협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분이 일반적으로 마주치고 보통은 두려움을 유발하
지 않을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한다(두려움을 유발
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이킹하는 도중에 뱀과 
마주치면, 해가 있지 않더라도 불안함이 생기고 여러
분이 경계 태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오솔길을 따
라 더 가다가 여러분이 평소에 무시할지도 모르는 
짙은 색의 가늘고 휘어진 나뭇가지를 땅 위에서 발
견하면, 여러분은 이번에는 순간 그것을 뱀으로 간주
할 것이고, (이것이) 두려움의 감정을 유발한다. 마
찬가지로, 여러분이 테러 경보가 흔한 곳에서 살고 
있다면 해가 되지 않는 자극이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뉴욕시에서 경계 수준이 올라갈 때 지하철
의 빈 좌석 아래 남겨진 소포나 종이봉투가 큰 걱정
을 유발할 수 있다.

[어구] threat 위협 stimulus 자극 trigger 유발하다 
parcel 소포

35. [출제의도] 글의 순서 파악하기
[해석] 민간 항공사 조종사들이 과거에 그랬듯이 지
도를 보면 여러분은 암스테르담에서 도쿄로 가는 가
장 좋은 방법은 지중해 노선이라고 알려진 것을 따
라서 동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결론 내릴지도 
모른다. (B) 하지만 지도 대신 지구본을 보면, 여러
분의 관점이 바뀔지도 모른다. 지중해 노선상 동쪽으
로 가기보다는 암스테르담에서 도쿄로 가는 민항기
는 이제 북쪽으로 비행한다! 그것이 맞다. (C) 대략 
1,500마일을 절약하기 위해, 그들은 ‘북극 항공로’라
고 알려진 것을 택해, 북극을 넘어 알래스카로 비행
하고 그러고 나서 서쪽을 향해 도쿄로 비행한다! 여
기에서 교훈이 무엇인가? (A) 여러분이 목표를 정한 
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되, 아마도 
다른 관점에서 그 목표를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찾아라. 이 접근 방식은 때때로 
‘재구성’이라고 알려져 있다.
[어구] navigator 조종사 Mediterranean 지중해의 
perspective 관점 roughly 대략 

36. [출제의도] 글의 순서 파악하기
[해석] 왜 쓰레기가 인간 체계에는 존재하지만 자연
에는 더 널리 존재하지 않는가? (B) 자연은 모든 체
계의 산출물이 다른 체계에 유용한 투입물이 되는 
체계의 아름다운 조화이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도토
리는 그것을 먹는 다람쥐에게 중요한 투입물이다. 그 
맛있는 식사의 부산물인 다람쥐 배설물은 그것을 섭
취하는 미생물에게 중요한 투입물이다. (A) 미생물
의 산출물인 비옥한 부엽토와 토양은 결국 그로부터 
새로운 오크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바로 그 물질이다. 
심지어 다람쥐가 내쉬는 이산화탄소는 그 나무가 들
이쉴 수도 있는 것이다. (C) 이러한 순환은 생명이 
수백만 년 동안 우리 지구에서 번창해 왔던 근본적
인 이유이다. 그것은 자신의 꼬리를 먹는 뱀 또는 용
을 그린 고대 상징물인 Ouroboros와 같다. 어떤 면
에서 자연은 진정 그것 자신을 소비하는 끊임없는 
순환이다.
[어구] acorn 도토리 by-product 부산물 
fundamental 근본적인 depict 그리다 

37. [출제의도] 문장 삽입하기
[해석] 여러분의 성향과 책임감은 다른 사람과 여러
분의 관계, 직업, 그리고 취미는 물론 학습 능력과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자기 주
도적이다. 그들은 평생 학습자가 될 가능성이 더 크
다. 많은 사람들은 독립적인 학습자인 경향이 있고 
자신을 가르칠 선생님이 있는 구조화된 수업을 필요
로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동료 지향적이며 익
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주 다른 사람의 지도를 따
른다. 그들은 형식적인 교육 환경의 도움으로부터 혜
택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들은 형식적인 학습 
계획을 직접 접하지 않거나 친구 혹은 배우자의 영
향이 없으면 평생에 걸쳐 학습을 추구할 가능성이 
더 낮을 수도 있다. 
[어구] self-driven 자기 주도적인 structured 구조화된 
peer-oriented 동료 지향적인

38. [출제의도] 문장 삽입하기
[해석] George Orwell이 “코앞에 있는 것을 보려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썼다. 우리는 기회
에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는 자주 그것들을 알아보지
도 못한다. Richard Wiseman 교수는 이것에 대한 인
상적이면서 극단적인 실험을 했다. 그는 한 그룹의 

자원자들에게 농구팀이 공을 패스한 횟수를 세어 달
라고 부탁했다. 그들이 공을 패스하는 동안,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그 그룹 사이로 걸어 들어가서, 가
슴을 몇 번 두드리고 나서 걸어 나갔다. 상당수의 자
원자들은 정확하게 숫자를 셌지만, 20명이 넘는 자원
자 중 5명만 그 고릴라를 알아차렸다. 동일한 것이 
우리의 직업적 삶에 적용된다. 우리는 점수를 기록하
고 그날그날 살아가는 데 너무 집중하느라 우리의 
코앞에 있는 무한한 기회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어구] constant 끊임없는 struggle 노력, 분투 
thump 두드리다 quite a few 상당수(의) 

39. [출제의도]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해석] 아시아인들과 여러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가 
침묵을 사회적 상호 작용의 중요하고 적절한 부분이
라고 여긴다. 이러한 문화들에서 온 화자는 다른 화
자에게 반응하기 전 약간의 침묵의 순간을 자주 사
용한다. 침묵은 분열과 분리를 유발하고, 관계에 있
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한 초기의 침묵은 
화자에 대한 청자의 존중을 전달한다. 그것은 청자가 
화자의 말을 들었고 충분히 그 말을 생각하고 있음
을 나타낸다. 침묵은 화자가 한 말을 알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검토해 볼 시간으로 여겨진다. 침묵
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차례를 
끝낸 후 너무 빨리 반응하는 것은 화자의 말과 생각
에 충분한 주의와 생각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구] convey 전달하다 indicate 나타내다 
inadequate 불충분한 

40. [출제의도] 글의 내용 요약하기
[해석] 협조를 촉진하는 데 있어 평판의 중요성에 
대한 최근의 실험 증거는 한 대학 학부의 차 마시는 
공간에 있는 음료를 위한 ‘정직 상자’에 지불된 돈에 
대한 분석에서 나왔다. Bateson과 동료들은 (항상 권
장 가격 목록 위에 붙어 있는) 한 쌍의 눈 이미지가 
꽃 이미지와 일주일 단위로 번갈아 나타날 때 그 상
자에 지불된 돈을 살펴봤다. 소비된 우유량이 전체 
소비량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임이 밝혀졌지만, 꽃
이 보일 때와 비교해서 눈이 보일 때, 몇 주간 리터
당 거의 세 배가 넘는 돈이 눈에 띌 정도로 지불되
었다. 물론 이 실험은 한 장소에서만 실시되었지만, 
효과 크기가 인상적이고 사람들은 시스템을 속이는 
모습이 관찰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다. 


연구에 따르면 ‘정직 상자’에 사람들이 지불했던 금
액은 어떤 이미지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찰되
고 있다고 느끼게 했을 때 증가했다.
[어구] cooperation 협조  colleague 동료   
alternate 번갈아 나타나다     indicator 지표

41~42 장문의 이해
[해석] 소년 마법사의 모험에 관한 J. K. Rowling의 
판타지 시리즈 중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권인 ‘해리
포터와 죽음의 성물’이 2007년 미국에 출간되었을 
때, 그것은 판매가 시작되고 첫 24시간 안에 8백 30
만 부가 팔렸다. 마지막 해리포터 책이 그렇게 좋았
는가? 여덟 명의 출판업자가 그 첫 번째 책을 출판
하기를 거절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책과 
이전 여섯 권이 정말 뛰어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공이 적어도 자체의 질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되
지만,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자신들이 믿는 것에 매우 많이 결정되는 
일도 가능하다. 이런 세상에서 왜 특정한 책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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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이 출판업자의 말처럼 
간단할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샀기 때문에 그
것이 잘 팔렸다.” 사회적 정보가 이제 과거보다 가상 
그리고 실제 경계를 넘어서 훨씬 더 폭넓게 공유되
고 있기 때문에, 책과 영화 같은 문화적 가공물은 이
제 한 세기 전에는 그럴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인기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고, 문화 상업을 예측하기 
어려운 승자 독식 시장들의 집합체로 변모시킨다. 흥
행성이나 상품의 질에서 작은 차이는 수익에서 엄청
난 차이로 바뀐다. 
[어구] wizard 마법사 genuinely 정말로 virtual 가상의 
commerce 상업 payoff 수익, 이득

41. [출제의도] 글의 제목 추론하기

42.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43∼45 장문의 이해
[해석]

(A)
Victoria라는 이름의 열네 살 소녀는 항상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다. Victoria는 똑똑하고 학구적이면서 조
용했다. 그녀는 자주 학교 뮤지컬에 지원했지만, 결
코 주연 중 하나는 아니었다. 스포트라이트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던 것과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그녀의 마음을 끌지는 못했다. 그녀는 코러스단에 섞
이는 것을 선호했다. 그때 그녀는 중대한 도전에 직
면했다.

(D)
Victoria의 학교에서 해마다 열리는 교내 뮤지컬 공

연이 몇 달 후에 열릴 것이었다. Victoria의 엄마는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 그녀는 Victoria가 주연
을 차지한다면 자신이 회의를 빠지고 뮤지컬에 참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자기가 그녀를 믿고 있다
는 것을 Victoria가 알기를 원했다. 그녀는 또한  
Victoria가 자신의 재능을 뽐낼 만큼 충분히 스스로
를 믿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엄마가 한 말이 
Victoria를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다.

(B)
Victoria는 시도해 보기로 했다. Stephen Sondheim

의 ‘Into the Woods’ 뮤지컬에는 많은 중요한 배역들
이 있었다. 그녀는 신데렐라의 요정 대모 배역에 지
원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그 배역을 따냈고, 곧 긴장
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프라노로 노래해야 했는데, 
이는 자기 음역보다 몇 음 높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대본은 그녀가 한 시점에 무대로부터 6피트 위에 매
달리도록 요구했다. 

(C)
Victoria는 매일 자신의 배역에 집중하고 연습하기

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로 새로운 음높이
에 도달하고, 관객의 모든 눈과 귀가 온전히 자신에
게 집중될 그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 몇 달 동안 연
습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그날 모든 것
이 완벽하게 진행됐다. Victoria는 자신의 배역을 완
벽히 연기했다. 그녀의 엄마가 관객 속에 자랑스러워
하며 앉아 있었고, Victoria는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
게 느꼈고 엄마가 매우 행복해하는 모습을 봐서 기
쁨을 느꼈다.
[어구] studious 학구적인 fairy 요정 land 차지하다 
show off 뽐내다 

43. [출제의도] 글의 순서 파악하기

44. [출제의도] 지칭하는 대상 파악하기

45.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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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한국사 영역 •
1 ④ 2 ④ 3 ④ 4 ③ 5 ①
6 ② 7 ① 8 ② 9 ⑤ 10 ⑤
11 ② 12 ③ 13 ⑤ 14 ③ 15 ⑤
16 ④ 17 ④ 18 ⑤ 19 ① 20 ④

1. [출제의도] 신석기 시대 이해하기
자료는 신석기 시대에 대한 것이다. 신석기 시대 사
람들은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였고, 주로 강가나 바닷
가에 움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하였다. 또한 씨족 단
위로 평등한 생활을 하였다. ①은 삼국 시대, ②는 
철기 시대, ③은 청동기 시대, ⑤는 구석기 시대에 
해당한다. 

2. [출제의도] 삼국 시대의 도교 이해하기
자료는 도교에 대한 것이다. 신선 사상과 결합하여 
불로장생과 현세구복을 추구한 도교는 삼국에 전래
되어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①의 선종은 
불교의 한 종파로 신라 말 호족 세력의 후원을 받아 
성행하였고, ②의 호족은 신라 말에 대두하였으며, 
③의 서민 문화는 조선 후기에 발달하였고, ⑤의 성
리학적 생활 규범은 조선 중기 이후에 정착되었다. 

3. [출제의도] 삼국의 항쟁 과정 이해하기
자료의 (가)는 4세기 말 신라 내물왕 시기, (나)는 7
세기 신라 문무왕 시기에 해당한다. 신라는 내물왕 
때에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 왜구를 격퇴하였으나, 진
흥왕 때에는 한강 유역을 확보하는 등 전성기를 맞
았다. 이후 당과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
고 나ㆍ당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삼국 통일을 이루었
다. ①은 조선 시대, ②는 일제 강점기, ③, ⑤는 고
려 시대에 해당한다.  

4. [출제의도] 동학 농민 운동 발생 시기 파악하기
자료는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한 것이다. 1894년 무장
에서 봉기한 농민군은 황토현ㆍ황룡촌 전투에서 승
리한 후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이후 농민군은 정부와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전라도 각 지역에 폐정 개혁
을 실천하기 위해 농민 자치 기구인 집강소를 설치
하였다. 홍경래의 난은 1811년, 고종 즉위는 1863
년, 임오군란은 1882년, 고종 강제 퇴위는 1907년, 
3ㆍ1 운동은 1919년, 8ㆍ15 광복은 1945년에 해당
한다.

5. [출제의도] 원 간섭기의 상황 파악하기
자료는 원 간섭기에 대한 것이다. 원 간섭기에는 고
려 왕실의 호칭과 관청의 명칭이 격하되었다. 또한 
원은 쌍성총관부를 설치하고 다루가치라는 관리와 
정동행성을 두어 고려의 내정에 간섭했으며, 공녀와 
환관을 보낼 것을 요구하고 금, 은, 베, 인삼, 매 등
을 공물로 징발하였다. ②는 신라 시대, ③은 대한 
제국 시기, ④는 조선 시대, ⑤는 일제 강점기에 해
당한다. 

6. [출제의도] 흥선 대원군의 정책 이해하기
자료는 흥선 대원군에 대한 것이다. 흥선 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 경복궁을 중건하였
다. 이 과정에서 원납전이라는 기부금을 강제로 징수
하였으며, 당백전이라는 고액 화폐도 발행하였다. 또
한 흥선 대원군은 군정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호
포제를 실시하여 상민에게만 거두던 군포를 양반에
게도 징수하였다. ①은 고려 성종, ③은 신라 진흥왕, 
④는 조선 성종, ⑤는 고구려 장수왕에 해당한다.

7. [출제의도] 전시과 제도 파악하기
자료는 전시과 제도에 대한 것이다. 전시과는 관리나 
직역 담당자에게 전지와 시지를 나누어 주고, 수조권
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③은 조선 후기 군
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인 제도, ④는 조선 후기 전세
를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 ~ 6두를 거두었던 제도, 
⑤는 조선 후기 환곡의 문제를 개혁하면서 실시한 
제도에 해당한다. ②는 고려 말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여 신진 관리에게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토지 
제도로 조선 건국 이후에도 시행되었다. 

8. [출제의도]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활동 이해하기
자료의 (가)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이다. 대한민국 임
시 정부는 연통제와 교통국을 설치하였고, 파리 강화 
회의 등 국제 회의에 대표를 보냈으며, 미국에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
기 위해 독립 공채를 발행하였다. ①, ⑤는 조선, ③
은 고려, ④는 통일 신라에 해당한다.  

9. [출제의도] 조선 시대 사림파의 성장 이해하기
자료의 (가)는 사림파이다. 이들은 성종 때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3사의 언론 기관에 중용되면서 중앙 
정계에 진출하였다. 사림파는 훈구파와 대립하여 여
러 차례의 사화를 겪었으나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세력을 키워 나갔다. 이후 선조 때에는 중앙 정계로 
대거 진출하여 정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②는 신라
의 진골 귀족, ③은 고려 초기의 공신과 호족, ④는 
신라 말기의 호족에 해당한다. ①의 사출도는 부여의 
마가ㆍ우가ㆍ저가ㆍ구가들이 다스린 행정 구역이다.

10. [출제의도] 고려 시대의 문화 이해하기
자료는 고려의 문화에 대한 것이다. 고려에서는 삼국
사기, 삼국유사 등의 역사서를 편찬하였으며, 몽골의 
침략을 부처의 힘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팔만대장경을 제작하였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간행하였다. 한편 
청자에 상감 기법을 도입하여 상감 청자를 제작하였
다. ①은 조선 전기, ③은 백제, ④는 조선 후기에 해
당하며, ②의 대종교는 1909년에 창시되었다.

11. [출제의도] 정조의 정책 이해하기 
자료의 (가)는 정조이다. 정조는 규장각 설치, 초계
문신제 시행, 장용영 설치, 금난전권 폐지, 수원 화성 
축조 등의 개혁 정치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였다. ①
은 고구려 고국천왕, ③은 조선 세종, ④는 고려 태
조에 해당한다. ⑤의 전민변정도감은 토지와 노비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고려 시대의 임시 관청
이다.

12. [출제의도] 대동법의 시행 결과 파악하기
자료는 대동법에 대한 것이다. 대동법은 각 호마다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납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이나 
삼베, 면포, 동전 등으로 징수하는 제도이다. 대동법
의 실시로 공인이 성장하였고, 상품 화폐 경제가 발
달하였다. ①의 녹읍은 신문왕의 왕권 강화 정책으로 
폐지되었고, ②의 지계는 광무개혁 때 발급되었으며, 
④의 청해진은 장보고가 설치하였다. ⑤의 활구(은
병)는 고려의 상업 발달 과정에서 주조되었다.

13. [출제의도] 갑신정변 이해하기
자료는 갑신정변에 대한 것이다. 박영효, 김옥균 등 
급진 개화파는 1884년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기회
로 정변을 일으켜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들은 
개혁 정강 14개조를 발표하여 국가 체제의 개혁을 
모색하였으나,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하였
다. ①의 정방 폐지는 고려 공민왕 때, ②의 웅진 천

도는 백제 문주왕 때, ④의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은 
3ㆍ1 운동 이후에 해당한다. ③의 천주교 박해가 원
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은 병인양요에 해당한다.

 14. [출제의도] 신민회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신민회이다. 안창호는 양기탁 등과 함
께 비밀 결사인 신민회를 조직하였다. 신민회는 대성 
학교와 오산 학교 등을 세워 민족 교육을 실시했고, 
자기 회사와 태극 서관 등을 설립하여 민족 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①은 조선에서 일본에 보낸 
공식 사절단, ②는 최씨 무신 정권의 사병 조직, ④
는 5군영 중 하나로 임진왜란 중에 설치된 군대, ⑤
는 제1차 갑오개혁을 추진한 중추 기관에 해당한다.

15. [출제의도]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 시기 경제 수탈 
정책 이해하기
자료는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대한 것이다. 이 시기 
일제는 국민 징용령을 제정하여 조선인들을 탄광, 군
수 공장 등에 끌고 가 강제 노역을 시켰으며, 징병제
를 실시하였다. 또한 미곡 공출제, 식량 배급제 등을 
시행하였다. ①은 고려와 조선, ②는 통일 신라, ③, 
④는 조선의 경제 정책에 해당한다.

16. [출제의도] 일제의 무단 통치 시기 상황 파악하기
자료는 무단 통치 시기에 대한 것이다. 이 시기 일제
는 관리와 교사에게 제복을 입고 칼을 차도록 하였
으며 헌병 경찰제, 회사령 등을 실시하였다. ①은 통
일 신라, ②는 고려, ③은 조선, ⑤는 1907~ 1908년
에 볼 수 있는 모습에 해당한다.

17. [출제의도] 형평 운동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조선 형평사이다. 백정들은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적인 차별
을 받고 있었다. 이에 백정들은 1923년 조선 형평사
를 조직하여 형평 운동을 전개하였다. ①은 불교 신
앙에 바탕을 둔 농민 공동체 조직, ②는 최씨 무신 
정권 때 설치된 최고 권력 기구, ③은 1896년 서재
필 등이 창립한 단체, ⑤는 일제 강점기 한글 연구 
단체에 해당한다.

18. [출제의도] 임진왜란의 영향 이해하기
자료는 임진왜란에 대한 것이다. 전쟁에서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들이 활약
하였다. 전쟁으로 인해 조선에서는 인구가 크게 줄고 
농토가 황폐해졌으며, 일본에서는 조선에서 포로로 
끌려 간 기술자들을 통해 도자기 문화가 발달하였다. 
②는 신미양요, ③은 중ㆍ일 전쟁의 영향에 해당하
고, ④는 청ㆍ일 전쟁의 결과에 해당한다. ①의 몽골
풍은 원 간섭기에 유행하였다. 

19. [출제의도] 헤이그 특사 파견 배경 이해하기
자료는 헤이그 특사 파견에 대한 것이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고종은 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열강의 
지원을 얻기 위해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헤이그에
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로 파견했다(1907). 
②의 북벌 운동은 17세기, ③의 운요호 사건은 1875
년, ④의 미쓰야 협정은 1925년, ⑤의 국민 대표 회
의는 1923년에 해당한다.  

20. [출제의도]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이해하기
자료의 (가)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1929년 한ㆍ일 학생들 간의 충돌로 시
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신간회가 전국적
인 대중 운동으로 확산시킬 목적으로 민중 대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민중 대회는 일제의 탄압으로 무
산되었다. ①, ②, ⑤는 고려 시대, ③은 대한 제국 
시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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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탐구 영역 •

[생활과 윤리]
1 ④ 2 ① 3 ⑤ 4 ⑤ 5 ③
6 ④ 7 ④ 8 ② 9 ② 10 ③
11 ③ 12 ① 13 ③ 14 ④ 15 ①
16 ⑤ 17 ② 18 ⑤ 19 ② 20 ④

1. [출제의도] 이론 윤리학과 응용 윤리학 비교하기 
그림의 ○○ 윤리학은 응용 윤리학이므로 ㉠에는 이
론 윤리학에 비해 응용 윤리학이 중시하는 탐구 과
제가 들어가야 한다. 이론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객관적 도덕 법칙의 정립을 핵심 탐구 
과제로 삼는 것에 비해, 응용 윤리학은 도덕 이론을 
적용하여 현실 속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핵
심 탐구 과제로 삼는다.

2. [출제의도] 성 상품화의 문제점 파악하기
제시문은 성 상품화가 인간의 성을 도구화하기 때문
에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성 상품화란 
인간의 신체나 성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용해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성 상품화를 경계하여 인간의 성이 
지닌 본래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3. [출제의도]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 이해하기
가상 편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자세를 말하고 있다. 공직자는 백성의 의견을 적
극적으로 수렴하고, 책임을 다해야 하며, 사사로운 
연고(緣故)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공무(公務)
를 추진할 때는 절제와 검약을 실천하고, 공적 권한
을 사익이 아닌 공익의 추구에만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4. [출제의도] 칼뱅의 직업관 이해하기 
(가)는 칼뱅의 직업 소명(召命)설에 대한 내용이다. 
칼뱅은 직업은 신이 주신 소명이므로 금욕적인 자세
를 바탕으로 자신의 직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직업을 통하여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을 직업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보았다. 

5. [출제의도] 인간 배아 실험의 찬반 논거 파악하기 
(가)는 인간 배아를 단순한 세포로 여겨 인간 배아
의 의학 실험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나)는 인
간 배아의 의학 실험이 가져오는 긍정적 영향을 인
정하지만, 인간 배아가 인간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고 보아 인간 배아의 의학 실험에 반대하는 입장이
다. 한편 (가), (나)는 모두 인간 배아의 의학 실험
은 사회적 효용성이 있다고 본다. 

6. [출제의도] 효의 실천 방법 이해하기
A에 들어갈 단어는 ‘효’이다. 유교에서는 ‘효’를 실천
하는 자세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온전하게 하
는 ‘불감훼상(不敢毁傷)’, 부모의 뜻을 헤아려 실천함
으로써 부모를 기쁘게 해 드리는 ‘양지(養志)’, 덕을 
쌓아 자신의 이름을 떨쳐 부모를 영광되게 하는 ‘입
신양명(立身揚名)’ 등을 강조한다.

7. [출제의도] 노직의 분배 정의론 이해하기
제시문의 사상가는 노직이다. 노직은 국가가 절도, 사
기의 방지 등과 같은 좁은 기능들에 제한된 역할을 
수행하는 최소 국가에 의해서만 분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합법적인 자유로운 경
제 활동의 과정에서 얻게 된 소유물에 대하여 개인은 
절대적 권리를 갖는다고 보았다.

8. [출제의도] 공자와 에피쿠로스의 죽음관 이해하기
갑은 공자,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공자는 삶에 대해
서도 모르는데 죽음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내세의 삶보다 현실에서의 도덕적 삶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살아 있는 
동안은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 있는 상태에서
는 죽음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9. [출제의도] 니부어의 사회 윤리 이해하기
그림의 강연자는 니부어이다. 니부어는 사회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충
동을 견제하고 극복할 만한 이성이 부족하다고 보았
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개인의 선한 의지와 도덕성만
을 가지고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도덕성 함양뿐
만 아니라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정치적 강제력이 필
요하다고 보았다.

10. [출제의도] 인체 실험의 기본 원칙 이해하기
학생의 필기 내용은 ‘헬싱키 선언’과 ‘뉘른베르크 강
령’의 일부이다. 이것에 근거한 기본 원칙에 따르면 
인체 실험을 할 때에는 피실험자의 인권과 권리 보
호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피실험자의 인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11. [출제의도] 의무론적 윤리와 배려 윤리의 입장 이해
하기
갑은 칸트, 을은 나딩스이다. 칸트는 자연의 만물은 
자연 법칙에 지배되지만, 인간만은 예외적으로 도덕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았다. 또한 인간은 이성으
로 무엇이 도덕적 의무가 되는지 알 수 있다고 보고, 
의무 의식에 따른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간주하였다. 
한편 나딩스는 자연적 배려가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요소라고 주장하며, 자연적 배
려를 바탕으로 배려 윤리를 윤리학적으로 정당화하
였다.

12. [출제의도] 칸트의 사상 적용하기
갑은 의무론자 칸트이다. 칸트는 행위의 옳고 그름은 
결과와 관계없이 그 행위가 의무에 부합하는지에 의
해 결정된다고 보고 행위 자체의 도덕성을 중시하였
다. 그러므로 의사 A에게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환
자의 생명 유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조언할 것이다.

13. [출제의도] 예술에 대한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예술에 대한 도덕주의 입장이다. 도덕주의 
입장에서는 예술이 인간의 도덕적 품성 함양에 기여
하여 올바른 사회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
다. 반면 심미주의 입장에서는 예술이 예술 그 자체
를 추구해야 하며, 도덕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선악
의 가치 판단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14. [출제의도] 환경 윤리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레오폴드, 을은 테일러이다. 레오폴드는 무생물
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여기는 대지 윤리를 주장하며, 생태계 전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유기체라고 보았다. 한편 테일러는 생
명을 지닌 모든 존재는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고유
한 개체라는 점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며, 그들은 
모두 동일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15. [출제의도] 과학 연구 활동에 대한 윤리적 입장 이해
하기
제시문은 과학의 토대가 되는 지식이 가치중립적이
기 때문에 과학 지식을 탐구하는 연구 활동 과정은 
윤리적 평가의 대상이 아니지만, 과학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에는 사회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에 
윤리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식
을 탐구하는 과학 연구 활동 과정에서는 윤리적 가
치가 배제되어야 하지만, 과학 연구 결과 활용 과정
에서는 윤리적 통제가 요구된다.

16. [출제의도] 낙태의 찬반 논거 파악하기
전제의 ㉠에는 ‘태아는 인간과 같이 생명이 있는 존
재이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론의 근거는 ‘태아는 인간의 지위와 생명권이 없는 
존재이며, 출생 이후에야 비로소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17. [출제의도] 엘리아데의 종교관 이해하기
제시문의 사상가는 엘리아데이다. 엘리아데는 성스러
움의 세계[聖]와 세속[俗]이 조화롭게 공존한다고 
보고, 건강한 종교적 삶은 초월적이고 성스러운 체험
과 세속적인 인본주의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삶이
라고 보았다. 

18. [출제의도] 형벌에 대한 입장 비교하기
갑은 칸트, 을은 베카리아이다. 칸트는 형벌의 목적
은 응보에 있으므로 범죄 억제가 형벌의 주된 본질
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형은 스스로 
저지른 살인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기에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형벌에 대해 베카리아는 범죄 예방 
효과의 측면에서 볼 때, 사형보다는 종신 노역형이 
효과적임을 들어 사형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19. [출제의도] 소로의 시민 불복종 이해하기
(가)는 소로의 글이다. 소로는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고, 양심에 근거하여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에 저항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불의한 법에 대한 저항은 정의 실현을 위한 행위라
고 보았다.

20. [출제의도]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 한계 이해
하기
제시문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에 대
한 칼럼이다. 현대 사회에서 사이버 공간은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허
위 사실 유포나 원하지 않는 사적인 내용의 노출 등
의 윤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윤리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허용되는 표
현의 자유에 한계가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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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탐구 영역 •

[사회-지리]
1 ③ 2 ① 3 ③ 4 ⑤ 5 ⑤
6 ② 7 ⑤ 8 ⑤ 9 ⑤ 10 ④
11 ④ 12 ② 13 ① 14 ① 15 ④
16 ② 17 ② 18 ③ 19 ② 20 ④

1. [출제의도] 지구 온난화에 따른 변화 이해하기
지구 온난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이 상승
하면서 서리 일수는 감소할 것이다. 열대야 일수가 
증가하고, 여름철 냉방 전력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
다. 또한, 난대림의 분포 범위가 확대되고, 한류성 어
족의 어획량이 감소할 것이다.

2. [출제의도] 유럽 연합의 특징 이해하기
영국의 유럽 연합(EU) 탈퇴에 관한 신문 기사의 일
부이다. 지도의 A는 유럽 연합(EU), B는 걸프 협력 
회의(GCC), C는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D
는 북아메리카 자유 무역 협정(NAFTA), E는 남아
메리카 공동 시장(MERCOSUR)이다.

3. [출제의도] 다문화 사회의 특징 이해하기
이슬람교 신자들은 종교적 교리에 따라 돼지를 금기
시한다.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4. [출제의도] 세계의 노년 인구 분포 이해하기
유럽 여러 국가들과 캐나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의 
선진국에서 음영이 진하게 나타난다. 반면, 아프리카
의 여러 국가들의 음영은 옅게 나타난다. 인구 고령
화 현상은 선진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
서 이 인구 지표는 노년 인구 비율이다.

5. [출제의도]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지형 이해하기
제시된 사진은 화산 지형에 속하는 제주도의 지삿개 
주상 절리와 성산일출봉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지형 경관을 볼 수 있는 지역은 E의 제주도이다.

6. [출제의도] 자연환경과 인간의 관계 이해하기
갑은 환경 결정론, 을은 가능론, 병은 생태학적 관점, 
정은 생태학적 관점에 따른 개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환경 결정론은 인간의 사고와 생활양식이 자연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으로 계절풍 기후가 나
타나는 지역에서 벼농사가 활발한 것, 건조 기후 지
역에서 가옥의 지붕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 등이 그 
사례에 해당한다. 생태학적 관점은 인간과 자연환경
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입장이며, 생태계 보호를 위한 생태 통로 건설이 그 
사례에 해당한다. 산업 단지 건설을 위한 대규모 간
척 사업은 을의 가능론적 관점에서 이뤄지는 개발 
사례이다.

7. [출제의도] 지리 정보 시스템 활용 사례 파악하기
일상생활에서 스마트 폰을 통한 지리 정보 시스템
(GIS)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인공위성을 이
용하여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 정보 
시스템(GPS)과 연계하여 목적지까지의 최단 거리나 
최적 경로를 찾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장소에 
대한 신속한 정보 수정과 이용자의 사용 후기와 같
은 의견을 수시로 기록할 수 있다.

8. [출제의도] 지역의 산업화 이해하기
이 도시는 산업화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1980년에 비
해 2015년 총종사자 수가 약 3.8배 증가하였다. 
1980년 2차 산업은 종사자 수가 가장 많고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15년 2차 산업 종사자 수는 약 3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3차 산업 종사자 수가 더 많이 
증가하면서 2차 산업 종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
소하였다. 같은 기간 1차 산업 종사자 수와 비중은 
모두 감소하였다.

9. [출제의도] 다국적 기업의 특성 이해하기
지도는 어느 다국적 기업의 입지 분포를 나타낸 것
이다. 다국적 기업의 본사는 주로 선진국의 대도시에 
입지하여 최종 의사 결정 및 총괄 관리 기능을 담당
한다. 생산 공장은 주로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한 개
발도상국에 입지한다. 해외 영업 지점은 소비 시장 
확보를 위해 인구가 많고 구매력이 높은 지역에 주
로 입지한다.

10. [출제의도] 석유와 석탄의 특징 이해하기
A는 석유, B는 석탄이다. 석유는 세계 에너지 소비
량 비중이 가장 높고, 운송 수단의 연료로 널리 사용
되고 있다. 석탄은 산업 혁명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
되었고, 국제 이동량은 석유보다 적다.
 

11. [출제의도] 신ㆍ재생 에너지의 특징 이해하기 
A는 풍력 발전, B는 지열 발전, C는 태양광 발전이
다.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은 기후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지열 발전은 판의 경계에 해당하는 지
역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에서의 전력 생
산량이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에 비해 적다.

12. [출제의도] 세계 인구 전망 분석하기
(가)는 인구 증가율이 낮아 앞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이다. (나)는 인구 증가율이 높
고 2050년까지 큰 폭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는 아프리카이다. (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가 많고 꾸준히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
시아이다.

13. [출제의도] 세계화 현상 이해하기
세계화는 교통과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ㆍ공간
의 제약이 약화되고, 세계 무역 기구(WTO)의 출범
과 함께 자유 무역이 확대되면서 활발해졌다. 세계화
로 인해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쟁력 있는 상품의 수
출 시장이 확대되고 소비자의 상품 선택 폭이 넓어
지게 된다. 반면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평등
한 무역 구조로 국가 간 빈부 격차가 심화될 수 있
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국경을 초월하는 인적 교류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는 반면, 여러 문화가 만나는 과정에서 
그 차이로 인한 갈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14. [출제의도] 쌀과 밀의 특성 이해하기
(가)는 쌀, (나)는 밀이다. 쌀은 생장기 고온 다습한 
기후 지역에서 주로 재배된다. 생산지가 주 소비지이
므로 국제 이동량이 적은 편이다. 또한 쌀은 밀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아 인구 부양력이 높다. 밀
은 내한성ㆍ내건성이 강한 작물로 쌀보다 재배 지역
의 범위가 넓다.

15. [출제의도] 교통 발달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추론하기
고속 철도 및 고속화 철도와 같은 교통수단의 발달
로 이동 시간이 짧아지면서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
진다. 이동의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면서 대도시의 통

근권이나 통학권이 넓어질 것이며 지역 간의 접근성
도 향상될 것이다. 또한 고속 철도망이 확대되면 고
속 국도에 집중된 통행량이 분산되는 효과를 얻을 
것이다.

16. [출제의도] 종교 분쟁 이해하기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충돌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지역과 관련된 대화이다. A는 북아일랜드 지역, 
B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C는 남수단, D는 카슈미
르 지역, E는 스리랑카이다. 

17. [출제의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비교하기
산업화가 가장 먼저 시작된 A는 1970년대에 이미 
도시 인구 비율이 80%를 넘어 도시화 종착 단계에 
도달한 선진국이다. B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이
촌 향도 현상이 시작되었으며 1980년에는 도시 인구
가 농촌 인구보다 많아졌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에 도시화 종착 단계에 이르렀다. 가장 늦게 도시화
가 시작된 C는 2000년 전후로 이촌 향도 현상이 나
타나기 시작했다.

18. [출제의도] 공정 무역 이해하기
자료는 공정 무역의 인증 마크에 대한 설명이다. 공
정 무역은 생산과 유통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윤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
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여 
상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생산지 환경의 지속 가
능성을 추구한다.

19. [출제의도] 다양한 유형의 통계 지도 이해하기
(가)는 시ㆍ도별 인구를 나타낸 도형 표현도, (나)는 
시ㆍ도별 선거구 수를 나타낸 왜상 통계 지도이다. 
(가)에서 도형의 길이를 통해 시ㆍ도별 인구 비교가 
가능하다. (나)에서는 선거구의 수에 따라 각 시ㆍ도
의 면적을 달리 표현하였다. 수치가 같은 지점을 연
결하여 표현한 지도는 등치선도이다.

20. [출제의도] 지역 개발의 여러 가지 유형 비교하기
(가)는 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중앙 정
부에 의해 주도되는 하향식 개발의 사례이며, (나)는 
지방 자치 단체나 주민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상향식 
개발의 사례이다. 그리고 (가)는 개발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였고, (나)는 개발과 환경 보전의 노력
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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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사회]
1 ④ 2 ④ 3 ③ 4 ③ 5 ⑤
6 ① 7 ④ 8 ② 9 ⑤ 10 ⑤
11 ① 12 ③ 13 ④ 14 ④ 15 ②
16 ⑤ 17 ② 18 ⑤ 19 ① 20 ③

1. [출제의도] 사회적 상호작용의 유형 이해하기
㉠은 협동, ㉡은 경쟁, ㉢은 갈등적 상호작용이다. ④
협동은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갈등으로 
변하기도 한다. ①, ②는 갈등에 대한 설명이다. ⑤
경쟁은 목표 달성을 위한 규칙의 준수가 필수적이다.

2. [출제의도] 자아 정체성 이해하기
자아 정체성은 자아에 대한 통합된 생각이나 태도로, 
자기 자신의 독특한 모습에 대해 안정된 느낌을 갖
고 내가 누구인가를 일관되게 인식하는 것이다.

3. [출제의도] 비합리적 소비의 문제점 이해하기
ㄱ. 자신의 소득 규모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바람직한 
소비라고 볼 수 없다. ㄹ. 고가품의 소비 주체가 상류
층에 한정되지 않는다.

4. [출제의도] 생애 주기 가설 분석하기
갑. 청년기에는 소득보다 소비가 크다. 정. 누적 저축
액은 소득과 소비가 일치하는 노년기의 시작점에서 
가장 크다.

5. [출제의도] 통계 자료 해석의 유의점 추론하기
⑤ 상관관계는 두 변수 간에 양(+) 또는 음(-)의 관
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인과 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갑은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범죄율 
간 양(+)의 상관관계를 인과 관계로 단정하는 오류
를 범하였다.

6. [출제의도]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한 제도 이
해하기
A는 복수 정당 제도, B는 지방 자치 제도이다. ㄷ.
지방 자치 제도는 수직적 권력 분립을 통해 국가 권
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성격을 지닌다. ㄹ. 두  
제도는 모두 국민 주권의 실현에 기여한다.

7. [출제의도] 사회적 약자 보호 제도 이해하기
제시문의 내용은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 혜택을 제
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④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
는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8. [출제의도] 문화 상대주의 이해하기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의 우열을 가리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이다.

9. [출제의도] 기본권의 구제 절차 이해하기
ㄱ. 갑은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ㄴ. 1심의 원고는 
갑, 피고는 ○○구청장이다.

10. [출제의도] 기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이해하기
⑤ 갑, 을은 모두 기부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② 을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인의 
노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③ 을은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11. [출제의도] 인구 구성비 변화 분석하기
ㄱ. 2005년의 0 ~ 14세 인구 비중은 20%이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0%이므로 0 ~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이다. ㄴ. 15 ~ 64세 인구 비중은 
1995년에 68%에서 2005년에 70%로 증가하였다. 
ㄷ. 1995년 대비 2015년에 분모인 15 ~ 64세 인구 
비중은 감소하였고, 분자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증가하였으므로 노년 부양비는 증가하였다. ㄹ. 0 ~
14세 인구가 감소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12. [출제의도]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 방안 이해하기
제시된 두 제도는 공통적으로 취약 계층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의 세습을 방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②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
로 한다.

13. [출제의도] 환율 변동으로 인한 경제 상황 분석하기
① 엔화 대비 미국달러화의 가치는 하락하였다. ② 파
운드화 대비 미국달러화의 가치는 상승하였다. ③ 미
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영국 기업은 불리해진다. 
⑤ 영국 여행을 계획한 미국인들의 여행 경비 부담은 
감소한다.

14. [출제의도]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이해하기
갑, 을의 진술은 사실 판단, 병의 진술은 가치 판단
이다. ④ 가치 판단은 주관적인 가치가 포함되어 있
어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①, ② 사실 판단은 
경험적 근거에 의해 증명할 수 있으며 도덕적인 판
단을 포함하지 않는다.

15. [출제의도] 저축 수단 이해하기
A는 주식, B는 요구불 예금, C는 채권이다. 일반적으
로 ② 요구불 예금은 채권보다 유동성이 높다. ① 주
식은 요구불 예금보다 안전성이 낮다. ③ 채권은 주
식보다 수익성이 낮다. ⑤ 주식과 채권은 시세 차익
이 발생할 수 있다.

16. [출제의도] 기본권 이해하기
기본 소득 제도를 통해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회권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보장받을 수 있
다. ②는 참정권, ③은 자유권, ④는 청구권과 관련된 
설명이다.

17. [출제의도]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 이해하기
제시문의 필자는 정보화 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정보
독점 관료가 필연적으로 등장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
들의 정보 독점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 불평등이 유
발되고 정보 소유와 통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것임을 강조한다.

18. [출제의도] 합계 출산율 이해하기
ㄷ. B 시기 갑국의 합계 출산율은 대체 출산율보다 높
으므로 인구 증가 요인이며, 을국의 합계 출산율은 
대체 출산율보다 낮으므로 인구 감소 요인이다. ㄹ.
갑국의 합계 출산율 감소 폭은 1.0명, 을국의 합계 
출산율 감소 폭은 1.2명으로 갑국보다 을국이 크다.

19. [출제의도] 근로 계약서 이해하기
② 당사자가 합의하였더라도 1일 최대 근로 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해당 근로 계약 내용은 유효하지 않
다. ③ 근무일 및 휴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 계약
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임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
의의 예금 통장으로 지급하거나 본인에게 직접 전달해
야 한다. ⑤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정 최저 임금보다 낮
은 금액으로 계약했더라도 법정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무역 정책 이해하기
(가)는 보호 무역 정책, (나)는 자유 무역 정책이다. 
ㄱ, ㄷ. 관세를 통한 정부의 조세 수입 증대와 유치산
업 보호는 보호 무역 정책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ㄴ, ㄹ. 국제 분업 및 교역의 확대로 인해 세계 전체
의 부가 증대하고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자유 무역 정책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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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물리]

1 ② 2 ④ 3 ④ 4 ③ 5 ④
6 ③ 7 ② 8 ④ 9 ③ 10 ⑤
11 ② 12 ④ 13 ① 14 ⑤ 15 ⑤
16 ⑤ 17 ① 18 ① 19 ⑤ 20 ③

1. [출제의도] 허블 법칙과 적색 편이 적용하기
ㄱ. 지구로부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는 
크다. ㄴ. 은하의 후퇴 속도가 클수록 은하에서 오는 
빛의 스펙트럼의 적색 편이 정도가 커진다. ㄷ. 지구
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더 큰 은하의 후퇴 속도가 더 
크다는 것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
로 두 은하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다.

2. [출제의도] 우주 배경 복사 이해하기
ㄱ. 빅뱅 우주론의 증거에는 우주 배경 복사, 우주 
전역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1인 것 등이 
있다. ㄴ.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이 일어나고 약 38
만 년 후 수소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질 때 우주로 
퍼져 나간 빛이므로 우주의 전 영역에서 관측된다. 
ㄷ. 우주가 계속 팽창하므로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
이 길어지는 적색 편이가 일어난다.

3. [출제의도] 광센서 이해하기
ㄱ. 광센서는 빛 신호를 감지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
시킨다. ㄴ. 패러데이 법칙으로 전자기 센서를 설명
할 수 있다. ㄷ. CCD(전하 결합 소자)는 빛 신호를 
감지하므로 광센서가 이용된다.

4. [출제의도] 뉴턴 운동 법칙 적용하기
ㄱ.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알짜힘이 작
용하면 물체는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직선 운동을 
한다. 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일 때 물체는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한다. ㄷ. ㉢은 관성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5. [출제의도] 빅뱅 우주에서 생성된 입자 분석하기
ㄱ. 위(u) 쿼크 1개와 아래(d) 쿼크 2개로 구성되어 
있는 입자는 중성자이다. ㄴ. 쿼크의 전하량은 위(u) 
쿼크가 


 , 아래(d) 쿼크가 


이므로 두 쿼크

의 전하의 종류는 반대이다. ㄷ.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는 강한 핵력에 의해 결합되어 있다.

6. [출제의도] 행성의 운동 분석하기
ㄱ. 행성이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이므로 행성의 공전 주기는 이다. ㄴ. 행성에 작용
하는 만유인력의 크기는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ㄷ. 행성이 b에서 c까지 운동하
는 데 걸린 시간은 이므로 공전 주기의 

 배이다. 
행성이 궤도 상을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행성과 
태양을 연결한 직선이 쓸고 지나간 면적에 비례한다. 
따라서 행성이 b에서 c까지 운동하는 동안, 행성과 
태양을 연결한 직선이 쓸고 지나간 면적은 


이다.

7. [출제의도] 탄성파와 전자기파 결론 도출하기
소리는 매질의 진동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탄성파의 
한 종류이고, 빛은 매질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전
자기파의 한 종류이다.

8. [출제의도] 물리적 진단 장치 분석하기
ㄱ. 자기 공명 영상(MRI) 장치는 강한 자기장을 이
용하여 영상을 얻는다. ㄴ. X선을 이용하는 진단 장
치에는 X선 촬영 장치, 컴퓨터 단층 촬영(CT) 장치 
등이 있다. ㄷ. 물리적 진단 장치에는 자기 공명 영
상(MRI) 장치, 초음파 진단 장치, X선 촬영 장치, 
컴퓨터 단층 촬영(CT) 장치, 내시경 등이 있다.

9. [출제의도]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 가설 설정하기
ㄱ. 행성의 대기 온도가 클수록 기체 분자의 평균 운
동 에너지도 크다. 질소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Q에
서가 P에서보다 크므로 P Q이다. ㄴ. 동일한 분
자는 평균 운동 에너지가 클수록 평균 속력도 크므
로 질소 분자의 평균 운동 속력은 P에서가 Q에서보
다 작다. ㄷ. 행성의 대기 온도는 P에서가 Q에서보다 
작으므로 평균 운동 에너지는 P의 산소가 Q의 질소
보다 작다.

10. [출제의도]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이해하기
ㄱ. 바늘에 의해 발생한 신호는 연속적이므로 아날로
그 신호이다. ㄴ. 디지털 신호는 0과 1의 2진수로 구
성된다. ㄷ.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변환될 
때 정보의 손실이 발생한다.

11. [출제의도] 고체의 에너지띠 구조와 전기 전도성 
결론 도출하기
ㄱ.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에는 전구가 켜지지 않고 
스위치를 닫을 때에만 전구가 켜지므로 B가 A보다 전
기 전도성이 좋다. ㄴ. 원자가 띠(가전자 띠)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높은 전도 띠로 이동할 때에는 에너
지를 흡수한다. ㄷ. 전기 전도성이 B가 A보다 크기 때
문에 띠 간격이 작은 Y가 B의 에너지띠 구조이다.

12. [출제의도] 액정 영상 표현 장치의 원리 이해하기
ㄱ. 액정은 고체와 액체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진다. 
ㄴ. 동일한 수직 편광판과 액정 A, B를 통과한 두 빛 
중 액정 B를 통과한 빛만 수평 편광판을 통과하므로 
액정 A, B의 분자 배열은 다르다. ㄷ. 화면을 통과한 
빛은 수평 편광판을 통과하였으므로 편광되어 있다.

13. [출제의도] 빛을 이용하여 정보를 재생하는 저장 
매체 탐구하기
ㄱ. 트랙 간격이 더 좁은 B가 같은 면적당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더 많다. ㄴ. 트랙 간격이 좁을수
록 정보를 재생할 때 사용되는 레이저 빛의 파장은 
짧다. ㄷ. 하드 디스크는 자기적 성질을 이용하여 정
보를 저장하고 재생한다.

14. [출제의도] 에너지 전환 적용하기
ㄱ. 자동차가 작동될 때, 건전지에서는 화학 에너지
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ㄴ. 자동차에 건전지로
부터 공급된 전기 에너지는 경고등과 전동기에서 사
용된다. ㄷ. 전동기에 의해 바퀴가 회전하므로 전동
기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15. [출제의도] 초전도체의 특성 이해하기
철수: 초전도 현상은 임계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나타난다. 영희: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0이다. 민
수: 초전도체는 자기 부상 열차, 자기 공명 영상
(MRI) 장치 등에 이용된다.

16. [출제의도]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LED)의 특성 
적용하기
ㄱ. 발광 다이오드가 켜져 있으므로 발광 다이오드에
는 순방향 전압이 걸려 있다. ㄴ. 순방향 전압이 걸
린 발광 다이오드에서 X는 양(+)극에 연결되어 있
으므로 X는 p형 반도체이다. 따라서 X는 양공이 많
아지도록 도핑되어 있다. ㄷ. 순방향 전압이 걸린 발
광 다이오드의 내부에서 n형 반도체의 전자는 접합
면 쪽으로 이동한다.

17. [출제의도] 빛의 3원색과 색 인식 원리 탐구하기
흰색 영역에 놓인 P가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P가 
빨간색 빛과 초록색 빛을 반사시키기 때문이다. b와 
c가 겹쳐진 영역이 청록색이므로 a는 빨간색 빛이다. 
따라서 P에서 반사한 빛 중에서 a만 통과시키는 색 
필터를 통해 보이는 P의 색은 빨간색이다. P에서 반
사한 빛 중에서 b만 통과시키는 색 필터를 통해 보
이는 P의 색이 초록색이므로 b는 초록색이다. a는 빨
간색 빛, b는 초록색 빛이므로 c는 파란색 빛이다.

18. [출제의도] 열기관의 열효율 결론 도출하기
열기관의 열효율은 공급한에너지

한일의양 이다. A=



=0.2이고, B=

 =0.4이다. 따라서 A  B=  

이다.

19. [출제의도] 자기 띠에서의 정보 저장 원리 이해하
기
ㄱ. 앙페르 법칙으로 전류에 의해 자기장이 만들어지
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ㄴ. 철심은 전류에 의해 만
들어지는 자기장에 의해 자화되어 전자석이 된다. 
ㄷ.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에 따라 철심이 자화
되는 방향이 달라지므로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에 따라 자기 띠에 입혀진 자성체의 자화 방향이 변
하게 된다.

20. [출제의도] 행성의 탈출 속도와 역학적 에너지 보
존에 대해 가설 설정하기
ㄱ. (가)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행성 표면에 도달
하는 속력이 이므로, 행성 표면에서 속력 으로 
물체를 연직 위로 던지면 처음 높이까지만 올라가고 
다시 행성 표면으로 떨어진다. 따라서 행성의 탈출 
속도는 보다 크다. ㄴ. 물체의 질량이 같을 때 물
체의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따라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
다. ㄷ.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 물체의 위치 에
너지 감소량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따라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으므로 물체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
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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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탐구 영역 •

[과학-화학]

1 ① 2 ⑤ 3 ⑤ 4 ② 5 ⑤
6 ⑤ 7 ④ 8 ③ 9 ② 10 ①
11 ② 12 ① 13 ④ 14 ③ 15 ①
16 ① 17 ④ 18 ⑤ 19 ③ 20 ③

1. [출제의도] 광물 자원의 활용 이해하기
붉은색 광택을 띠는 금속으로 전선에 많이 이용되는 
광물 X는 구리이다.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 청동은 
동상이나 장식품에 이용되기도 한다.

2. [출제의도]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사이의 관계 파악
하기

는 위 쿼크, 는 아래 쿼크, 는 전자이다. ㄱ. 
(가)는 가 1개, 가 2개이므로 쿼크의 전하량 합
이 0인 중성자이다. ㄴ. (나)는 가 2개, 가 1개
이므로 쿼크의 전하량 합이 +1인 양성자이고 (다)는 
전자로, (나)와 (다) 사이에는 전기적 인력이 작용한
다. ㄷ. 

H는 양성자와 전자가 각각 1개인 
H보다 

중성자가 1개 더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 (나), 
(다)의 수가 모두 1로 같다.

3. [출제의도] 지구계의 상호 작용 이해하기
ㄱ. 진핵 세포는 호흡을 통해 얻은 에너지를 생명 활
동에 사용한다. ㄴ. 물속에서 Ca과 CO

의 앙금 
생성 반응으로 생성된 CaCO은 석회암의 주성분이
므로 (다)는 수권과 지권의 상호 작용 중 하나이다. 
ㄷ. CO가 해수에 녹아들어가 석회암을 형성하면서 
원시 대기 중의 CO가 감소하였다.

4. [출제의도] 원소의 성질과 주기율표 이해하기
우주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인 A는 수소(H)로 
(가)에 위치한다. 원자가 전자 수가 4인 C는 14족 
원소인 탄소(C )로 (나)에 위치하고, H 2개와 공유 
결합하여 HB를 형성하는 원소 B는 원자가 전자 수
가 6인 산소(O)로 (다)에 위치한다.

5. [출제의도] 산화 환원 반응으로 철의 제련 과정 이
해하기
ㄱ. 비금속 광물은 주로 규산염, 염화물, 탄산염 등으
로 존재한다. 석회석은 탄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
금속 광물이다. ㄴ. 용광로 속에서 코크스(C )가 산
소에 의해 산화되어 CO를 생성하고 FeO이 CO
에 의해 환원되어 Fe을 생성하므로 산화 환원 반응
이 일어난다. ㄷ. FeO과 CO의 반응으로 온실 기
체 중 하나인 CO가 생성되므로 배기 가스에는 온
실 기체가 포함되어 있다.

6. [출제의도] 광합성이 연소 시간에 미치는 영향 확인
하기
용기, 양초, 광원은 동일하고, 용기 Ⅱ에 식물이 추가
로 들어 있는 조건에서 양초의 연소 시간이 Ⅱ에서
가 Ⅰ에서보다 길었다. 이는 Ⅰ에서는 양초의 연소로 
O가 소모되기만 하였으나, Ⅱ에서는 양초의 연소로 
O가 소모되는 동시에 식물에 의한 광합성으로 O

가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실험을 통해 식
물의 광합성이 양초의 연소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7. [출제의도] 별의 진화 과정 이해하기
ㄱ. 성운의 주성분은 우주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
소인 수소(H)이다. ㄴ. A는 H로 양성자가 1개이고, 

B는 H가 핵융합하여 생성된 헬륨(He)으로 양성자
가 2개이다. ㄷ.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태양보다 무
거운 별이 초신성 폭발할 때 생성되며,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탄소(C )이다.

8. [출제의도] 성간에 존재하는 분자의 공유 결합 이해
하기
비금속 원자는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안정한 분자를 
형성한다. ㄱ. H에는 각 H의 전자를 1개씩 공유한 
단일 결합이 있다. ㄴ. 원자가 전자는 화학 결합에 
관여하는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 수로 N의 원자가 
전자 수는 5이다. ㄷ. 원자 수가 많을수록 원자 간 
충돌 횟수가 증가하여 분자 수가 많아진다. 성간에 
존재하는 원자 수는 H가 N보다 많으므로 분자 수는 
H가 N보다 많다.

9. [출제의도] 분자 모형으로 화학 반응 이해하기
이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2A+B→ 2AB이고, 계
수 비는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분자 
수 비와 같다. 모형에서 반응 전후의 분자 수는 다음
과 같다.

2A + B → 2AB

반응 전 6개 2개 0개
반응 -4개 -2개 +4개

반응 후 2개 0개 4개
따라서 반응 전 전체 분자 수는 8이고 반응 후 전체 
분자 수는 6이므로 반응 전후의 전체 분자 수 비(반
응 전:반응 후)는 4:3이다.

10. [출제의도] 고분자 화합물 이해하기
ㄱ. 녹말은 자연계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고분자 화합
물이다. ㄴ. 포도당과 녹말의 구성 원소는 C , H, O
로 같다. ㄷ. 포도당이 녹말로 합성되는 반응은 물이 
빠져나오는 축합 중합 반응이다.

11. [출제의도] 분자의 구조에 따른 성질 비교하기
ㄱ. 끓는점은 분자 간 인력이 클수록 높아진다. 끓는
점이 암모니아(NH)>산소(O)이므로 분자 간 인력
은 NH>O이다. ㄴ. O는 공유 전자쌍의 수가 2이
고, NH는 공유 전자쌍의 수가 3이므로 분자 내 공
유 전자쌍의 수는 NH>O이다. ㄷ. 같은 온도에서 
분자량이 작을수록 분자의 평균 운동 속력은 커진다. 
분자량이 O>NH이므로 25℃에서 분자의 평균 운
동 속력은 NH>O이다.

12. [출제의도] 일정 성분비의 법칙으로 화학식 알아내
기
원자 수는 원소의 질량에 비례한다. X와 FeO에서 
구성 원소의 질량과 상대적 원자 수는 다음과 같다.

산화철
Fe O

질량(g) 상대적 
개수 질량(g) 상대적 

개수
FeO 1 2 0.42 3

X 1 2 0.28 2
X에서 Fe와 O의 상대적 원자 수 비가 1:1이다. 따
라서 X의 화학식은 FeO이다.

13. [출제의도] 반도체의 도핑에 따른 특성 이해하기
규소에 15족 원소를 도핑하여 만든 불순물 반도체는 
과잉 전자가 있는 n형 반도체이고, 13족 원소를 도
핑하여 만든 불순물 반도체는 양공이 있는 p형 반도
체이다. ㄱ, ㄴ. 이 불순물 반도체는 과잉 전자를 가
진 n형 반도체이므로 도핑된 A는 15족 원소이다. 
ㄷ. n형 반도체에는 과잉 전자가 전도띠로 쉽게 올라
갈 수 있으므로 n형 반도체의 전기 전도도는 규소보
다 크다.

14. [출제의도] 의약품 구별하기
페니실린은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한 최초의 항생제
이고, 아스피린은 해열 진통 작용을 하는 최초의 합
성 의약품이다. 따라서 비타민 C, 아스피린, 페니실린 
중에서 항생제는 페니실린이고, 해열 작용을 하는 것
은 아스피린이다.

15. [출제의도] 물의 끓는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 파악
하기
ㄱ. 물의 기화는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하는 물
리 변화이다. ㄴ, ㄷ. 끓는점은 외부 압력이 낮을수록 
낮아진다. (다)에서 물이 끓는 것은 용기 속 기체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므로 물의 끓는 
온도는 이 보다 낮다.

16. [출제의도] 계면 활성제 찾기
비누는 친유성 부분과 친수성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
는 계면 활성제이다. 비누는 기름과 물을 잘 섞이게 
하여 세균이 많이 서식하는 기름 때를 제거하므로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 비누를 녹인 수용액은 페
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었을 때 붉게 변하므로 염기성
이다. 

17. [출제의도] 이온 모형에 의한 중화 반응 이해하기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 반응식은 H+OH →HO

이다. ㄱ. (가)에 들어 있는 양이온( )은 반응 후 
(다)에도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가)의 음이온( )은 
중화 반응에 참여한 OH에 해당된다. 따라서 (가)
는 염기성이다. ㄴ. (가)에서 과 OH( )의 수는 
같고, OH ( )은 (나)에서 H( )과 1:1로 반응하
므로 (가)에서 의 수와 (나)에서 의 수는 같다. 
ㄷ. 산과 염기가 반응할 때 중화열이 발생하므로 온
도는 (다)가 (가)보다 높다.

18. [출제의도] 광합성 반응 이해하기
ㄱ. 광합성 과정에 필요한 수소를 황세균은 HS로부
터, 남세균은 HO로부터 얻었다. ㄴ. 황세균에 의한 
광합성에서 CO는 수소를 얻어 CHO으로 환원
된다. ㄷ. 지질 시대 초기에 남세균의 광합성 과정에
서 O가 발생하여 대기 중 O가 증가하였다.

19. [출제의도] 두 물질의 가열 곡선 분석하기
ㄱ. 순수한 액체를 가열할 때 온도가 일정한 구간에
서의 온도가 끓는점이다. 따라서 끓는점은 B가 A보
다 높다. ㄴ. 비열은 물질 1g을 1℃ 높이는 데 필요
한 열량이다. 그래프에서 액체 구간의 기울기가 완만
할수록 1℃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크므로 비열은 
B가 A보다 크다. ㄷ. ℃에서 A는 모두 기화되어 기
체로 존재하고, B는 액체로 존재하므로 ℃에서 분
자 간 평균 거리는 기체인 A가 액체인 B보다 크다.

20. [출제의도] 밀도를 이용한 기체 X의 분자량 구하기
ㄱ. 밀도는 부피

질량 이다. (가)와 (나)에서 He의 질량
은 같고 He이 차지하는 부피는 (가)에서가 (나)에
서보다 크므로, He의 밀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
다 작다. ㄴ. 일정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분자 수는 
부피에 비례한다. (나)에서 기체 X와 He의 온도, 압
력, 부피가 같으므로 기체의 분자 수는 같다. ㄷ. 일
정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의 밀도 비는 분자량의 비
와 같다. (나)에서 기체 X와 He의 밀도 비는 11:1
이고 He의 분자량이 4이므로 X의 분자량은 4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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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탐구 영역 •
[과학-생명 과학]

1 ③ 2 ⑤ 3 ③ 4 ⑤ 5 ④
6 ④ 7 ④ 8 ⑤ 9 ① 10 ③
11 ② 12 ⑤ 13 ② 14 ① 15 ④
16 ③ 17 ⑤ 18 ② 19 ① 20 ④

1. [출제의도] 세포막의 구조 이해하기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A는 
단백질이다. 세포막은 인지질 2중층 구조로 인지질의 
머리 부분은 친수성, 꼬리 부분은 소수성이다. 단백
질(A)은 물질을 선택적으로 출입시킨다. ㄴ. ㉠은 소
수성 부위이다.

2. [출제의도] DNA의 구조 이해하기
DNA는 핵산에 해당하며, 두 가닥이 나선 모양으로 
꼬여 있는 2중 나선 구조이다. DNA를 구성하는 기
본 단위인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로 구성
된다. DNA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리보스이다. ㉠이 
A(아데닌)이면 ㉡은 T(티민)이다.

3. [출제의도] 병원체 분석하기
병원체의 종류 중 콜레라균은 세균, 독감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에 해당한다. ㄷ. ‘항생제에 의해 생장이 억
제된다.’는 콜레라균의 특징에 해당한다.

4. [출제의도] 화학적 진화 분석하기
화학적 진화설은 원시 지구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무기물에서 간단한 유기물이 생성되었고, 간단한 유
기물로부터 복잡한 유기물이 만들어져 이로 인해 원
시 생명체가 출현하였다는 가설이다. 화학적 진화설
에서 복잡한 유기물(㉠)은 원시 바다에 축적되었다. 
밀러의 실험 결과를 통해 무기물인 암모니아가 간단
한 유기물인 아미노산으로 합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출제의도] 탄소 화합물 적용하기
단백질은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탄소 화합물이
다.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합성되는 과정에서 펩타이
드 결합이 형성된다. ㄴ. (나) 과정은 단백질을 분해
하는 이화 작용이다.

6. [출제의도] 생물의 출현 과정 분석하기
최초로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 탄소로부
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생물 A는 독립 영양 생물이
다. 최초로 산소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분해하는 생물 
B는 산소 호흡 종속 영양 생물이다. 최초의 원시 생
명체는 무산소 호흡 종속 영양 생물이다. ㄷ. 원시 
지구에서 생물의 출현 순서는 최초의 원시 생명체 
→ A(독립 영양 생물) → B(산소 호흡 종속 영양 생
물)이다.

7. [출제의도] 진화 과정 분석하기
(가)는 돌연변이, (나)는 자연선택이다. 돌연변이에 
의해 새로운 형질을 가진 개체가 나타났다. 이 나비 
집단은 진화 과정에서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을 거치
면서 유전자풀이 달라졌다. ㄴ. (나)는 자연선택이다.

8. [출제의도] 원핵 세포와 진핵 세포 이해하기
(가)는 세균, (나)는 식물 세포, (다)는 동물 세포이
다. 세균은 원핵 세포이고,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는 
진핵 세포이다.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는 막으로 둘
러싸인 세포 소기관을 가진다. 세균, 식물 세포, 동물 
세포에는 모두 유전 물질이 있다.

9. [출제의도] 유전 정보의 흐름 적용하기
㉠은 DNA, ㉡은 RNA이다. 진핵 세포의 핵 안에서 
DNA가 RNA로 전사되고, 세포질에서 RNA가 단백질
로 번역된다. ㄴ. RNA(㉡)의 염기 3개가 한 조가 되
어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한다. ㄷ.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A(아데닌), G(구아닌), T(티민), C(사이토
신)이고, RNA를 구성하는 염기는 A(아데닌), G(구
아닌), U(우라실), C(사이토신)이다.

10. [출제의도] 염색체 이해하기
이 사람은 성염색체로 X 염색체와 Y 염색체를 가지
므로 남자이다. ㉠과 ㉡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
의 염색체로 상동 염색체이다. ㄷ. 대립 유전자는 상
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한 쌍의 유전자이므
로, A는 B의 대립 유전자가 아니다.

11. [출제의도] 암의 진단 분석하기
(가)는 종양 표지자 검사, (나)는 MRI(자기 공명 영
상 장치) 검사이다. ㄱ. 암은 악성 종양이다. ㄷ. 
MRI 검사는 자기장을 이용한다.

12. [출제의도] 예방 접종 분석하기
어떤 사람에게 항원 A에 대한 백신을 주사한 후 일
정 시간이 지나면 항원 A에 대한 항체 a와 기억 세
포가 형성된다. 이후 항원 A가 침입하면 기억 세포
가 항체 생성에 관여하여 많은 양의 항체 a가 신속
히 생성된다. 항체 a는 항원 A와 특이적으로 반응한
다.

13. [출제의도] 의약품 적용하기
A는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 B는 양귀비 열매에
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진통제인 모르핀, C는 화
학 합성 의약품인 아스피린이다. 

14. [출제의도] 혈당량 조절 적용하기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내분비샘 X는 이자이
다. ㄴ.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하면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과정이 촉진되어 혈당량이 
감소한다. ㄷ. 글루카곤은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
으로 분해하는 과정을 촉진한다.

15. [출제의도] 생식 세포 분열 분석하기
생식 세포 분열 과정에서 상동 염색체 사이에 교차
가 일어나면 생식 세포의 유전자 조합이 다양해진다. 
ㄱ. ㉠의 염색체 수는 2개이다.

16. [출제의도] 탄소 순환 과정 이해하기
생태계에서 탄소는 생물계와 무기 환경 사이를 순환
한다. ㄷ. (다)에서 화석 연료가 산화된다.

17. [출제의도] 품종 개발 분석하기
학생 A는 품종 개발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
다. 학생 B는 전통적 육종 방법을 이용한 품종 개발
의 예를 설명하고 있다. 학생 C는 생명 공학 기술 중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생물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18. [출제의도] 혈압 측정 적용하기
혈압계는 압박대의 압력을 증가시켜 동맥의 혈액을 
흐르지 못하게 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감소시켜 혈
액을 흐르게 하면서 혈압을 측정하는 장치이다. 이 
사람의 최고 혈압은 120mmHg, 최저 혈압은 
80mmHg이다. ㄱ. 혈압을 측정하는 혈관 ㉠은 동맥
이다. ㄷ. t1과 t2 사이에서 청진기를 통해 혈관음을 
들을 수 없다.

19. [출제의도] 에너지 대사 분석하기
1g당 발생하는 열량은 ㉠보다 ㉡이 높으므로 3대 영
양소 중 ㉠은 탄수화물, ㉡은 지방이다. ㄴ. A가 섭
취한 음식 중 우유가 가진 열량은 생선이 가진 열량
보다 낮다. ㄷ. A가 하루 동안 섭취한 음식의 열량은 
A의 1일 대사량보다 낮다.

20. [출제의도] 생물 다양성 분석하기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의미 중 (가)는 종 다양성, 
(나)는 유전적 다양성이다. ㄱ. 그림은 유전적 다양
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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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탐구 영역 •

[과학-지구 과학]
1 ① 2 ④ 3 ② 4 ① 5 ③
6 ⑤ 7 ④ 8 ② 9 ④ 10 ⑤
11 ② 12 ③ 13 ④ 14 ⑤ 15 ③
16 ⑤ 17 ⑤ 18 ② 19 ① 20 ③

1. [출제의도] 허블 법칙 이해하기
ㄱ.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하므로 멀리 있는 은하
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ㄴ. 흡수선이 긴 파장 
쪽으로 더 많이 이동한 (나)가 (다)보다 더 멀리 있는 
은하에 해당하므로 (나)는 B, (다)는 A의 스펙트럼
이다. ㄷ. 은하 A, B는 서로 멀어지므로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

2. [출제의도] 우주 배경 복사 이해하기
우주의 팽창으로 온도가 낮아지면서 원자핵은 전자
와 결합하였다. 이로 인해 우주가 맑아지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었다.

3. [출제의도] 별의 진화 과정 이해하기
ㄱ. 백색 왜성(D)은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의 
진화 과정 중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며 주계열성(A)
에 비해 밀도가 매우 크다. ㄴ. 철보다 무거운 원소
는 질량이 큰 별의 초신성 폭발에 의해 생성된다. 
ㄷ. (나)는 중심핵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단계로 (가)의 적색 거성(B)에 해당한다.

4. [출제의도] 우리 은하 이해하기
ㄱ. 우리 은하는 막대 구조와 나선팔이 있는 막대 나선 
은하이다. ㄴ. 태양은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위치한
다. ㄷ. 은하수는 우리 은하의 중심부인 B 방향을 볼 
때 밝게 보인다.

5. [출제의도] 지구계의 형성 과정 이해하기
ㄱ. 원시 지구와 미행성의 충돌로 인해 지구 표면 온도
는 상승하였다. ㄴ.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면서 밀도
가 큰 물질은 중심부로 가라앉아 핵을 이루었고, 밀도
가 작은 물질은 맨틀을 이루었다. ㄷ. 대기 중 이산화 
탄소는 바다에 녹아 그 양이 감소하였다.

6. [출제의도] 성운설에 의한 태양계 형성 과정 이해하기
ㄱ. A → B 과정에서 성운이 중력에 의해 수축했으
므로 성운 중심부의 밀도는 커졌다. ㄴ. 미행성들의 
충돌과 병합으로 원시 행성이 형성되었다. ㄷ. 성운설
에서 원시 행성은 회전하는 성운의 원반에서 생성되
었으므로 공전 방향은 모두 같다.

7. [출제의도] 월식 이해하기
ㄱ. A에서 천체들은 태양-지구-달의 순서로 위치하
므로 달의 위상은 망이다. ㄴ. (다)에서는 달이 지구 
본그림자 안으로 모두 들어갔기 때문에 개기 월식이 
일어난다. ㄷ. (나)는 달이 지구 그림자 밖에 있으므
로 B에서의, (다)는 지구 본그림자 안에 있으므로 A
에서의 모습이다.

8. [출제의도] 해수의 층상 구조 이해하기
ㄱ, ㄴ. 혼합층은 바람에 의한 혼합 작용으로 수온
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층이다. 우리나라는 여름보다 
겨울에 평균 풍속이 빠르기 때문에 8월보다 2월에 
혼합층이 두껍다. 그러므로 (가)는 8월, (나)는 2월
의 수온 분포이다. ㄷ. (가)와 (나) 모두 깊이 100 ~
200m 구간은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지므로 수온 
약층에 해당한다.

9. [출제의도] 행성의 대기 보유 조건 이해하기
ㄱ. 같은 온도에서 수소 분자의 평균 운동 속도는 질소 
분자보다 빠르다. ㄴ. 세로축의 속도를 비교해보면 
목성의 탈출 속도는 지구보다 크다. ㄷ. 목성의 탈출 
속도는 수소, 헬륨 분자의 평균 운동 속도의 10배보다 
크므로 목성은 수소, 헬륨을 주요 대기로 보유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지구계 구성 요소의 상호 작용 이해하기
ㄱ. 황사의 발생은 기권과 지권의 상호 작용이므로 
A는 기권이다. ㄴ. 석회 동굴의 형성은 지권과 수권
의 상호 작용이므로 B는 수권이며 지하수는 수권
에 속한다. ㄷ. 석탄은 지질 시대 식물이 매몰된 후 
탄화되어 만들어진 것이므로 석탄의 생성은 ㉢의 예
이다.

11. [출제의도] 엘니뇨와 라니냐 이해하기
엘니뇨 기간에는 무역풍이 약하여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고, 라니냐 기간에는 무역풍이 
강하여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낮다. 그러
므로 A는 엘니뇨, B는 라니냐 기간에 속하고, 서태평양
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의 차이는 B 기간이 A 기간
보다 크다.

12. [출제의도]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분류하기
ㄱ. 밀도가 크고 질량이 작은 A는 지구형 행성, 밀도
가 작고 질량이 큰 B는 목성형 행성이다. ㄴ. 지구형 
행성보다 목성형 행성이 위성 수가 많다. ㄷ. (나)는 
토성으로 목성형 행성이다.

13. [출제의도] 계절에 따른 태양의 일주 운동 이해하기
ㄱ. 태양의 일주 운동 방향이 비스듬히 지평선을 
향하므로 오후에 서쪽 하늘을 관측한 것이다. ㄴ, ㄷ. 
같은 시각에 태양의 고도가 더 높은 B가 6월, 태양
의 고도가 더 낮은 A가 3월의 위치 변화이다. 태양
이 뜨는 시각은 3월인 A보다 6월인 B의 시기가 
빠르다.

14. [출제의도] 지구의 구성 원소 이해하기
ㄱ. 지각은 주로 규소와 산소로 구성된 규산염 물질
로 이루어져 있다. ㄴ. 지각, 맨틀, 핵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의 종류를 비교해 보았을 때 맨틀의 주요 
구성 원소의 종류는 핵보다 지각과 비슷하다. ㄷ. 
밀도가 큰 철의 질량비가 지각보다 핵에서 크므로 
밀도는 핵이 지각보다 크다.

15. [출제의도]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 이해하기
ㄱ.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의 표준 화석이다. ㄴ. 고사리 
화석은 온난 습윤한 환경에서 살았던 생물의 화석이다. 
ㄷ. 암모나이트는 바다에서, 고사리는 육지에서 살았던 
생물이므로 (가)가 산출된 지층은 바다 환경, (나)가 
산출된 지층은 육지 환경에서 퇴적되었다.

16. [출제의도]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 이해하기
ㄱ.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에서는 주전원을 도입하여 
행성의 역행 현상을 설명하였다. ㄴ. 수성과 금성의 
주전원 중심을 태양과 지구를 잇는 직선상에 위치시켜 
수성과 금성의 최대 이각을 설명하였다. ㄷ. 보름달 
모양으로 관측되는 금성의 위상은 이 우주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17. [출제의도]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 입사량 
차이 이해하기
ㄱ. (나)에서 A는 나무판이 햇빛에 수직이므로 그림
자가 없으며, B는 나무판이 햇빛에 비스듬하여 그림
자가 생긴다. ㄴ, ㄷ. 단위 면적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태양의 고도가 높은 저위도가 태양의 
고도가 낮은 고위도보다 많다. 그러므로 A의 실험 
결과는 ㉠, B의 실험 결과는 ㉡이며, 30°N 지역이 
60°N 지역보다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 입사
량이 많다.

18. [출제의도] 광물 자원 이해하기
ㄱ. 금속 광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금, 은, 구리, 철 
등이 있다. ㄴ. 제련은 광석을 녹여 필요한 광물을 
뽑아내는 과정이며, 대부분의 금속 광물은 광석의 제련
을 통해 얻을 수 있다. ㄷ. 고령토는 주로 퇴적 광상
에서 산출된다.

19. [출제의도] 대기 대순환 이해하기
ㄱ. A는 해들리 순환, B는 페렐 순환, C는 극 순환이
다. ㄴ. 30°N 부근의 지상에는 하강 기류에 의하여 
고압대가 형성된다. ㄷ. A 순환의 지표 부근에는 
무역풍이, B 순환의 지표 부근에는 편서풍이 분다.

20. [출제의도] 지구 내부 구조 이해하기
ㄱ. 가로축의 속도를 비교해 보면 지진파의 속도는 
P파가 S파보다 빠르다. ㄴ, ㄷ. A는 맨틀, B는 외핵, 
C는 내핵이며 액체 상태인 층은 외핵이다. 이로 인해 
지진파의 속도는 맨틀과 외핵의 경계면에서 급격하게 
감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