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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1~7] 쓰기
1. [출제의도] 자료를 보고 내용 생성하기

자료에는 논어 공부를 할 때 ‘외우고 또 외우는 것이 
뜻을 깨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것
은 반복적인 암기를 통해 뜻을 알 수 있다는 의미이
지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답 ③

2. [출제의도] 개요 수정ㆍ보완하기
‘3-다’는 농산물의 수출․입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 연
재에서 다루고자 하는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운동
의 고려 범위인 ‘지역’을 넘어선 진술이다. 그러므로 
삭제해야 한다. 정답 ④

3.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 조직하기
자료(가)는 매장문화재 보존을 위한 현행 법률을 보
여주는 것이다. 자료(나)는 매장문화재 발굴현황으로 
정비·학술 발굴은 증감 없이 거의 일정하며 비율이 
낮은데 비해 구제발굴은 비율도 높고, 매년 늘고 있
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매장문
화재의 발굴이 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자료(다)의 인터뷰 내용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매장
문화재 발굴로 인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다.
정비ㆍ학술 발굴은 주로 정부에서 매장문화재 보존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제시된 자료에서 정비ㆍ
학술 발굴이 증가하지 않는 것과 개발사업과의 관련
을 끌어내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다)를 (나)의 원인
으로 제시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못하다. 정답 ⑤
[오답풀이] ③ (가)의 8조 1항에서는 업자가 개발사
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
다. 그런데 (다)에서 개발업자가 협의가 잘 되지 않
을 때 공사강행의 유혹을 느낀다고 하였으므로 정부
와 개발업자 간의 협의가 원활해야 매장문화재 훼손
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

4. [출제의도] 고쳐쓰기
㉣은 앞의 문장이 뒤의 문장의 근거가 되므로 '그런
데‘로 바꾼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풀이] ① 바로 앞문장은 과거 시간 표현을 사
용하였다. 이에 맞추어 ㉠도 과거 시간 표현을 사용
하여야 한다. ② ㉡은 ‘이러한’을 사용하여 앞문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이 전개됨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뒷문장과 순서를 바꾸는 것이 타당하
다. ③ ‘널찍한’은 ‘널찍하다’의 활용형이다. 흔히 ‘넓
찍하다’를 표준어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⑤ 
‘조상들의 희로애락’에 대한 정보는 이 글에 없으므
로 삭제해야 한다.

5.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쓰기
‘해태’와 ‘답도’, ‘담긴 염원’과 ‘새겨진 소망’이 각각 
짝을 이루면서 ‘궁궐 장식물에 담긴 정치적 이상’이
라는 중심내용을 대구의 방법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
한, ‘이야기해 주는’에서 의인화를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풀이] ①에서 오백 년 역사가 살아 움직인다고 
표현한 것은 의인법이 아니라 활유법에 해당한다.

6.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어휘의 공통 의미 찾기
ㄱ. ‘고다’에는 ‘고기나 뼈 따위를 무르거나 진액이 
빠지도록 끓는 물에 푹 삶다’는 의미, ㄷ. ‘삶다’에는 
‘물에 넣고 끓이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둘 사
이에서 ‘삶다’를 매개로 하여 ‘물에 재료를 넣어 끓이
다’라는 공통된 의미를 추출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풀이] ㄴ. ‘데치다’에는 ‘물에 넣어 살짝 익히다’
의 뜻이 있고, ㄹ. ‘찌다’에는 ‘뜨거운 김으로 익히거
나 데우다’의 뜻이 있다.

7. [출제의도] 피동 표현 이해하기
④의 ‘되었다’에는 ‘어떤 때나 시기, 상태에 이르다.’
는 의미는 있지만 피동의 의미는 없다. 정답 ④
[오답풀이] ①의 ‘들렸다’는 타동사 어근 ‘듣-’에 접
미사 ‘-리-’가, ②의 ‘보였다’는 타동사 어근 ‘보-’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피동이다. ③의 
‘만들어졌다’는 동사 어간 ‘만들-’에 ‘-어지다’가 결
합한 피동 표현이며 ⑤는 피동의 뜻을 가진 ‘당하다’
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피동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8~10] 인문
<출전>  강신주, ‘철학의 시대’

개관 : 이 글은 상나라와 주나라의 신분 제도를 비교
하고 나라에 따라 같은 계급을 부르는 명칭이 달랐
으며, 주나라가 지배층과 피지배층에게 ‘예’와 ‘형’이
라는 서로 다른 통치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글이다. 이를 통해 주나라가 종법 사회의 
특징을 지닌 사회였기 때문에 ‘예’의 적용 범위가 제
한적이었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8.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4문단에는 주나라가 종법사회의 특징이 있는 사회, 
즉 국가 질서가 가족 질서나 가족 이데올로기에 의
해 유지되는 사회라는 내용은 있지만 종법 사회가 
붕괴된 원인은 없다. 정답 ②

9.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 파악하기
1문단의 ‘백성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씨족질서를 유지했다.’와 2문단의 ‘인은 지배층으로서 
정치나 제사 등의 정신노동에 종사한 부류였다.’라는 
내용을 통해 ‘백성’과 ‘민’이 공통적으로 제사라는 정
신노동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10. [출제의도] 글을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3문단에는 주나라의 ‘예’는 지배층에게 적용된 행위 
규범이라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보기>에는 ‘정현’
이 주나라의 ‘예’를  의례 ,  주례 ,  예기 에 구
별하여 서술하면서,  의례 에는 지배층의 관혼상제
가,  주례 에는 지배층이 관리가 되었을 때의 임무
를 서술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앞의 두 책과 
달리,  예기 에는 ‘예’의 적용 범위를 밝히면서 ‘예’
와 ‘형’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주나라 지
배층과 피지배층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행위 규범
이 기록되어 있는 책은 예기 밖에 없음을 알 수 있
다. 정답 ⑤
[오답풀이] ① 4문단과 <보기>의『예기』에 대한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3문단과 <보기>의『주
례』에는 관리의 임무가 기록되었다는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3문단과 <보기>의『예기』에는 ‘예’
의 적용 범위를 밝히고 있다는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다.

[11~15] 시가 복합
(가) <출전> 이용악, ‘하늘만 곱구나’

개관 : ‘하늘만 곱구나’는 1946년 12월 전재동포 구
제를 위한 ‘시의 밤’에서 낭송된 시이다. 이 작품은 
식민지 시대에 삶의 터전과 고향을 잃고 만주를 떠
돌던 유이민들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심정을 잘 드러
내고 있다.

(나) <출전> 장석남, ‘배를 밀며’
개관 : ‘배를 밀며’는 배를 미는 행위를 통해 사랑을 
떠나보낸 후의 슬픔과 미련을 노래한 시이다. ‘배를 
밀어’본 경험에서 떠나가는 사랑을 떠올리며, 이별 
후의 감정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화자는 이별
의 슬픔에서 벗어나려 해 보지만 마음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리움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다.

(다) <출전> 윤선도, ‘몽천요’
개관 : ‘몽천요’는 윤선도가 효종의 특명을 받고 벼슬
길에 올랐으나, 정적(政敵)들의 공격과 노환으로 물
러난 후 지은 3수의 시조 작품이다. 이 시조는 우의
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개탄과 우국애민의 정
을 담고 있다.

11.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에는 해방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고통스럽기만 한 현실에서 이를 해결할 수 없는 화자
의 참담한 심정, (나)에는 이별의 슬픔을 밀어내 보
지만 자신의 의지로 떨쳐버릴 수 없는 대상을 향한 
사랑의 감정, (다)에는 정치적 이상을 펼쳐보고자 하
나 이룰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이 나타
나 있다. 이런 점에서, (가) ~ (다)는 화자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답 ①

12.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감상하기
이 시는 유이민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심정을 나타낸 
것으로 희망과 위로를 주는 대상물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하늘’은 ‘거북이’의 처지와 대조되는 것으로 
‘거북이’의 처지를 더욱 부각시키는 대상물이지 희망
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배추꼬리’ 역시 ‘거북이’의 참담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위로해 주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③

13.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가)는 수미상응의 방식으로 ‘거북이’의 참담한 심정
을 반복, 변주하여 제시함으로써 시상을 심화하고 있
다. 정답 ③
[오답풀이] ② 영탄적 표현은 (가)의 ‘-구나’, (나)
의 ‘오’에서 나타나며, ④ 의성어는 (가)에 ‘혹혹’(의
성의태어)이 나타나 있으나, (나)에는 사용되지 않
았다.

14. [출제의도] 종합적으로 작품 이해하기
이 시의 1연은 배를 밀어본 경험에 대한 섬세한 묘
사이다. 2연에서 화자는 배가 떠나가는 모습에서 사
랑이 떠나갈 때의 느낌을 떠올리고, 3연에서 화자는 
이별의 슬픔을 ‘한껏 세게’ 밀어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4연에서 화자는 배가 나간 뒤 물 위의 흔
적을 ‘흉터’로 표현한 것은 화자의 정서를 담아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당신이 떠나고 남은 내 
마음속의 상처’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5연에서 
‘그런데 오’, ‘내 안’, ‘밀려-’라는 표현을 통해 가라
앉은 줄 알았던 사랑의 감정이 다시 화자의 마음속
으로 어찌할 수 없이 밀려들어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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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것은 화자에게 찾아온 새로운 대상과의 사랑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새로운 감정, 즉 그리움의 감정을 말하는 것으로 화
자가 아직 사랑을 떠나보내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
으로 화자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드러낸다.  
정답 ⑤

15.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파악 및 비교하기
[A]의 ‘거북이’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유이민을 상
징하며, [B]의 ‘백만억창생’은 벼슬길에 올라 살피고
자 하는 백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두 인물 모두 화
자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①
[오답풀이] ③ [A]의 ‘첫눈’은 이미 내렸다고 했으므
로 기다리는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암울한 현실을 드
러내는 시어이다. [B]의 ‘바치’는 화자 자신을 가리
킨다.

[16~18] 언어
<출전> 노마 히데키, ‘한글의 탄생’ 

개관 : 이 글은 한글 표기법을 소리의 세계와 문자의 
세계의 관계를 통해 살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음절
이 하나인 경우에는 자음 자모와 모음 자모를 모아 
음절 단위로 표기하면 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두 음절이 결합하여 ‘종성의 초성화’ 현상이 
일어날 때 적용 가능한 표기 방법인 ‘음절 구조론적 
표기 방법’과 ‘형태음운론적 표기 방법’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16.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1문단에서 자음과 모음을 문자로 표현한 것이 자음 
자모와 모음 자모라고 하였고, 3문단에서 한글의 표
기 방법을 전통적으로 ‘음운론적 표기’라고 하였으며, 
로마자가 ‘음운론적 표기’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음운
론적 표기는 소리의 세계를 반영한다고 해야 한다. 
정답 ③
[오답풀이] ①, ②는 1문단, ④, ⑤는 2,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음절구조론적 표기’의 예인 ‘어더’는 /어/, /더/처럼 
음절 외부 경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②
[오답풀이] 3,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음절구조
론적 표기’와 ‘형태음운론적 표기’의 특징을 자료에 
적용하여 해석하는 문제이다. ① ‘사이니’, ③ ‘효험
이’는 음절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형태음운
론적 표기’의 예이며, ② ‘어더’, ④ ‘메’는 소리의 
세계에서 일어난 변화를 반영하며 음절 내부 구조와 
음절 외부 경계를 드러낼 수 있는 ‘음절구조론적 표
기’의 예이다.

18. [출제의도] 글을 읽고 미루어 알기
3문단에서 ‘음절구조론적 표기’는 형태소의 원래 모
습이 잘 드러나지 않아 의미 파악이 쉽지 않다고 하
였고, 4문단에서 ‘형태음운론적 표기’에서 형태소의 
원래 모습이 잘 드러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형태소
의 원래 모습이 잘 드러나는 ‘형태음운론적 표기’는 
글을 쉽게 읽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정답 ①

[19~22] 기술
<출전> 강옥경, ‘분무기의 원리’
<참고문헌> 데이비드 맥컬레이, ‘도구와 기계의 원리’

개관 :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분무기의 원리를 ‘보
통 분무기’와 ‘압축 분무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실생활에서 분무기를 사용하는 사례를 소개
한 후 분무기의 작동 원리 및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19. [출제의도] 글의 내용 전개방식 파악하기
이 글은 분무기가 화초에 수분을 보충하거나 유리창
을 닦기 위해 세제를 뿌릴 때 사용되는 사례를 제시
한 뒤(ㄴ), ‘보통 분무기’의 작동 원리 및 과정을 분
석하여 설명하고 있다(ㄷ). 정답 ③
[오답풀이] 이 글은 대상의 제작 원리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으며(ㄱ), 분무기가 발전해 온 과정
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 있지 않다(ㄹ). 

20. [출제의도] 글을 읽고 미루어 알기
5문단에서 ‘압축 분무기’는 가압제를 첨가하여 용기 
내의 기체 압력을 높여 액체를 밖으로 밀어내는 방
식임을 확인할 수 있지만, 분무량에 대한 정보는 확
인할 수 없다. 다만, 4문단에서 ‘보통 분무기’의 분무
되는 양과 분무되는 형태는 분무기 노즐 내부나 끝 
모양, 구멍 크기, 구멍 수, 분사 압력 등에 따라 다양
하게 결정된다는 내용을 통해 ‘압축 분무기’도 분무
량이 일정하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풀이] ①은 4문단, ②는 3문단, ③은 2문단, ⑤
는 5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그림 (나)에서 펌프 내부의 압력은 피스톤이 제자리
로 돌아가면서 낮아진다. 마찬가지로 <보기>에서  
ⓑ에 공기를 빠르게 불어 넣으면 ⓒ 지점의 압력이 
낮아지게 된다. 정답 ⑤
[오답풀이] ① ⓑ에 공기를 불어 넣으면 ⓐ를 통해 
용기 속의 용액이 올라오게 되지만, 그림 (가)에서는 
펌프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유입 밸브가 닫혀 
액체의 유입이 차단된다. ② ⓑ에 공기를 불어 넣으
면 ⓐ는 용기 속의 용액이 올라오는 통로가 되지만, 
그림 (가)에 있는 피스톤은 펌프 내부의 압력을 높
이는 역할을 한다. ③ ⓑ는 공기가 유입되는 통로가 
되지만, 그림 (다)에서는 액체의 유입이 일어난다. 

22.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 ‘조절(調節)’의 사전적 의미는 ‘균형이 맞게 바로
잡음’ 또는 ‘적당하게 맞추어 나감’이다. ①은 ‘조정
(調整)’의 사전적 의미이다. 정답 ①

[23~26] 현대소설
<출전> 정한숙, ‘백자도공 최술’

개관 : 이 소설은 고려청자의 맥이 끊어지고 난 뒤 
여러 도공들이 단순히 관의 지시에 따라 습관적으로 
도기를 만들고 있을 때, 창조적 열정으로 새로운 자
기를 만들어 내는 데 힘써 마침내 이조백자를 만들
어 낸 ‘최술’의 삶을 그리고 있다. ‘최술’은 창조적인 
예술인으로 예술적 안목과 비판적인 시각을 함께 갖
고 있는 인물이다. 작가는 이 인물을 통해 예술인들
의 창조적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는 주인공은 이런 유형의 인물이 
되어야만 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23.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최술과 박고남, 최술과 아내 사이에서 대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 최술이 송홧골에서 자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과 광주땅에서 투조백자 필통을 만드
는 부분에서는 요약적 진술이 사용되고 있다. 소설에
서 대화를 사용하면 사건의 전개 속도가 느려지는  
반면 요약적 진술을 사용하면 사건 전개 속도가 빨
라지는 효과가 있다. 정답 ③

24.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특징 파악하기
박고남은 ‘유약비법’을 되살릴 수 있는지를 묻는 최
술의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는 대신 최술의 신분이 
‘국록을 먹는 요’에서 일하는 도공임을 말해주고 있
다. 이것은 도공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를 만들 수 

없으며, 오직 관의 지시와 요구에 따라서만 자기를 
만들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약비
법’이 사라진 것은 관의 요구가 변화되었기 때문임을 
스스로 찾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답 ②

25. [출제의도] 공간의 의미 파악하기
‘유약비법’이 단절된 것은 ‘청자’의 변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폐쇄적인 세습 방식이나 자기의 생산 
환경 변화에 의한 것이다. 정답 ②
[오답풀이] ① ‘송홧골’에서 최술은 ‘유약비법’을 되
살릴 수 있는지 묻고 나아가 ‘스스로 독창적인 것’을 
만들려고 하며 기존 관습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③ 
‘광주땅’에서 최술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투조백자 필
통’을 만들어 내지만 ‘무엇인지 모르게 흡족 못’ 한
다. 이를 통해 보다 나은 백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광주땅’에서 최술은 ‘흰 구름’
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투조백자 필통’을 만들어 낸
다. 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송홧골’에서 ‘청자’를 넘
는 새로운 자기를 만들려는 최술의 노력이 ‘광주땅’
에서 ‘투조백자 필통’으로 결실했음을 알 수 있다.

26. [출제의도]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내용 파악하기
<보기>는 정한숙의 ‘예술가 소설’이 지닌 특징에 대
한 것으로, ‘예술가 소설’은 예술가가 겪는 내․외면적 
갈등을 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은 최술이 새
로운 자기를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것이지 다
른 사람과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관계가 없다. 정답 ⑤

[27~30] 과학
<출전> 곽영직, ‘과학기술의 역사’
<참고문헌> 이광식, ‘천문학 콘서트’

개관 : 이 글은 지구와 달, 태양의 크기를 추론하여 
지동설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고대의 인물 아리스타
코스를 소개하는 글이다. 이 글에서는 아리스타코스
가 태양, 지구, 달의 크기 비율을 구한 방법을 설명
하고, 그가 주장한 지동설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현대의 천문학 지식에 부합하는 그의 생각이 
어떻게 묻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27. [출제의도] 중심 화제 파악하기
 이 글은 기원전에 이미 지동설을 주장했던 천재적
인 천문학자 아리스타코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
리고 그의 생각이 당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묻혔다는 것이 이 글의 중심 내용이다. ‘고대의 코페
르니쿠스’라는 말은 고대에 이미 코페르니쿠스처럼 
혁신적인 생각을 한 아리스타코스를 비유적으로 표
현하는 말이다. 정답 ①

28.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3문단의 첫 부분에 ‘그가 태양과 달의 크기를 계산한 
방법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전제해도 쓸 
수 있는 방법이다.’고 하였으므로 지구와 태양의 위
치를 바꾸면 크기가 다르게 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풀이] ①, ③, ⑤는 4문단, ②는 5문단에서 확
인할 수 있다.

29. [출제의도] 다른 정보와 비교하여 내용 파악하기
<보기>에서는 아리스타코스의 계산이 실제와 차이
가 있었던 이유는 수준 낮은 관측, 시간 측정의 부정
확함, 측정 장소의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
밀한 관측을 하더라도 행성의 배열 순서와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③
[오답풀이] ① 아리스타코스가 달의 크기를 계산한 
방법은 월식 시간을 측정하여 얻은 것이다. <보기>
에 의하면 당대에는 시간측정이 정확하지 않았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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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정확한 것이 된다. 실제로 달은 태양의 1/5정도
이다. ⑤ θ 각이 커질수록 태양까지의 거리는 멀게 
계산된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멀게 계산되
면 태양의 크기도 크게 계산된다. 아리스타코스는 측
정 때마다 다른 값을 얻었으므로 지구와 태양의 크
기 비율도 조금씩 다른 값을 얻었을 것이다.

30. [출제의도] 문법 지식 적용하기
‘때’는 “때가 아니다.”는 문장처럼 수식하는 말이 없
어도 사용될 수 있으며 문장의 첫머리에도 올 수 있
다. 정답 ②
[오답풀이] ① ‘이’는 사람을 뜻하는 의존 명사로 수
식하는 말이 없이는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

[31~34] 고전소설
<출전> 작자미상, ‘이화전’

개관 : ‘이화전’은 전반부에서는 조선, 후반부에서는 
중국을 배경으로 하여 이화가 요괴를 퇴치하는 전기 
소설이다. 임진왜란 당시 구원병으로 왔던 명나라 장
수 이여백의 혼이 요괴 퇴치를 도와주는 것으로 설
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임진왜란 당시 중국의 
도움을 받은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화가 중
국으로 도망간 요괴를 퇴치하여 중국을 구하는 후반
부를 통해 우리가 도움을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
재에 그치지 않고 중국을 도울 수도 있다는 민족적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31.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첫 문단 ‘군민이 화살과 창검으로 그 짐승을 죽이고 
정신을 차려 원에게 사례하기를’에서 군민은 이여백
이 아니라 원님인 이화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32. [출제의도] 작품의 사건 구조 파악하기 
‘읍중’에서 일어난 대결Ⅰ과 ‘중원’에서 일어난 대결
Ⅱ를 비교해 보면 모두 요괴와 대적하고 있으므로 
둘 다 비현실적이다. 정답 ⑤
[오답풀이] ① 대결Ⅰ, Ⅱ 모두 이여백의 도움을 받
는다. ④ 이화는 대결Ⅰ에서 숫여우는 잡았으나 암여
우를 놓쳤으므로 불완전한 승리에 그쳤지만 대결Ⅱ
에서는 보라매를 이용하여 암여우를 물리쳐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

33.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이화가 어렵게 얻은 ‘보라매’는 중원에서 귀비로 변
신한 암여우를 공격한다. 이 공격으로 암여우는 정체
가 밝혀지고 죽임을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매’
는 이 소설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34. [출제의도]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 찾기
살 길을 두 번씩이나 가르쳐 준 은혜를 표현해야하
므로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혀
지지 아니하다’는 의미인 ‘각골난망(刻骨難忘)’이 적
절하다. 정답 ①
[오답풀이] ② 구사일생(九死一生) : 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난다는 뜻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을 이르는 말. ③ 오매불망
(寤寐不忘) :  자나 깨나 잊지 못함. ④ 인과응보(因
果應報) : 전생에 지은 선악에 따라 현재의 행과 불
행이 있고, 현세에서의 선악의 결과에 따라 내세에서 
행과 불행이 있는 일. ⑤ 천재일우(千載一遇) : 천 년 
동안 단 한 번 만난다는 뜻으로, 좀처럼 만나기 어려
운 좋은 기회를 이르는 말.

[35 ~ 38] 극문학
<출전> 장진, ‘웰컴 투 동막골’

개관 : 이 희곡은 시나리오로 각색되었던 ‘웰컴 투 동
막골’의 원작이다. 1950년 6․25 전쟁을 배경으로 우
연히 동막골이라는 산골 마을에 모이게 된 연합군 
비행사와 국군 탈영병, 그리고 인민군들이 이념 대립
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아버지
(동구)의 오래된 사진을 발견하게 된 ‘작가’가 아버
지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자신의 상상력을 더해 당시
의 상황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설정을 하여 서사극의 
특징을 보여준다.

35. [출제의도] 인물의 태도와 심리 파악하기
‘현철’은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더 갈 
곳이 없는 처지를 이야기하는 ‘상상’의 태도가 불만
스러워 급기야 폭력을 행사하려고까지 한다. 정답 ②

36. [출제의도] 소재의 특징 파악하기
‘작가’의 마지막 대사를 통해, 사진을 찍기 전까지의 
극의 내용 전개 및 인물들의 구체적인 행동은 ‘작가’
가 상상하여 기술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은 사진을 찍을 때까지 
인물들이 앞으로 어떤 구체적 행동을 취할지는 정확
히 알 수 없다. 정답 ⑤

37.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동구’가 ‘작가’에게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 때 ‘동구’는  
‘작가’의 아버지라는 태도로 ‘작가’에게 말을 하고 있
는 것이므로, 마을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설정이나 어
린아이다운 느낌이 드는 어투를 쓴다는 것은 적절하
지 않다. 정답 ⑤
[오답풀이] ④ ‘치성’은 연기자의 입장에서 ‘작가’에
게 이야기를 하다가 “(연기한다)”는 지문이 나오고 
난 뒤 연기를 하는 듯한 말투를 쓰게 된다. 그 다음
에는 본문에서 언급되는 내용대로 사진을 찍기 위한 
쪽으로 향하게 된다.

38. [출제의도] 장면의 흐름 파악하기
(나)의 인물들은 ‘작가’와는 대화를 하고 있으나 관
객과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가)의 
‘작가’와 관객 간의 대화가 나타날 뿐이다. 정답 ④
[오답풀이] ① 장면 2의 ‘이원의 공간’이란 말을 통
해 장면 1에서 ‘작가’가 이미 (가)에 있었으리라 짐
작할 수 있고 공간 인식이 다르게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짐작할 수 있다. ⑤ ‘작가’와 인물들 간의 대화
가 이루어지는 장면 3은 장면 1에서 나뉘어 있던 공
간의 통합이 이루어진 것이며, 동일한 시간 속에서 
연기와 관계된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9~41] 사회
<출전> 정영규, ‘경제학 원론’

개관 : 정부가 수입량을 규제하는 정책 가운데 대표
적인 방법인 관세와 수입 수량 할당에 대하여 개념
과 사례를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39. [출제의도] 제시된 내용을 이해하기
4문단에서 정부가 수입을 규제하는 경우에 ‘수입 상
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입 상품에 대한 소
비를 억제하는 한편 해당 품목의 국내 생산을 촉진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때 수입 상품의 
가격 상승은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 정답 ①

40. [출제의도] 대상의 속성 비교하기
2, 4, 5문단을 확인하면 관세와 수입 수량 할당은 수
입을 억제하므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효
과가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또한 현실 경제에
서 두 규제가 점점 완화되고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차이점은 수입상품의 가격 상승분이 누구에게 귀속

되는가에 대한 것인데 관세는 정부가, 수입 수량 할
당의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이윤을 얻는다는 차이점
이 있다. 정답 ④

41. [출제의도] 개념을 이해하고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A]에 제시된 포도주는 수량 할당제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자유무역
에서의 시장가격보다 가격이 상승된 상태이다. 또한 
초과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량에 변함
이 없고 수입도 일정량만 할 수 있다고 서술한 [A]
와 <보기>를 참고하면 현재 가격인 18,000원보다 
가격이 상승해도 공급량에는 변화가 없다. 정답 ①
[오답풀이] ② 포도주 수입 할당량을 현재보다 더 
줄인다면 공급이 감소하는 것이므로 S2는 왼쪽으로 
이동한다. ④ 포도주를 전혀 수입하지 않는다면 국내 
생산만 존재한다는 의미이므로 S1과 D가 만나는 지
점인 25,000원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42~45] 예술
<출전> 박창환, ‘미술감상과 미술비평 교육’

개관 : 이 글은 고전주의 예술관의 특징을 바탕으로 
수용미학이 등장한 배경을 소개한 뒤, 수용미학의 일
반적인 특징과 ‘이저’의 수용미학 이론을 서술하고 
있다. 이글에서는 고전주의 예술관은 작가와 작품에 
가치를 두는 반면, 수용미학은 작품과 독자에 중심을 
두어 독자가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
고 ‘이저’는 텍스트와 독자의 상호작용 과정인 구체
화의 과정을 통해 작품이 재생산된다고 보았다. 

42.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②는 1문단 ‘독자는 작품의 의미를 수동적으로 파악
한다’, ③은 2, 4문단 ‘독자의 능동적 역할, 독자의 
구체화를 통해 작품은 감상이 가능하다’, ④는 1문단 
에서 수용미학이 등장한 배경이 고전주의 예술관과 
관련된다는 내용과, 2문단 ‘작품의 의미는 고정된 것
이 아니라 독자에 의해 재생산 된다’, ⑤는 4문단 ‘작
품은 독자의 구체화 과정을 통해 재생산된다’라는 내
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①

43.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 이해하기
②는 마지막 문단 ‘독자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
답 ②

44.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독자의 능동적 역할을 중시하는 ‘이저’는 작가와 작
품에 가치를 두는 고전주의 예술관을 비판한다. ‘학
생 1’은 고전주의 예술관의 입장에서 시를 감상하고 
있으므로, ‘이저’는 ‘학생 1’의 감상을 높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정답 ⑤

45.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문맥을 고려할, ㉠은 ‘확실하게 정함’의 의미이다. 정
답 ②
[오답풀이] ① 개정(改定) : 이미 정하였던 것을 고
쳐 다시 정함. ③ 선정(選定) :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함. ④ 추정(推定) : 추측하여 판정함. 
⑤ 판정(判定) : 판별하여 결정함.



4

• 수학 영역 •
정 답

1 ② 2 ⑤ 3 ⑤ 4 ③ 5 ①
6 ① 7 ③ 8 ④ 9 ⑤ 10 ②
11 ② 12 ⑤ 13 ③ 14 ④ 15 ④
16 ④ 17 ③ 18 ② 19 ① 20 ②
21 ⑤ 22 14 23 22 24 11 25 30
26 432 27 26 28 20 29 54 30 103

해 설

1. [출제의도] 집합의 연산 계산하기
    이므로 원소의 총합은 이다.

2. [출제의도] 나머지 정리 이해하기
  라 하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나
머지는  이다. 

3. [출제의도] 복소수 계산하기
    이므로    이다.

4. [출제의도] 유리식 계산하기
 에서 


















 이다.

5. [출제의도] 합성함수와 역함수 이해하기
  에서   이다. 
따라서     이다.  

6. [출제의도] 방정식 이해하기
        에서 가 실수이므로
     이다.      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이므로 주어진 방정식의 실근
의 개수도 이다.

7. [출제의도] 분수함수의 평행이동 계산하기
  


 

 이므로   


의 그래프를 축의 방향으로 , 축의 방향으로 
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따라서   이고, 이다.

8. [출제의도] 복소수의 성질 이해하기
    ⇔     또는      
  에서 
    

∴      

따라서   이다.
9. [출제의도] 집합과 이차부등식 문제 해결하기   

집합 에서    또는   이므로 ∩ ∅
이 되기 위해서는 ≤ ≤  ≤이다. 
∴ ≤≤

따라서 정수 의 개수는 이다.
10. [출제의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해하기
 의 두 근이  이므로
         …… ㉠
 의 두 근이 


 

 이므로







  


   …… ㉡

㉠, ㉡에서 









 이므로 


 이다.

∴  




이므로 


 이다. ∴  

따라서    이고  가 실수이므로
    이다. ∴ 

11. [출제의도] 도형의 넓이 이등분 증명하기

O A
BC

DE







R P

Q

직선 과 선분 CD 의 교점을 P 라 하고 P 에서 
축, 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Q R 이라 하면 
삼각형 OQP 의 넓이와 삼각형 OPR 의 넓이가 서로 
같으므로 사각형 ABCQ 와 사각형 DERP 의 넓이가 
서로 같다.
따라서 ×ER×에서 ER 

 이고 P 
 

이므로 직선 의 기울기는 
 이다. ∴  

12. [출제의도] 집합과 방정식 문제 해결하기
∪  이면  ⊂이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
의 부분집합이므로 집합 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는 
일차 방정식    에서  이다. 집합 
가 공집합이 아닌 경우 의 원소는  또는 이
다. 그러므로 ∈ 이면     에서 
  이고, ∈ 이면    에서   



이다. 
따라서 모든 실수 의 값의 합은 

 이다.
13. [출제의도] 다항식 문제 증명하기

정사각형의 넓이와 직각 삼각형의 넓이가 같으므로
  (가)= 이고 직각 삼각형에서
    이므로   (나)= 이고 
       (다)=   이
다.
여기서   가 모두 정수라 하면, 
  (나)= 에서 는 짝수이므로   ′
(′ 은 자연수)라 할 때
  

′ ․
′ ․

′ = ′ ′′가 
된다. 우변은 연속된 세 자연수의 곱이므로 제곱수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모순이다. 그러므로     중 
적어도 하나는 정수가 아니다.  
그러므로   ,   ,
  이다.
∴    

14. [출제의도] 실생활에서 순열 문제 해결하기

우선 남학생 12 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이다. 여기서 남학생 2 명씩 묶어서 그 사이에 여
학생 2 명을 세우는 경우의 수는  ×  이
므로 경우의 수는  × 이 되어   이다. 

15. [출제의도] 조건의 진리집합 추론하기
   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 하자. 

∈이면 가 정수이고 정수 전체의 집합은 곱셈
에 대하여 닫혀 있으므로   도 정수이다. 따
라서 ∈, ∈, ∈이므로
 ⊂  ⊂  ⊂ 이다. 같은 방법으로 
 ⊂이다. 
ㄱ. [반례]    이면   은 정수이지만 
   은 정수가 아니다.  (거짓)
ㄴ. ∩ ⊂  (참)
ㄷ. ∪  ⊃   (참)

16. [출제의도] 함수의 그래프와 방정식의 관계 이해하기 
        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
다.

   에서
   또는    이므로 
    이다.
따라서 모든 실수 의 값의 합은 이다.

17. [출제의도] 삼각함수 활용 문제 해결하기
  sin≥ 의 주기가 

 이므로
  

 이다. 
  


 sin

= sin    


18. [출제의도] 이차방정식의 활용 문제 해결하기
  라 두면 
이차방정식   에서 



 

 





 이므로 

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두 실근이 모두 이하가 되려면 
(ⅰ) 대칭축의 방정식은  이므로 ≤
(ⅱ)   ≥ 에서 ≤ 



(ⅰ), (ⅱ)에 의해  ≤
 이다. 따라서 두 근 중 

적어도 하나가 양의 실수가 되려면   
 이므

로 정수 의 최솟값   이다.
∴  

19. [출제의도] 부등식의 영역 문제 해결하기
원점에서 직선 까지의 거리가 이므로



 이다.  ∴  

점 P 에서 직선 에 이르는 수선의 길이는 
이고, 점 P 에서 직
선 에 이르는 수선의 길이는 
이다. 따라서
 

그런데 직선 이 두 점 P  , P 사이
를 지나므로  이
다.

20. [출제의도] 삼각함수 문제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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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B  
 sin


 

 sin 

∆OCD

□ABCD △OCD -△OCB
          △OCD× 

 sin 





21. [출제의도] 복소수 문제 추론하기
(ㄱ)         (참)
(ㄴ)  ,  이므로
              
(참)
(ㄷ) (ㄴ)에 의해서
                   
(참)

22. [출제의도] 유리식 계산하기
(준식)





 

23. [출제의도] 이차함수 이해하기
    이므로   에
서 최솟값 ,  에서 최댓값 를 가진
다.   에서 최솟값이 이므로  
이다. ∴   따라서 최댓값은   이다.

24. [출제의도] 삼각함수 이해하기
sin  cos  sin cos에서 양변을 제곱하면
sin cos  sin cos이다. 따라서
sin cos sin cos  
∴ sin cos    (∵ ≤ sin cos ≤ )
    이므로  이다.

25. [출제의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해하기
점 P 가 직선   위의 점이므로
   ⋯⋯㉠
PAPB 이므로  
정리하면   ⋯⋯㉡
㉠, ㉡을 연립하여 풀면 

 ,   
 이다.

∴   

26. [출제의도] 실생활에서 경우의 수 문제 해결하기
배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가지이고, 와   
가 대응되는 경우의 수는 ×가지이다. 따라서 
와 가 대응되지 않는 경우의 수는
× ×  × ×  이다.

27. [출제의도] 원과 직선의 방정식 문제 해결하기
중심 O 에서 변 AB 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라 하면 
두 점 A B 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므로 OH

  
∴ ∆PAB≤ 


×AB× OH   

          
  

따라서  이다. 
[별해] 
선분 AB 의 중점을 M 이라 하면 M 


  

 이

고, OM











따라서 ∆PAB 의 넓이가 최대일 때 높이는



 이다. AB 이므로

∆PAB 의 최댓값은 
  이다.

28. [출제의도] 부정방정식 이해하기
 

 

  

  
또는   

이다. 
따라서    또는   이다.
그러므로 자연수 의 모든 값의 합은 이다.

29. [출제의도] 항등식 이해하기
 

 
  

 
 



  


 




 에서

       

    가 된다. 따라서
        이므로     이다.

30. [출제의도] 삼각형의 넓이 문제 추론하기
cos ××


 

 이므로 sin  
 이

다.
∆ABC 의 넓이 


×××




  
PF라 하면 


 = 

    
     

∴  

  

△EFP  

×


×

 sin A 


∴  

• 영어영역 •
정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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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1. [출제의도] 그림 보고 찾기
W: Tim would be an awesome student body president.
M: Sure. He’s great.
W: As the election is next week, we must get these 

posters made as soon as possible.
M: Alright. First, we should decide on his picture 

for the poster.
W: Which is better, with or without a tie? 
M: I’m afraid Tim wearing a tie will look too 

formal.
W: Right. Let’s choose the picture without a tie. 

Now, we should talk about the slogan, ‘Tim for 
President!’ Where do we have to place it? 

M: It should go above his photo, so everyone can 
see it easily. 

W: Okay, then what should be written beneath the 
photo? 

M: How about the election date? 
W: That’s a good idea.
M: I think we’re done. Let’s go to the printing shop 

now!

[어구] student body 전교 학생(회)  
2. [출제의도] 심정 추론하기
M: Amy, we finally got news from the English 

Reading Foundation.
W: You mean I was accepted as a tutor in their 

reading program?
M: Yes, congratulations! Only ten students were 

selected. You will be a perfect tutor. 
W: Wow, I feel so honored. All thanks to you, Mr. 

Harrington. 
M: You’re welcome. Do you know the program starts 

next Saturday?
W: Saturday? I thought it was a weekday program.
M: No, only Saturday.
W: Oh, my goodness! I already signed up for another 

weekend program. Can I do both?
M: I’m afraid you can’t. You’d better apply for the 

English Reading Program later. 
W: Yeah...I have to give it up this time. 

3. [출제의도] 설명하는 대상 파악하기
M: Most people have this in their room. This might 

be on your wall, shelf, or desk. It is something 
most people look at every day. It’s helpful when 
washing your face, brushing your teeth, or 
combing your hair. With this, you can also 
examine and adjust your appearance. If you 
carry this item, you must be careful. It is 
fragile. It can be many different shapes, but the 
surface is always smooth and shiny. Some 
people believe that if you break this item, it will 
bring bad luck. 

[어구] fragile 깨지기 쉬운
4.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M: Hey, I have good news!
W: What happened?
M: Well, remember when you helped me edit my 

resume last month?
W: Yes, of course.
M: I got the job as an engineer at the ABC Auto 

Company!
W: Oh, that’s wonderful!
M: I wouldn’t have gotten it without your help. You 

made my resume stand out. 
W: It’s nothing.
M: I really owe you. Is there anything I can do for 

you? 
W: Not much. (pause) Hmm...actually my car seems 

to have a problem with the engine. 
M: Then why don’t you bring your car to my garage 

tomorrow? I can check it for you.
W: OK, thanks!

[어구] resume 이력서
5. [출제의도] 담화의 목적 파악하기
W: This is all for today. Let me explain wha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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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to do before next class. It’s about making 
a plan for group camping. You can group three 
to four people together and decide on the place 
to visit. The whole plan should be written in 
English, using the learned expressions during 
the lessons. You can add some new expressions. 
The more creative the plan is, the better. The 
total amount should be 350 to 400 words. The 
deadline is next Tuesday. If it is late, two 
points are reduced per day. If you have any 
questions, you can send me an email. My email 
address is teacherhelp@school.com. I hope you 
enjoy this cooperative work and I expect that 
your English writing skills will improve.

[어구] cooperative 협동의
6. [출제의도] 특정 정보 파악하기
W: May I help you?
M: I’d like to have our class newspaper printed. 
W: How many pages does each copy have?
M: 5 pages per copy, and B4 size. Please make it in 

color.
W: OK, it’s one dollar per page, so that’ll be 5 

dollars per copy.
M: That sounds reasonable.
W: Then, how many copies do you need? 
M: My class has 40 students. So, I need around 40 

copies.
W: If you order over 30, we provide a 10% discount 

from the total. 
M: It sounds great! Just 40 copies, please. 
W: Good. You can have them next Monday. 

[어구] copy 부, 권  reasonable 적당한 
7. [출제의도] 대화 장소 추론하기
W: Dad, come and see this! This coral island is 

really huge.
M: Yes, this whole area is registered as a world 

heritage site.
W: Look at these fish. They are all different colors! 
M: Awesome! This glass window makes it really 

easy to see the ocean.
W: Dad, the motor is off. 
M: Right, we are here now. We’ll get off soon. 
W: Then, I can take off this life vest, right?
M: Yes, put it back in its original place.
W: Okay. (pause) Now, which way should we go?
M: To the left, sweetie, and hold my hand tightly 

when we get out. 
W: Okay, can we swim on the island?
M: Sure. Let’s have a lot of fun.

[어구] coral 산호  register 등록하다  heritage 유산 
8. [출제의도] 화자 관계 추론하기
M: I’ve never stood before this big of an audience.
W: Relax. You only have to show them what you’ve 

practiced.
M: Oh, my! I forgot where I put my musical score.
W: Again? It’s over there. Tom, stay focused. 
M: I know, Mrs. Garbie. 
W: Don’t forget to play the violin when I give you 

the cue.
M: No, I won’t. This time I won’t make the same 

mistake as before.

W: Good. I trust you. I know you practiced your 
part a lot. 

M: Thanks. Look! My parents are sitting over there.
W: Yes, they are. I’m sure they are here to cheer 

you on.
M: Yeah, that’s right. I will try my best not to 

disappoint them.

[어구] score 악보  cue 신호
9. [출제의도] 담화 내용 파악하기
M: The City Art Museum is the proud host of Van 

Gogh and Gauguin’s works this month. This 
event features more than 120 paintings and 
works on paper by these two artists. Van Gogh 
and Gauguin met and were associated with the 
various avantgarde movements in Paris. They 
also played a big role in creating a party called 
‘Petit Boulevard’. The painters of the Petit 
Boulevard shaped European modern art. In one 
of the exhibits, you can explore the deep, but 
productive relationship between Van Gogh and 
Gauguin through photos, maps, and letters. Don’t 
miss this wonderful chance to appreciate the 
two masters’ works. 

[어구] feature ~을 특색으로 삼다  be associated 
with ~와 관련되다  appreciate 감상하다

10.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telephone rings]
W: Hi, Sam. It’s me.
M: Hi, Mom. I’m really excited about going home 

for Thanksgiving.
W: I know. When are you planning to come? 
M: Tomorrow. Are you going to pick me up?
W: Sorry, darling. Uncle Nate had a car accident 

and is in the hospital now. 
M: Really? That’s too bad. 
W: Dad and I are visiting him today and will be 

there until the day after tomorrow.
M: Don’t worry about me. I can take the bus.
W: Maybe, I can send your brother instead.
M: Oh, no. Don’t bother. The bus terminal is near 

my place. 
W: Okay, be careful and see you at home. 

11.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M: Hi, Sally, what are you doing?
W: I’m thinking of what to buy for my mom. 

Tomorrow is her birthday.
M: Good girl! What does she like?
W: She likes romantic novels best. Last year I 

bought her Jane Austin’s Pride and Prejudice, 
and she really loved it.

M: Why don’t you buy her another book by Austin?
W: I don’t remember any other books she wrote. Do 

you?
M: Sorry, me neither.
W: Ah! I remember you told me Tom is Austin’s 

biggest fan.
M: You’re right. He is.
W: Could you ask him if he knows any good novels 

of hers?
M: No problem. I’m going to see him in Math class 

this afternoon.

12. [출제의도] 표의 내용 파악하기
M: Honey, come on over here. 
W: What is it?
M: Star Ticket’s offering some yearend specials on 

Dec. 25. Why don’t we try one?
W: Sounds great. Hmm...two comedy shows and 

three musicals.
M: Which one do you want to see? 
W: I don’t enjoy comedy shows. I’d like to watch 

the show with both singing and dancing.
M: No problem. What about a 3:00 p.m. show? We 

can have dinner together after the show. 
W: I don’t want to be stuck in the afternoon traffic 

jam.
M: Yeah, I agree. Let’s see an evening one!
W: And one more thing, I hope the ticket costs less 

than 40 dollars. We have to save money.
M: Okay, darling, if you insist.
W: Good. We’re all set now. I’m already excited!

13.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the announcement signal]
W: Attention, students. I have some announcements 

about today’s special event before we have a 
school sports day on Saturday. As you know, 
today’s final class will be cancelled. You may 
have heard the rumors about a special guest. 
Yes, it’s true that former professional basketball 
player Jamal Mashburn is coming to today’s 
event. He plans to speak to you about the 
importance of physical fitness. And I expect 
that you will be on your best behavior for our 
special guest. Band members should go to the 
school gym ten minutes before the event.

[어구] physical fitness 건강
14. [출제의도] 주장 내용 파악하기
M: OK, everyone! Let me tell you my story. While 

living in a farming community, we planned to 
build a new house. For many months, we 
discussed the plans, and because we did not 
fully agree, nothing was done. Then one day, 
one of us went out to the building site and 
began to hammer stakes into the ground. 
Another one started to make frames for the 
house. It was not long before the house was 
built. You can think and talk about a project for 
a long time, but only action will make it happen. 
Don’t wait until all the conditions are perfect for 
you to begin. Work through your hands to 
realize the things that will serve you. 

[어구] stake 말뚝 
15. [출제의도] 상황에 적절한 대화 고르기
① M: Could you pick up that book on the floor for 

me?
   W: No problem.
② M: Could you giftwrap this book?
   W: Sure. It’ll be done in a minute.
③ M: What are you reading?
   W: I’m reading a detective story. It’s interesting.
④ M: Do you need a hand?
   W: Yes, please. I can’t reach the book I’m 

looki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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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M: Can I renew this book?
   W: Of course. You must do it before it’s 

overdue.

[어구] renew 갱신하다 overdue 기한이 지난
16. [출제의도] 대화의 적절한 응답 고르기
[telephone rings]
M: This is ALL Right Shopping. How can I help 

you?
W: I bought a red dress last weekend on your 

website, but a black one was delivered.
M: Can I have your name, please? 
W: Jessie Timmis. TIMMIS. 
M: (typing sound) Hmm...oh, I’m sorry, Ms. Timmis. 

We made a mistake. We can help you return it.
W: How can I return this? 
M: This afternoon, our delivery man will visit your 

place to pick it up. There’s no charge for the 
return. 

W: I’m afraid I won’t be at home this afternoon. 
Then, what should I do?

M:                                           

17. [출제의도] 대화의 적절한 응답 고르기
W: What’s up, Chris?
M: Not much, Alicia. What are you doing now?
W: I’m just looking at the class schedule for next 

semester.
M: Oh, you haven’t registered yet?
W: No...it’s hard to choose my elective courses. 
M: What’s hard about that? You only have to choose 

classes you are interested in.
W: That’s the easy part. I’ve already decided to 

take Spanish and Astronomy.
M: So, what’s the problem?
W: The afternoon classes are all full. Only morning 

classes are open.
M:                                           

[어구] elective course 선택 과목
18. [출제의도] 대화의 적절한 응답 고르기
M: Jane, did you hear the sad news about a famous 

alpinist?
W: You mean Mr. Stanley lost his life while climbing 

Mt. Everest? 
M: Yeah. That’s too bad, right? 
W: Yes, but I think he really knew how to live his 

life fully.
M: But I don’t understand why he climbed such a 

dangerous mountain. He gave his family and 
friends sorrow.

W: You know, great challenges often come with 
suffering and loss.

M: But he didn’t have to risk his own life. See, in 
the end, a terrible thing happened! 

W: Well...probably he wanted to achieve the things 
that others thought impossible. I mean...he 
acted up to his belief.

M: Are you saying he was right to die for his 
belief?

W:                                           

[어구] alpinist 등산가 

19. [출제의도] 대화의 적절한 응답 고르기
W: Steve, what are these bikes for?
M: Our town office lends them to people for free.
W: Why do they do that?
M: By encouraging people to use more bikes, they 

are trying to protect the environment. 
W: Oh, that seems like a brilliant idea! It can 

improve your health, too.
M: It has problems, though. Some people don’t put 

the bikes back, and there have been a few 
thefts reported.

W: It’ll take some time to correct the problems, but 
it’s still a good idea.

M: Why doesn’t your town try this? I know you 
guys also have excellent bike roads.

W:                                           

[어구] brilliant 훌륭한  theft 도둑질 
20.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표현 추론하기
W: Sally was looking for a camping site for her 

family’s vacation. She heard that Green Park’s 
camping sites command a nice view of a lake, 
and she reserved one near the lake right away. 
Her family arrived at the park, and Sally paid 
the camping fees at the park office. However, 
when they actually got to their designated site, 
they found it was not near the lake, but near big 
waste bins. And they smelled a lot. Sally 
became very upset and went back to the office. 
When the park manager saw Sally again, he 
asked her if there was something wrong.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Sally most likely say to 
him?

Sally:                                           

[어구] designated 지정된 
[21-22] 복합 대화문
W: Hey, what are you looking at?
M: I’m looking at photos of cliff dwellers. They’re 

really interesting.
W: You mean the people who lived under rock shelters?
M: Yes. They were mainly in Southwest America. 
W: I can’t imagine how they could live under a rock 

cliff.
M: It doesn’t seem so bad. The morning sun would 

heat their caves if they faced south or east.
W: How did they get water living there?
M: Their caves were near streams or rivers.
W: I see. But I think living in a cave would be 

awful.
M: You may think so, but some cliff dwellers made 

whole cities inside canyons.
W: Wow, a city inside a canyon? It would be 

extremely safe.
M: Sure. If someone came to attack them, they just 

took down their ladders and no one could come 
in. 

W: That’s brilliant. They could easily defend their 
homes.

M: Yeah. The cliff dwellers were really smart. 

[어구] dweller 거주자  canyon 협곡  take down ~
을 치우다

21. [출제의도] 주제 파악하기

22. [출제의도] 세부정보 찾기
23. [출제의도] 글의 목적 추론하기

우리는 매년 미국 최고 수준의 대학에 있는 가장 우수
한 수백 명의 교수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뛰어난 
그룹 중에서도 고객들로 구성된 패널이 최고라고 평가 
내린 분들만 엄선하고 있습니다. 세계 일류 학자이면서 
교수인 이 분들 중에서도 10%가 안 되는 분들이 The 
Great Courses를 만드는 데 선택됩니다. 그 분들은 지
적이고 열성적인 성인 평생교육 학습자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2,000시간 이상의 학습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
다. 당신은 이런 훌륭한 강의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강의가 완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다른 
강의로 변경해드리거나,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해설] 교수진과 강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강의를 홍
보하고 있는 글이다.
[어구] extraordinary 뛰어난  rate 평가하다  
engaged 열성적  magnificent 멋진

24. [출제의도] 지칭어 추론하기
내 아들은 16살이 되었을 때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로 결심했다. 나는 매일 밤마다 아들에게 운전 연습을 
시키기 위해 함께 나가야 했다. 나는 언제나 초조해져
서는 그에게 소리를 질러댔다. 마침내 아들 운전면허 
시험 날이 되었다. 몇 시간이 지난 뒤, 내 아들은 면허
증을 가지고 돌아왔다! 나는 그에게 운전시험이 어땠는
지 물었다. 아들은 운전면허 시험관이 좋았다고 대답했
다. 그는 내 아들이 시험을 치르는 동안 더 편하게 해
주려고 그가 해 줄 것이 있는지 묻기까지 했다. 그래서 
내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신호등에 앞에 서면 
우리가 마치 죽기라도 할 거처럼 막 소리를 지르세요. 
그러면 제 아버지가 차에 있는 것처럼 느낄 거예요.” 
[해설] 밑줄 친 ④번은 운전면허 시험관을 지칭하고 
나머지는 아들을 가리킨다.

25. [출제의도] 어법에 맞는 표현 고르기
운전 중에 문자 보내는 것을 금하는 다양한 주의 금

지법과 전국적인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에 문자
를 보내는 사람들의 숫자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다고 새
로운 연구가 주장한다. 교통안전국(TSA)에 의하면 운
전 중에 문자를 보내고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운전자
의 숫자가 2009년 0.6%에서 2010년 0.9%로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한다. 자동차 제작자와 입법자들이 주의가 
산만한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촉구하고자 
할 때 마침 이 뉴스가 나왔다. 사실 안전위원회에서는 
모든 주에서 핸즈프리로 대화하는 것부터 문자보내기에 
이르기까지 휴대폰 사용을 불법으로 하려고 추진 중이
다. 교통안전국(TSA)에서는 어떤 상황에서건  휴대기
기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사고를 냄으로써 자신이나 
타인을 다치게 할 확률이 4배나 높다고 한다. 
[해설] (A)에서는 뒤에 명사구가 왔기 때문에 
despite를, (B)에서는 주어가 the percentage이기 때
문에 단수동사인 has를, (C)에서는 make의 목적 보
어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형용사인 illegal을 써
야 한다.
[어구] ban 금지  behind the wheel 운전 중인  
text 휴대폰에서 문자하다  distracted 산만한

26. [출제의도] 어법에 맞는 표현 고르기
두 개의 종이 매우 상호의존적인 관계라서 한 종이 

멸종하면 다른 한 종도 역시 멸종하게 되는 경우가 있
다. 이러한 현상이 현재 멸종해 버린 도도새에 의존했
던 나무에게 일어나고 있다. 도도새는 인도양에 위치한 
열대섬 Mauritius에 한때 살았다. 그러나 이 도도새는 
19세기 후반부에 멸종되었다. 인간과 다른 동물들이 도
도새를 지나치게 사냥했기 때문이다. 도도새가 사라진 
이후에 Calvaria 나무는 바로 싹 틔우기를 멈추었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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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이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기를 Calvaria 나무의 
씨앗이 싹트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씨앗을 도도새가 먹
어서 소화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해설] ③ situate는 ‘~에 위치시키다’ 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인도양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분사인  situated를 써야 한다. 
[어구] roam 배회하다  sprout 싹틔우다, 싹트다

27. [출제의도] 필자 주장 추론하기
내가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는 Forrest Gump이다. 

이 영화는 자신도 모르게 우연히 계속해서 성공하게 되
는 착한 성품을 지닌 Alabama의 한 순진한 청년에 대
한 이야기이다. 이 영화의 어떤 시점에서 Forrest는 좌
절하고 그의 인생에 대해 혼란스러워 한다. 그래서 그
는 무엇을 하는가? 그는 달리기를 시작하여 계속해서 
달린다. 그는 태평양 해안에서 대서양 해안으로 두 번 
반을 왕복으로 횡단해서 달리고 난 뒤 기분이 좋아지면
서 마침내 그의 인생을 추스를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우울하거나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이러
한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Forrest가 했던 일을 하는 것이다. 즉 운동을 통
해서 우리의 삶을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해설] Forrest Gump가 인생에 혼란을 느꼈을 때 달
리기를 통해 역경을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운동을 
통해서 힘든 순간을 극복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어구] naive 순진한  stumble into~ 우연히 ~하다  
in spite of oneself 자신도 모르게  back and forth 
왕복으로 sort out 정리하다

28.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언어는 우리 안에 내재된 능력이다. 우리는 실제 언어

를 연구함으로써 이런 능력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언어
를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즉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
는 것이다. 그러한 연구를 하는 최선의 출발점은 우리 
자신의 언어이다. 그렇다면 언어를 연구하는 좋은 방법
은 무엇인가? 최선의 접근 방법은 역사적인 접근법이다.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때로는 유용하고 중요하다. 
우리가 한 사람의 행동 방식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심리
학자라면 우리는 한 사람의 태생과 시간에 따른 발달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언어도 역시 마찬가지다.
[해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태생과 
시간에 따른 발달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내용에서 
빈칸에는 언어연구에 있어서 최선의 접근방법도 ‘역
사적인’ 접근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
다. 
[어구] inherent 내재된   origins 태생, 가문, 혈통
be true of~ ~에 적용되다, ~에도 마찬가지이다
① 정치적인   ② 신체적인   ③ 역사적인   
④ 경제적인   ⑤ 심리적인 

29.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나는 전에는 존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랐어요. 

나는 원하는 것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남편이 짐작
하기를 기대했지요. 그러다 남편의 짐작이 빗나가면, 실
망하곤 했어요.” Belinda Brasley가 말했다. 이와 같이, 
많은 부부들이 낭만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것을 배우자
에게 말하길 주저한다. ‘내가 꼭 말을 해야 된다면, 재
미가 없어지잖아!’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의사
소통이 없다면, 배우자는 상대방을 즐겁게 해 줄 수 있
는 일을 생각해 내려고 노력하면서도 잘 안돼서 애를 
먹는다. 튤립을 가장 좋아하는데 남편이 데이지를 선물
하기 때문에 그녀는 실망한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만드는 이전의 똑같은 케이크를 억지로 먹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을 싫어한다고 밝히기를 꺼린다.

[해설] 이 글은 소통의 부재로 서로의 마음을 읽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으로 빈칸에는 
‘without communication’이 적절하다.
[어구] choke down 억지로 먹다, 질식하다
① 요구에 따라   ② 증오로 인해   ③ 후회하면서 
④ 미리          ⑤ 의사소통 없이 

30. [출제의도] 빈칸에 들어갈 어구 찾기
분석가들은 항상 고전적인 경제적 및 사회적 통계자

료로 사회를 측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몇몇 통계는 중
요하고 현상을 잘 드러내준다. 하지만 내 생각엔 훨씬 
더 중요하고 현상을 잘 드러내주는 또 다른 통계가 있
다. 당신의 사회는 꿈보다 추억이 많은가 아니면 추억
보다 꿈이 더 많은가? 여기서 꿈이란 긍정적이고, 삶을 
긍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명한 컨설턴트인 Michael 
Hammer는 이렇게 말했다.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들이 과거에 얼마나 
좋았는지를 내게 말할 때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
다. 여러분은 정체성을 잊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여
러분이 14세기에 위대했다는 것은 저로서도 기쁜 일입
니다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추억들이 꿈
을 능가할 때, 종말은 가까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공
한 조직의 증표는 기꺼이 과거에 성공으로 이끌었던 것
들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해설] 이 글은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는 추억(과거)
보다는 꿈(미래)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므
로 빈칸에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의미의 “(과
거에) 성공으로 이끌었던 것들을 버리다”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어구] analyst 분석가  revealing (현상 등을) 잘 
드러내주는  lifeaffirming 삶을 긍정하는  
①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정하다
②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다
③ 예전에 어려웠다는 것을 인정하다
④ 성공으로 이끌었던 것들을 버리다
⑤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다

31. [출제의도] 빈칸에 들어갈 어구 찾기
한 유명한 다이아몬드 회사는 분명한 방식으로 사람

들의 심리를 이용하고 있다. 그들이 사용하는 마케팅의 
한 요소는 사람들의 잠재의식이 사랑에 대해 가지는 
“잘못된 기대”인 변치 않는 사랑에 초점을 맞춘다. 즉 
광고에는 다이아몬드를 사용해서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
거나 혹은 함께 한 오랜 세월 후에도 서로에게 헌신하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커플들이 나온다. 반면, 마케
팅의 또 다른 요소는 잘못된 기대의 결과인 이별이나 
이혼을 다루며, 교묘하게도 다이아몬드의 투자 및 되팔 
때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요약하면, 이 두 가지 캠페
인은, 낭만적인 사랑의 영원성에 대한 우리의 사라지지 
않는 믿음을 언급하고 또 그 믿음이 버려졌을 때에는 
유용한 이익을 제공하면서 우리의 심리를 강하게 이용
하고 있다.
[해설] 이 글은 다이아몬드 회사가 마케팅 전략으로 
만남을 유지할 때에는 변치 않는 사랑의 표현으로, 
헤어졌을 때는 투자가치를 언급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바로 앞에 나온 “providing a useful benefit”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야 하므로 빈칸에는 “that 
belief is given up”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어구] subconsciousness 잠재의식  feature 크게 다
루다, 등장하다 
① 그 믿음이 버려질 때
② 커플이 다이아몬드를 살 때
③ 사랑이 끝까지 유지될 때
④ 그 회사가 마케팅에 투자할 때
⑤ 낭만적인 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질 때

32. [출제의도] 빈칸에 들어갈 어구 찾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성공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나는 그
런 사람들에게 감탄한다. 모험을 한다는 것은 확실히 
용기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나는 삶을 안전하게 유지
하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이다. 아마도 그건 나의 성장
배경 때문인지도 모른다. 나와 같은 사람들은 “갖고 있
는 새 한 마리가 숲 속의 새 두 마리의 가치가 있다”는 
속담을 믿는다. 때때로 그런 생활 방식은 지루하긴 하
지만, 나를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해 준다. 또한 나의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들만큼 화려하거나 신나지는 않
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어도 그것은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
[어구] upbringing 양육, 성장
① 늦더라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
②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
③ 표지로 책을 판단하지 말라.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의 속담)
④ 갖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숲속의 새 두 마리의 가
치가 있다. (불확실하고 위험한 어떤 큰 것을 추구하
기 보다는 작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소중하
다는 의미의 속담으로 정답이 된다.)
⑤ 부화되기 전에 병아리의 수를 세지 말라.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의미의 속담)

33. [출제의도] 분위기 이해하기
탄광의 다른 구역에 6개의 시추공이 뚫렸다. 그들은 

PVC관을 통해 산소 감지기와 카메라, 그리고 마이크를 
내려 보내서 각 시추공을 탐사하며 모든 가능성 있는 
지역에서 그 탄부들을 찾고 있었다. 산소 수치를 잘못 
읽어 결국 위험할 정도로 낮다고 판단하였다. 갇혀 있
는 탄부들을 구해 주려고 애쓰던 세 명의 구조요원들도 
갱도가 폭발하면서 깔려서 또한 숨졌다. 그들은 그 탄
부들이 살아있다는 어떤 신호도 보고나 듣지 못하였고, 
여섯 명 모두 실종되어 죽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결국 
모든 구조 활동을 포기했다. 그들은 이제 드릴과 무선
기기의 전원을 껐다.
[해설] 탄광 매몰 사고를 묘사하는 글로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에서 tragic을 유추할 수 있고, 구조 
활동을 포기했다는 표현에서 discouraging을 유추할 
수 있다. 사고로 인한 희생이나 매몰광부의 실종 등 
객관적인 사실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지 그 사실이 
공포심을 주거나 신비하지는 않으므로 scary and 
mysterious는 답이 될 수 없다.
[어구] boreholes (석유, 수맥 탐사용)시추공  fish 
찾다, 뒤지다  unplug 플러그를 뽑다
① 기묘하고 이상한    ② 무섭고 신비스러운
③ 조용하고 평화로운  ④ 비극적이고 낙담시키는
⑤ 단조롭고 지루한

34. [출제의도] 적절한 어휘 선택하기
수백만의 사람들이 골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뻣뻣해지

고 통증으로 고생한다. 치료법은 열심히 몸을 움직이거
나 과도한 체중을 줄이는 것부터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
거나 수술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환자들이 증상 개선을 위해 좀 더 맛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Oklahoma 주립대학에서 수행된 한 연구
는 무릎 통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석 달 동안 매일 
콩 단백질을 섭취한 후 무릎 통증을 덜 호소했고 진통제
도 덜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실험대상
자들은 40그램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콩 분말 음료수를 
섭취하였지만, 연구 저자인 Bahram H. Arjmandi 박사는 
여러분들은 향이 첨가된 두유와  콩버거와 같은 식품으
로부터도 똑같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해설] 무릎통증 완화를 위해 주사나 수술 등 다양
한 방법이 있지만 콩단백질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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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A)에는 bitter(쓴)보다는 
tasty(맛있는)가 적절하고, (B)에는 바로 앞에 통증
을 덜 호소했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약을 적게
(fewer) 썼다는 표현이 적절하며, (C)에는 글의 내
용상 두유나 콩버거 등으로도 같은 이득(benefit)을 
볼 수 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어구] stiff 경직된  remedy 치료  injection 주사
(제)  discomfort 불안, 불편  protein 단백질  

35. [출제의도] 문맥상 부적절한 어휘 찾기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담배

를 끊으려고 시도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니
코틴은 중독과 관련 있다고 믿어지는 뇌 구조의 변화를 
일으킨다. 더욱이, 한 연구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4
년까지 미국 담배회사들이 1회 흡연시 전달되는 니코틴
을 약 11% 증가시켰다고 한다. 중독은 서서히(→빨리) 
올 수 있다. 중독된 1,264명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4년간의 연구에서, 열 명 중 한 명은 첫 흡연 후 단지 
이틀 만에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 비교적 흡연량이 적
은 사람들도 니코틴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금단증상이 
나타났다. 새로운 약물들이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 
Varenicline은 니코틴 수용기를 차단해서, 흡연 욕구를 
떨어뜨린다. NicVax 백신은 니코틴이 뇌로 들어가는 것
을 막아 주는 항생물질을 만들도록 면역 체계를 자극한
다.
[해설] ②번에는 첫 흡연 후 이틀 이내에 중독증상
이 나타났다는 표현으로 볼 때 중독이 빨리(slowly
→quickly) 올 수 있다는 표현을 써야 한다. ①번은 
그 문장 첫머리에 What’s more라는 표현으로 볼 때 
담배회사가 니코틴을 증가시켰다(increased)는 표현
이, ③번에서는 바로 앞에 금단증상이라는 표현이 나
오므로 deprived가, ④번에서는 앞에 니코틴 수용기
를 차단한다는 내용으로 볼 때, 흡연욕구를 떨어뜨린
다(reducing)는 표현이, ⑤번에서는 신약이 항생물질
을 만들도록 자극한다(stimulates)는 표현이 자연스
럽다.
[어구] hooked 중독된  medication 약물(치료)  
immune system 면역 체계  antibiotic 항생물질(의)

36. [출제의도] 연결어 추론하기
내적인 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향적이고 과업 지

향적인 경향이 있다. 때때로 그들은 대인 관계에서의 
인식이 또한 부족하다. (A)반면에, 외적인 면을 추구하
는 사람들은 더 외향적이고, 인간 지향적이며 대인 관
계에 대한 인식이 더 높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일하면
서 개인적인 면을 토대로 사물과 생각들을 다루기를 좋
아한다. 다른 사람들은 타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사람들
을 다루기를 좋아한다. (B)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격히 어느 한 유형으로 나누어지지 않으며,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두 유형 사이를 오간다. 교육과 일자
리 배치 모두에서, 그들에게 맞지 않는 스타일로 일하
도록 강요받는 개인들은 그들의 실제 능력보다 수행능
력이 떨어질지도 모른다.

[해설] 앞 문장은 내향적인 사람, 뒤 문장은 외향적
인 사람에 대해 묘사하고 있으므로 빈칸 (A)에는 대
조의 뜻을 나타내는 In contrast가 적절하고, (B)에
는 두 유형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격히 하
나의 유형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오므
로 역접을 나타내는 However가 적절하다.
[어구] introvert 내향적인  interpersonal 사람과 사
람 사이의  awareness 인지, 각성 상태  extrovert 
외향적인  alternate 번갈아 일어나다

37. [출제의도] 주제 추론하기
Napoleon은 고통스런 질병 때문에 Waterloo 전투에

서 패배했다고 알려져 있다. 1970년의 한 영화가 이런 
잘못된 믿음을 초래했는지도 모른다. 그 영화에서 
Napoleon은 아파서 막사로 물러나 그 전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지휘 없이, 부하 장군들은 영국군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고 프랑스 군대는 결국 회복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제 역사 기록은 없다. Napoleon의 
패배는 다양한 조건의 결과였으며, 그 중 중요한 것은 
그가 수적 열세였다는 사실이었다. Waterloo에서 프랑
스군은 약 7만 명이었다. 영국군은 겨우 6만 명이었지
만, 그들을 돕기 위해 온 프러시아 군이 또한 7만 명이
었다. 연합군은 Napoleon 군대의 거의 두 배였다.
[어구] retreat 퇴각하다, 물러가다  not the least 
of which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outnumber 수
적으로 우세하다
① Napoleon이 앓은 질병의 원인
② 질병으로 인한 전쟁의 패배
③ 연합군의 승리의 영향
④ Waterloo에서 Napoleon이 패배한 원인
⑤ Napoleon에 관한 영화의 인기

38. [출제의도] 글의 내용 불일치 파악하기
‘Little House on the Prairie’는 Laura Ingalls Wilder

가 쓴 아동용 도서 시리즈로, 1932년에서 1943년 사이
에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그 시리즈는 19세기 말 미국 
중서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었던 그녀의 수십 년 전 
기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 책은 Laura 자신을 주
요 인물로 하여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였으며, 도서
관과 서점에서 자서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설로 분
류된다. Wilder가 작품을 편집할 때 딸인 Rose Wilder 
Lane이 도왔다. 그 책들은 초판 발행 이후 지속적으로 
인쇄되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인기 있었던 미국 텔
레비전 시리즈로 각색되기도 했다.

[해설] 초판 이후 지속적으로 인쇄되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④ 초판 인쇄 후 절판되었다’는 내용과 일
치하지 않다.
[어구] prairie (대)초원  autobiography 자서전

39. [출제의도] 글의 요지 파악하기
비행기에서, 내 옆에 앉은 여자는 양쪽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 그녀를 보니 교통사고 후 고통을 겪고 있
는 내 친구 Kathy가 떠올랐다. 땅콩과 주스가 서비스 
될 때, 나는 그녀에게 먹여 줄까 하고 생각했지만, 낯선 
사람에게 제공하기에는 너무 친근한 서비스처럼 여겨졌
다. 그러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가 먹는 것을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그녀도 나의 친절을 받아들였다. 
그 경험은 아주 멋졌고, 그녀와 나는 짧은 시간에 가까
워졌다. 5시간의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내 마음은 한껏 
벅차올랐다. 나는 나의 용기에 매우 흡족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람의 경계를 넘어서 흐르고 우리를 분리시키
는 공포심을 녹여 버린다.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
을 줄 때 내 자신의 영혼이 살찐다. 
[어구] cast 깁스  intimate 친근한

40. [출제의도] 제목 찾기
주요 투자가들이 지구 온난화의 해결책으로 바이오 

연료 생산에 정부와 기업들이 몰려가는 것에 대해 점점 
커져가는 걱정의 대열에 합류했다. 그들은 그 분야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 말한다. 지난 몇 년간 화석연료에 대한 친환경적인 
대안으로서 옥수수와 콩의 생산이 급속도로 증가해 왔
지만, 환경 운동가와 인권 운동가들은 이것이 열대우림
의 파괴를 야기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지난주에 
UN은 바이오 연료가 위험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바이오 연료를 키우기 위해 변경된 땅이 
환경에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
다고 말했다.

[어구] sector 분야   chorus 합창, 한 목소리
① 왜 지구 온난화가 위험한가?
② 옥수수와 콩의 산출량 증가

③ 바이오연료 산업에 대한 투자방법
④ 지구 온난화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 
⑤ 바이오 연료: 과연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적절한 해
결책인가? 

41. [출제의도] 글의 흐름 파악하기
영국의 음반회사 간부들이 어떻게 전통음악과 국제적

인 음악에 대해 흥미를 고취시킬까에 대해 논의했고,  
그들은 또한 두 개의 형식을 모두 식별할 수 있는 보편
적인 이름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여러 가지 제안 중에
는 ‘Tropical Music’이 포함되었지만 이는 온화한 기후 
지역의 음악을 배제하는 것 같았다. 간부들은 ‘Ethnic 
Music’은 그것이 너무 학문적이고 지루하게 들린다고 
거부했다. ‘Roots Music’이라는 용어는 비전통적인 음악
을 배제한다고 여겨졌고. 반면에 ‘International Pop’이
라는 용어는 더 전통적인 음악들을 배제했다. 마침내 
‘World Music’이 선택되었다. 그것이 가장 많은 것을 포
함하고 가장 적은 것을 배제하는 것 같았다. 음반회사 
간부들은 또한 모든 그들의 국제적인 음반들에 그 음반
들이  ‘World Music’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스티커를 
붙이기로 합의했다. 

[해설] 주어진 문장은 World Music이 채택된 이유
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⑤번의 위치에 들어가야 
연결이 자연스럽다.
[어구] executive 간부  identify A as B A를 B라고 
확인하다, 나타내다.

42. [출제의도] 요약문 완성하기
개인에게는 노동 분업이 있듯이, 국가들 또한 국제적

인 수준에서 이러한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어떠한 나
라도 최소의 비용으로 모든 물품들을 생산할 능력은 없
다. 그러므로 한 국가가 필요한 물건들의 공급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국가들 사이의 무역이 필수적이다. 어떤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
로 생산할 수 있는 물건들만을 특화해서 생산한다. 이 
나라들은 그런 제품을 다른 국가에 수출한다. 대신에 
그들은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불리한 제품들은 수입한
다. 


국가들은 그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 비용이 드는 

제품을 수입하고, 상대적 비용 우위를 가지는 제품은 
수출한다. 
[해설] 국가 간 무역에서의 비교우위를 설명하고 있
는 글로, 수입하는 제품은 상대적 생산 비용이 높은 
제품이므로 (A)에는 higher가 적절하고 수출하는 제
품은 비용에서 비교우위를 가져야 하므로 (B)에는 
advantage가 적절하다.
[어구] commodity 상품  potential 잠재력(능력)  
comparative 상대적인

[43~45] 장문의 이해
(A) 기원전 480년에 페르시아 왕의 아들  Xerxes가 

그리스를 침공할 준비를 했다. 스파르타는 침공하는 페
르시아를 막기 위해서 그리스를 돕는 것에 동의했다. 
스파르타의 왕 Leonidas는 가장 좋은 방어 위치가 
Thermopylae라고 결정했는데 그 곳은 길이가 4마일로 
폭이 60피트 정도까지 좁아지는 길목이었다. Xerxes는 
그리스의 나머지 지역으로 가려면 이 길목을 반드시 통
과해야 했다. (D) Thermopylae로 가는 길에 Leonidas
는 그의 300명의 군사에 7,000명의 병력을 더 뽑았다. 
그러나 그들은 스파르타의 “최후까지 싸우자!”라는 구호
를 따르지 않고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대부분은 도주하
거나 항복했다. 전투에 단련된 200,000명의 페르시아 
군인들을 막는 것은 Leonidas와 그의 300명의 스파르
타 군사들에게 달려 있었다. (B) 그 전투는 처음에는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페르시아군의 수적인 우세는 최
소화 되었다. 왜냐하면 극소수의 군인들만이 한 번에 
그 좁은 길을 지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페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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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은 넓은 지역에서 유리한 짧은 창과 방패를 사용
했지만 좁은 길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 
군대의 긴 창과 무거운 방패, 갑옷에 상대가 되지 않았
다. (C) 스파르타 군인들은 페르시아 군을 저지했고 심
지어 ‘Immortals’라고 알려진 10,000명의 페르시아 군
인들을 격퇴했다. 이틀 동안 페르시아군인들은 심한 손
실을 입었다. 그러나 세 번째 날에 한 그리스인 배신자 
때문에, 그리스군은 패배하고 모두 전사했다. 그러나 
Thermopylae에서의 전투는 압도적인 힘에 대항한 영웅
적인 저항의 일례로 칭송받는다. 
[어구] hold off 막아내다, 저지하다  beat back 격
퇴하다 overwhelming 압도적인  flee 도망가다  
surrender 항복하다  immortal 불멸의

43. [출제의도] 글의 순서 파악하기
44.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설] 페르시아군은 20만의 대군이었지만, 한 번에 
소수의 군인들만 지나갈 수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므
로 수적인 우세가 최소화되었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45. [출제의도] 내용 불일치 찾기
[해설] 선택지 ④번은 그리스군대의 대부분이 도망
하거나 항복하고, 배신자로 인해 전쟁에서 패하고 모
두 죽었기 때문에 전투에서 일치단결 하였다는 옳지 
않다. 

• 사회탐구영역 •
도덕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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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1. [출제의도] 결정론과 자유의지론 비교하기
갑은 결정론, 을은 자유의지론의 입장이다. 인간은 
자율적으로 도덕을 실천할 때 진정한 의미의 도덕적 
인간이 된다.
[오답풀이] ㄱ과 ㄷ은 숙명론 혹은 운명론으로 결정
론에 해당한다. 

2. [출제의도] 생명 공학 발전에 따른 생명 윤리 문제 
추론하기
제시문은 사회적 효용성을 들어 생명 공학의 무한정 발전
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명공학의 발달은 난치병 
치료와 인간 생명의 연장에 대한 기대를 높였지만, 생명
의 도구화와 의료 분배의 불평등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배려적 사고 적용하기
도덕적 판단은 비판적 사고와 배려적 사고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시문은 배려적 사고가 적용된 것
이다. 배려적 사고의 과정에는 도덕적 상상력, 공감, 
역지사지의 자세가 적용된다. 

4. [출제의도] 지식 정보 사회의 윤리적 문제 해결하기
제시문은 지식 정보 사회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적 재산권과 정보 통신
윤리의 이해가 필요하다.

5. [출제의도]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파악하기
(가)는 소극적 자유, (나)는 적극적 자유이다. (가)
는 ‘~로부터의 자유’를, (나)는 ‘~을 향한 자유’를 의
미한다. 자아실현과 개성 표현은 자신의 삶과 행위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함으로써 비로소 실현되
는 것이므로 적극적 자유에 해당한다.

6. [출제의도] 자유 제한의 원리 이해하기 
도덕 강제의 원리는 공동체의 존속과 공동체가 추구
하는 바람직한 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그러나 남용될 경우 개인의 자유나 인권이 침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오답풀이] ③도덕 강제의 원리는 공공선을 위하여 부
도덕한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개인의 주관과 
가치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7. [출제의도] 국가의 역할 이해하기
다수의 현대 국가들은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독거
노인 U-Care 서비스, 최저 임금제 시행, 사회 안전망 구
축 등이 그 예이다.

8. [출제의도] 분배적 정의 적용하기
‘윤리적 소비’ 운동은 공정 무역을 통해 분배적 정의를 실
현하려는 대표적인 예이다. 제시된 자료는 소비자들이 공
정 무역 순위가 높은 기업의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인간적
인 자본주의의 실현을 주장한다. 

9. [출제의도] 정의의 역할과 기준 이해하기
 ㉠은 정의이다. 정의는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사회 규범
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크게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 결과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로 구분된다. 형식적 정
의는 1인 1표, 법 앞의 평등처럼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대접하는 것이고, 실질적 정의는 능력, 업적, 사회적 공헌
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④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는 공리주의의 입장
으로 분배의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한다. ⑤는 절차적 
정의이다. 

10. [출제의도] 동기주의에 따른 도덕 판단하기
제시문 (가)는 모든 인간이 선험적으로 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칸트의 입장이다. 그는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하였으며,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법칙을 인정하였
다. 
[오답풀이] ④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의 도덕 판
단은 상대론적 윤리설이며, ⑤자기 이익 여부를 따지
는 것은 윤리적 이기주의이다.

11. [출제의도] 사회적 갈등의 해결 방안 찾기
사회적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상대방의 입장이나 의견을 
존중하는 관용의 자세와 상호간에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존재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타인과 상호 작용하려
는 노력이 필요하다.

12. [출제의도] 한민족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 탐구하기
혈연과 지역에 제한된 민족의 정체성은 오히려 민족 
구성원간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제 재외 동
포, 북한 이탈 주민, 귀화 외국인, 다문화 가정의 구
성원들도 한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는 시각을 가
져야 한다. 

13. [출제의도] 국가 권력 남용의 문제점 이해하기
제시문의 내용은 미국 사법부 역사상 최악의 오판으로 기
록된 ‘사코와 반제티 사건’이다. 국가 권력의 부패와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민의 참여와 건전한 비판
은 반드시 필요하다.

14. [출제의도] 불공정한 사회제도의 해결 방안 찾기
불공정한 사회제도의 개선은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사회
적 차원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사회적 차원의 노력으로
는 사회적 논의,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
다. (가)의 입장은 사회적 차원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15. [출제의도] 대동사회의 특징 분석하기
제시문은 공자의 대동사회이다. 그는 당시 사회 혼란의 
원인을 도덕성의 타락과 백성들의 경제적 궁핍으로 보았
다. 따라서 인의(仁義)를 통한 도덕을 바로 세우고 사회 
질서를 회복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이상사

회를 지향하였다.
[오답풀이] 문명을 거부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무위와 무욕의 이상사회는 노자의 주장이다. 

16. [출제의도]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찾기
시민불복종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법을 폐기
시키거나 바꾸기 위해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
한다. 법에 대한 묵시적 동의는 지켜져야 하며 합의
를 위반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복
종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실정법이 공동선
과 사회 정의,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경우이다. 하지만 시민불복종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①,②,③,⑤와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오답풀이] 시민불복종은 사회 체제의 변화에  목적
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선과 개인의 기본권 보장
에 그 목적이 있다.

17. [출제의도] 세계화 시대의 민족주의 방향 찾기 
제시문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2세들의 교우관계
와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이러한 다문화 가정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국가 내부의 다양한 민족 구성원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열린 민족주의 자세가 
필요하다.

18. [출제의도]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의 관계 알기
제시된 낱말 풀이의 가로 열쇠 (가)는 자비, (나)는 
유토피아, (다)는 인의, (라)는 지행합일이다. 따라서 
세로열쇠 (가)는 ‘자유의지’이다. 인간의 행위는 자유
가 부여될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오답풀이] ①은 민족애, ②는 정보격차, ④는 자연상태, 
⑤는 철인(철학자)이다. 

19. [출제의도] 사상가들의 공통된 삶의 자세 찾기
차례대로 유가,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학파의 견해
이다. 도덕적 삶을 위해 제시된 사상들은 공통적으로 
욕망의 절제, 검소한 생활, 마음의 평정에 따른 내적 
평화를 추구한다. 
[오답풀이] ③은 불교의 사상이다. 

20. [출제의도] 세계주의의 특징 분석하기
자료는 세계주의의 개념과 이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
우의 문제점을 열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⑤는 자민족중심주의이다.

한국사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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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1. [출제의도] 청동기 시대의 특징 파악하기

사진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과 유물인 고인
돌, 반달돌칼이다. 이 시기에는 비파형 동검이 제작
되었으며, 고인돌을 통해 당시 계급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ㄴ은 신석기 시대, ㄹ은 구석기 시대임.

2. [출제의도] 고려 광종의 정책 이해하기
고려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으로는 신구 세력 교체를 
위해 실시한 과거 제도, 호족 세력의 약화와 국가 수입 
기반 확대를 위한 노비안검법, 지배층의 위계질서 확
립을 위한 공복 제정 등이 있다. 

3. [출제의도] 갑신정변 이해하기
갑신정변은 김옥균, 박영효 등이 1884년 우정국 개
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일으킨 정치 개혁 운동이다. 
입헌군주제, 문벌 폐지, 청과의 사대관계 탈피,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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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등을 추구하였으나 청의 군사적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로 끝났다.

4. [출제의도] 방곡령 실시 배경 파악하기
개항 후 일본으로 미곡 유출이 늘어나면서 국내 곡
물 가격이 크게 오르게 되었다. 이에 일부 지방관들
에 의해 미곡의 유출을 금지하는 방곡령이 실시되었
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1889년 함경도 관찰사 조
병식의 방곡령이다. 일본 상인은 이것이 조ㆍ일통상
장정(1883)을 어겼다고 하여 조선 정부에 배상금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5. [출제의도] 균역법의 내용 파악하기
자료는 영조실록의 내용이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군
역 기피 현상이 점점 심해져 백골징포, 황구첨정, 인
징, 족징 등의 폐단이 크게 일어났다. 이에 조정에서
는 양인의 군역을 개혁하자는 주장(양역 변통론)이 
일어나 오랜 논의 끝에 균역법(1750)이 실시되었다.
[오답풀이] ①은 임진왜란 후 재정 확보책, ③은 영
정법, ④는 흥선대원군의 정책, ⑤는 대동법임.

6. [출제의도] 남북국 시대 이해하기
(가)는 발해, (나)는 통일 신라이다. 발해의 지배층
은 고구려 유민이 대부분을 이루고, 그 문화는 고구
려의 문화 토대 위에 당의 문화를 받아들여 발전하
였다. 선왕 때는 해동성국이라 불리었으나, 거란의 
공격으로 926년 멸망하였다. 통일 신라는 전국을 9
주 5소경으로 조직하였으며, 발해와는 상설 교통로인 
신라도를 이용하여 교류하였다.

7. [출제의도] 의병 운동의 의의와 전개 과정 파악하기
(가)는 을미의병 때 유인석이 발표한 창의문이다. 이
들은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대하여 의병을 일으켰
으나 아관 파천 이후 고종이 발표한『효유 조칙』으
로 대부분 해산하였다. (나)는 해산된 대한제국의 군
대가 합류하여 본격적인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
미의병과 관련된 자료이다. 
[오답풀이] ㄱ과 ㄷ은 을사의병과 관련됨.

8. [출제의도] 조선 중기의 대외 관계 파악하기
(가)는 임진왜란, (나)는 병자호란에 관한 내용이다. 
임진왜란 후 중국에서는 명의 국력이 쇠퇴하고 여진
족이 성장하였다. 광해군이 집권하여 명과 후금 사이
의 중립 외교 정책을 폈으나, 인조반정 후 친명 배금  
정책의 결과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9. [출제의도] 조선 후기 화풍의 변화와 사회 변동 파
악하기
자료는 조선 후기 민화인 ‘까치와 호랑이’, 신윤복의 
풍속화 ‘단오풍정’이다. 이 시기에는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상품 화폐 경제의 성장으로 서민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여, 신분제가 동요하고 양반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었다. 아울러 서당 교육이 보급되고, 중인 
시사(詩社)가 만들어졌다. 또한 한글 소설, 판소리, 
탈춤, 민화 등 서민 문화가 발달하였다.

10. [출제의도] 일제강점기 항일 민족 운동 파악하기
자료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때 배포된 격문이다. 
3·1운동 이후 학생들은 일제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
도 민중 계몽 활동과 일제의 차별 교육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였다. 1929년 11월 한·일 학생간의 충돌 
사건을 계기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3·1운동 이후 최대의 항일 민족 운동이었으
며, 신간회의 후원과 학생 운동 조직의 연계 하에 전
국적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오답풀이] ①, ④는 1919년 3·1운동, ②의 물산장려
운동은 1920년대 전반, ③은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제의 식민 지배 정책임.

11. [출제의도] 한반도 중립화론의 대두 시기 파악하기
갑신정변의 실패 후, 청․일 간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
었다. 한편 러시아의 남하 정책과 그를 막기 위한 영
국의 갈등은 거문도 점령 사건(1885)으로 터져 나왔
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독일 부영사 부들러와 
유길준은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중립화론을 
제시하였다. 

12. [출제의도]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학 이해하기
자료는 신채호의 글이다.『조선상고사』는 단군부터 
삼국 시대까지 다룬 역사책으로 우리 고대사를 주체
적이고 웅장하게 그려 내었다.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강조한 신채호의 역사 연구는 민족 독립 운
동의 정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오답풀이] ①, ②, ④는 일제의 식민 사관, ③의 조
선사 편수회는 한국사를 왜곡하여 식민 지배의 정당
성을 주장하기 위해 조선총독부가 설치한 기관임. 

13. [출제의도] 대한제국의 개혁과 그 성격 파악하기
자료는 1899년 발표된 ‘대한국 국제’의 일부 내용이
다. 대한제국은 구본신참의 입장에서 실력양성에 입
각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근대적 회사와 은행을 통한 
식산흥업, 기술학교와 관립학교를 통한 교육 발전, 
근대적 토지소유권 확립을 위한 양전사업과 지계 발
급 등을 통하여 전제 황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하였다.

14. [출제의도] 3ㆍ15 부정 선거와 4ㆍ19 혁명 이해하기
이승만 정부의 부정과 부패로 민심을 잃은 자유당 
정권은 이승만과 이기붕을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에 
당선시키고자 1960년 3월 15일에 대대적인 부정 선
거를 자행하였다. 투표 당일부터 경상남도 마산에서
는 3ㆍ15 부정 선거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이 시위
를 전개하였고 경찰의 무력 진압과 총격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4월 11일에 김주
열 학생의 시체가 떠오르자 분노한 마산 시민들이 
더욱 격렬하게 시위를 전개하였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4ㆍ19 혁명으로 이어졌다. 
[오답풀이] ①은 4ㆍ19 혁명의 결과, ③은 5ㆍ16 군
사 정변 후 설치, ④는 유신 체제, ⑤는 1969년임.

15. [출제의도] 6ㆍ25 전쟁의 전개 과정 이해하기
북한군의 전면적인 공격으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
되고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전선이 형성되었다. 유엔
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
다. 서울을 탈환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한 국군과 유엔
군은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면적인 후퇴를 하였고 서
울은 다시 중국군과 북한군에 넘어갔다(1951년 1ㆍ
4 후퇴). 이후 유엔군은 서울을 되찾았지만 전선은 
고착되었고 정전회담이 시작되었다.
[오답풀이] ①은 1946년, 1947년, ②는 1953년 10
월, ③은 1948년, ④는 1950년 1월임.

16. [출제의도] 해외 이주 동포의 생활과 독립 운동 파
악하기
표시된 지역은 간도이다. 간도는 19세기 중반 본격적
인 이주가 시작되는데, 초기에는 몰락한 농민이 중심
이었다가 구한말 이후에는 독립 운동을 목적으로 한 
의병이나 애국지사들의 이주가 급증한 지역이다. 
1906년 이상설의 ‘서전서숙’, 1908년 김약연, 문병규 
등의 ‘명동학교’가 설립되어 민족 해방 운동의 중심
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1919년 3ㆍ1운동 이
후 무장 독립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1920년 청
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다.
[오답풀이] ①은 상하이와 연해주, ②는 연해주, ③
은 일본 도쿄, ④는 미주임.

17. [출제의도] 1920년대 일제의 식민 정책 파악하기
1919년 3·1 운동 이후 부임한 조선 총독 사이토는 
조선인의 민력 증진과 문화 창달이라는 미명 하에 
기만적인 문화 통치를 하였다. 
[오답풀이] ②는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 실시됨.

18. [출제의도] 한국 광복군 활동 파악하기
자료는 1940년 한국 광복군 선언문의 내용이다. 
[오답풀이] ①은 대한 독립군과 군무 도독부군, 국민
회군, ②는 1921년 독립군 내의 고려 혁명군측이 지
휘권을 장악하고, 이에 저항하는 대한 의용군을 소련
군과 함께 무장 해제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
건, ③은 조선 혁명군, ⑤는 조선 의용대 화북 지대임. 

19. [출제의도] 국채 보상 운동의 전개 과정 파악하기

자료는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 이후 급증한 차관 
도입과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재정적 간섭에서 벗
어나자는 경제적 구국 운동인 ‘국채 보상 취지문’이
다. 1907년 서상돈 등이 중심이 되어 대구에서 시작
되었으며, 이후 양기탁과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기관
의 적극적 후원으로 전국적 모금 운동으로 발전하였
지만, 통감부의 간섭과 방해로 실패하였다.
[오답풀이] ②의 조선총독부는 1910년 국권 피탈 이
후 설치된 식민 지배 기구, ③의 독립신문은 1899년 
재정난으로 폐간, ⑤는 1920년대 물산 장려 운동의 
구호임.

20. [출제의도]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 이해하기
일본군은 만주 침략(1931) 당시부터 군위안소를 운
영하였으며, 전쟁 말기에는 이를 더욱 조직화하였다. 
일제는 중ㆍ일 전쟁(1937)이 발발하자 조선인과 일
본인은 하나라는 내선일체를 내세우며 1938년 국가 
총동원령 발표와 함께 조선인의 황국신민화 정책을 
강화하고 물적 자원 수탈과 인적 자원의 강제 동원
에 광분하였다.
[오답풀이] ③의 토지 조사령은 1912년 공포됨.

지리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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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1. [출제의도]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 이해하기 
자료의 밑줄 친 부분은 우리나라의 수리적 위치를 
제시하고 있다. ⑤는 북반구의 중위도에 위치함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오답풀이] ①, ③, ④는 지리적 위치의 특징이다. ②
는 관계적 위치의 특징이다. 

2. [출제의도] 고지도를 통해 전통 지리 사상 이해하기 
조선후기에 김정호에 의해 제작된 대동여지도는 산줄기를 
회화적으로 표현하여 산의 정확한 높이를 알 수 없다. 도
로에 10리마다 눈금을 표시하여 실제 거리 파악이 가능
하다. 지도표를 사용하여 역참, 봉수, 산성, 도로 등을 기
호로 표시한다. 분첩절첩식으로 제작되어 휴대가 편리하
다. 목판본으로 지도의 대량 생산 및 보급에 유리하다. 

3. [출제의도] 지형도 읽는 방법 이해하기
등고선이 정상의 바깥으로 향하면 능선을 의미하며, 
방위를 나타내는 기호가 없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지
도의 위쪽을 북쪽, 아래쪽을 남쪽으로 본다.
[오답풀이] 계곡선 간격이 50m이므로 축척은 
1:25,000이다. B 마을 앞의 하천은 200m 아래에서 
흐르고 C 마을 앞의 하천은 190m에서 아래에서 흐
른다.

4. [출제의도] 독도의 지역성 이해하기 
신생대에 형성된 독도는 동도와 서도 2개의 큰 섬과 
89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졌다. 독도는 131°52′E로 
우리나라의 동쪽 끝에 위치한다. 독도는 해저 화산의 
성장과 진화의 과정을 살필 수 있는 화산섬의 보고
이며, 생태학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또
한, 배타적 경제 수역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섬이기
도 하다. 독도의 바다는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고 있
어 다양한 어종이 모여드는 황금 어장을 이루고 있
다. 독도의 바닷속에는 지하자원이 광범위하게 매장
되어 있으며, 유사시 군사 요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⑤ 조석간만의 차를 이용한 
조력 발전은 황해에서 이루어진다. 시화호에서 조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5. [출제의도] 기후에 따른 가옥 형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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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 표시된 지역은 건조 기후 지역이다. 이 기후 
지역에서는 외부의 열을 차단하기 위해 벽을 두껍게 
하고, 먼지와 모래를 막기 위해 창문을 작게 만든다. 
또한, 강수량이 적어 평평한 지붕이 발달한다. 
[오답풀이] ①은 한대 기후 지역의 고상 가옥, ③은 
냉대림을 이용한 통나무 가옥, ④는 열대 기후 지역
의 고상 가옥, ⑤는 한대 기후 지역의 이글루이다.

6. [출제의도] 기후 경관의 지역적 차이 이해하기
제시된 기후 그래프는 서안해양성 기후를 나타낸 것이다. 
서안해양성 기후 지역은 편서풍과 난류의 영향으로 온
화하고 연중 고른 강수가 나타나 혼합농업과 낙농업이 
발달한다. 
[오답풀이] 최한월 평균 기온 18℃ 이상인 열대 기
후는 연중 고온 다우한 열대 우림 기후와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열대 몬순 기후,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열대 사바나 기후가 있다. 건조 기후는 강수량이 
250mm 미만인 사막 기후와 250~500mm 정도인 스
텝 기후로 나뉜다.

7. [출제의도] 동질 지역과 기능 지역 이해하기
지역은 크게 동질 지역과 기능 지역으로 구분한다. 동질 
지역은 어떤 기준이 되는 현상이 동일하게 분포하는 범위
를 말한다. 기능 지역은 특정 중심지와 기능적으로 밀접
하게 연결된 지역의 범위를 말한다. 충청북도 옥수수 방
언 분포도는 동질 지역에 해당한다. ①, ②, ④, ⑤는 동
질 지역에 해당하고, ③은 기능 지역에 해당한다.

8. [출제의도] 고위평탄면을 이용한 주민 생활 이해하기
고위 평탄면은 해발 고도가 높고 경사가 완만한 평지를 
말한다. 강수량은 많으나 증발량이 적고, 여름철 기온이 
낮아서 고랭지 농업과 목축업에 유리하다.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바람을 이용한 풍력 발전이 가능하다. 평지와 다
른 기후 및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어 관광 자원으로 활용
되고 있다. 강원도 평창군에서는 ‘Happy 700’이라는 슬로
건으로 이곳의 높은 고도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
다. 

9. [출제의도] 주요 해안 지형의 형성 과정 이해하기 
파랑의 에너지가 모이는 ‘곶’은 해안 침식 지형이 형성된
다. 해안 침식 지형에는 해식애, 파식대, 시 스택 등이 있
다. 사빈, 간석지 등은 해안 퇴적 지형에 해당하는 것으
로 ‘만’에서 발달한다. 

10. [출제의도] 고기 습곡 산지와 신기 습곡 산지 이해
하기 
(가)는 로키 산맥으로 신기 습곡 산지이다. 지각이 불안
정하여 지진, 화산 활동이 활발하고 석유, 천연가스 등이 
매장되어 있다. (나)는 애팔래치아 산맥으로 고기 습곡 
산지이다. 오랜 침식으로 지각이 안정되어 있고 석탄, 철
광석 등이 매장되어 있다. 고기 습곡 산지는 오랜 침식으
로 고도가 낮고 완만한 반면 신기 습곡 산지는 매우 높고 
험준하며, 현재까지도 지각 운동이 활발하다.

11. [출제의도] 침식 분지의 기후 특성 이해하기
(가)의 A 지역은 하천 중ㆍ상류의 하천 합류 지점이나 화
강암 분포 지역에 차별 침식으로 형성된 침식 분지이다. 
(나) 그래프는 침식분지에서 나타나는 기온 역전 현상을 
나타낸다. 기온 역전은 일교차가 큰 계절에 지표면이 급
속히 냉각되어 상층의 기온이 하층보다 높은 현상을 의미
한다. 기온 역전이 나타나면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농작
물의 냉해 등이 발생한다.

12. [출제의도] 열대 기후와 고산 기후의 특징 이해하기 
(가)는 에콰도르의 과야킬, (나)는 에콰도르의 수도인 키
토이다. (가)는 적도 부근에 위치하여 열대 기후가 나타
난다. 열대 기후 지역에서는 고무, 카카오 등을 재배하는 
플랜테이션이 발달한다. (나)는 안데스 산지에 위치하여 
고산 기후가 나타난다. 고산 지역에는 연중 봄철과 같은 
기후가 나타난다.

13. [출제의도] 촌락 경관의 특성 이해하기 
자료는 환촌을 설명하고 있다. 환촌은 가운데의 광장에 
교회나 공공시설이 위치하거나, 중앙에 가축 보호지를 두

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촌락의 형
태이다.
[오답풀이] ①은 득수 취락, ②는 동족촌, ③, ⑤는 산촌
(散村)에 해당한다.

14. [출제의도] 도시 발달 과정에 따른 도시 내부 구조 
분화 이해하기
제시된 자료에서 도심의 상주 인구 밀도가 감소하여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지가와 지대가 높은 
도심에는 업무 기능이 집적되고, 지대 지불 능력이 낮은 
주택, 학교, 공장 등은 주변 지역에 입지하게 된다.

15. [출제의도] 중심지의 특성 이해하기
백화점과 편의점의 상대적 특징을 비교하면 표와 같다.

백화점 편의점
중심지 수 적다 많다
최소요구치 크다 작다

재화의 도달 범위 넓다 좁다
16. [출제의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과정의 차

이 이해하기
① (가) 구간은 종착단계로 역도시화현상이 나타난
다. ② A, B의 도시화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③ A
는 선진국, B는 개발도상국에 해당한다. ④ 선진국인 
A가 개발도상국인 B보다 도시화가 먼저 시작되었다. 

17. [출제의도] 장소 마케팅 이해하기
최근에는 지방 자치 단체와 주민들이 협력하여 지역
의 자생적 경제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만드는 지역 
개발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성공
적인 지역 개발은 지역의 이미지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와 같은 지역 경제의 활
성화 및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지역 
개발의 실패는 지역 경제의 급속한 쇠락과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며 환경 훼손, 물 오염과 같은 환경 문
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18. [출제의도] 다국적 기업의 해외 이전 이해하기
동남아시아로 진출한 우리나라 봉제 공장과 미국의 
신발 공업의 해외 이전 사례를 나타낸 자료이다. 최
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투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자
국의 임금 상승에 따라 노동 집약형 산업(섬유, 의
류, 신발, 가죽 등)의 경우 저렴한 노동력을 갖춘 지
역에 투자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이다. 

19. [출제의도] 공업 입지 유형에 따른 운송비 구조 그
래프 이해하기
(가) 시기의 제철 공업은 원료 산지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고, (나) 시기의 제철 공업은 적환지에 입지하
는 것이 유리하다. ㄱ은 원료 지향, ㄴ은 시장 지향, 
ㄷ은 적환지 지향을 나타내는 운송비 구조 그래프이다.  

20. [출제의도] 전 지구적 문제인 지구 온난화 이해하기
지구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
고 한다. 지구 온난화는 화석 연료 사용이 급증하기 
시작한 산업 혁명 이후 시작되었다. 이 현상은 온실 
가스의 증가와 온실 효과에 의해 가속화된다. 이로 
인해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해 저지대가 침수된
다. 또한, 사막 면적이 증가하며, 기온 변화에 적응하
지 못한 일부 식물과 동물이 멸종된다. 오존층 파괴
로 피부암 발병이 증가하는 것은 프레온 가스 사용
과 관련 있다.

일반사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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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1. [출제의도] 정치문화 유형 적용하기
(가)는 참여형, (나)는 신민형, (다)는 향리형 정치 
문화이다. 참여형 정치문화는 정치에 대한 명확한 인
식과 견해를 가지고 정책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유형이다. 신민형 정치문화는 정치에 대한 
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유
형이다. 향리형 정치문화는 정치 체제와 정치 주제로
서의 인식이 부족한 유형이다. 따라서 학생 갑은 신
민형, 을은 참여형, 병은 향리형 정치문화 성향을 보
인다.

2. [출제의도] 표를 통해 경제 성장률 분석하기
경제 성장률은 GDP의 증가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그 
값이 작아지더라도 양수(+)이면 경제 규모는 증가하고, 
그 값이 음수(-)이면 경제 규모는 감소한다. 그러므로 
A국은 2008년 경제 성장률이 음수(-)이기 때문에 전
년도에 비해 경제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③경제 성장률로는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알 수 없다.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은 1인
당 GDP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고령화 문제점 및 해결책 분석하기
그림은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가 늘어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을 보여준다. 고령화 현상의 문제점에는 
노인 부양 부담 가중, 노인들의 일자리 수요 증가,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다.  
[오답풀이] ① 인구의 고령화-실버 산업에 대한 투
자 확대, ② 노인 부양 부담 가중-가정과 사회의 연
계를 통한 해결

4. [출제의도] 비교우위 원리 이해하기
비교우위는 각 국가별로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작
은 상품을 특화, 교역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 X재 1단위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갑국
은 Y재 10/8단위이고, 을국은 Y재 5/6단위이다. Y
재 1단위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갑국은 X재 
8/10단위이고, 을국은 X재 6/5단위이다. 따라서 갑
국은 Y재, 을국은 X재를 특화하여 교역하는 것이 
유리하다.
[오답풀이] ⑤ 갑국과 을국 간의 교역 조건을 모르기 
때문에 각 국가별 이익의 크기를 비교할 수 없다.

5. [출제의도] 다문화 사회에 대해 알아보기
제시문은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
음을 보여준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여러 문화를 경
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따라서 이들 문화에 
대해 편견 없이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정체성 혼란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
이 필요하다.
[오답풀이] ③  다문화 사회에서는 다양한 문화 요소
가 섞여 있어서 안정과 통합보다는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6. [출제의도] 환율의 결정 원리 이해하기
제시문 중 첫 번째 사례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유학 
열풍으로 인한 외화(달러)에 대한 수요 증가를 보여
주고, 두 번째 사례는 문화․오락 서비스의 해외 수출 
증가로 인한 외화의 공급 증가를 보여준다. 수요의 
증가는 수요 곡선 자체의 우측 이동, 공급의 증가는 
공급 곡선 자체의 우측 이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나라 외환 시장의 균형점 E는 D 방향으로 이동한다.

7. [출제의도] 갈등의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문은 다섯 가지 갈등 해결 모형 중 협력을 보
여주는 사례이다. 협력은 사회 갈등 해결 과정에서 
윈윈게임에 해당하고 사회 발전을 위해 합의를 이
루어 나가는 과정이다.
[오답풀이] ㄱ. 모든 사회 갈등이 사회적 비용을 지
속적으로 증가시킨다고는 할 수 없다. ㄷ. 사회 갈등
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와 의식 측면을 모두 고려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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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제의도] 문화 변동의 개념 적용하기
제시문에서 (가) 사례는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를 
가진 백인들에 의해서 인디언 문화가 강제적으로 동
화되어 소멸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 사례는 조선
족이 중국 문화 속에 살면서 한국 고유의 문화를 유
지하고 있으므로 한 사회에 중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답풀이] ③ 문화 지체는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
의 변동 속도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④ 서로 다른 
문화 체계에 속한 사람들 간의 접촉 및 교류에 의한 
전파는 직접전파이다.

9. [출제의도] 사형제도에 대한 가치판단
을은 사형제도 폐지를 찬성하고 있다. 그에 대한 근
거로는 사형제도는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고, 형벌은 범인에 대한 처벌보다 교화에 목적을 
두어야 하며, 법관도 사람이기에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집권자에 의해 정치
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오답풀이] ② 사형제도가 다른 어떤 형벌보다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는 것은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이다.

10. [출제의도] 국제경제 양상에 대한 결론 도출
제시문은 미국의 금융위기가 세계 금융시장의 위기
로 연결되는 사례이다. 따라서 국제경제에서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심화됨을 알 수 있다. 

11. [출제의도] 국제수지와 환율문제 탐구 설계 및 수행
문제1: 원/달러 환율상승은 원화가치의 하락을 의미
한다. 문제2: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면 외화수
요가 증가한다. 문제3: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한다. 문제4: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는 것은 변동환율제도이
다. 문제5: 경상수지가 적자이더라도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많이 도입하면 자본수지가 흑자가 되어 국제
수지가 흑자가 될 수 있다.

12. [출제의도] 경제 성장과 삶의 질에 대한 자료 분석하기
제시문은 소득이 증가함에도 다양한 사회지표가 악
화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의 행복감이 다양한 요
인에 의해 결정되고 국내 총생산이 삶의 질을 측정
하는 최적의 지표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ㄱ. 경제 성장이 반드시 삶의 질과 일치
한다고 볼 수 없다. ㄴ. 경제 성장이 높다고 해서 행
복도가 반드시 높거나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

13. [출제의도] 실업의 문제 인식
(가) 실업자는 경제 활동 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는 상태이며, 
(나) 비경제 활동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 
활동 인구를 제외한 인구로 전업주부, 학생, 노동 능
력이 없는 고령자, 구직단념자 등이 있다.
[오답풀이] ④ 직장을 바꾸기 위해 사표를 낸 사람
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실업자에 해당한다.

14. [출제의도] 경기변동의 대책 수립하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실업이 증가하므로 세입을 
축소하고 세출을 확대하는 확대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경기 과열 시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량을 감소시키
는 금융 긴축 정책이 필요하다.

15. [출제의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이해하기
제시문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조항으로 자
유권에 해당한다.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소극
적 자유)’를 의미하며 죄형법정주의를 통해 보장된다.
[오답풀이] ㄱ.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은 청구권
이다. ㄷ.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 새롭게 등장한 
기본권은 사회권이다.

16. [출제의도] 국민 참여 재판의 긍정적 효과 평가하기

국민 참여 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 배심원
(5~9명)으로 선정되어 참여하는 형사 재판의 한 형
태이다. 이 제도는 배심원 의견을 수렴하여 판결하므
로 국민의 보편적 정서를 반영한 판결이 이루어지며 
사법(司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오답풀이] ㄷ.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을 보장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다. ㄹ. 배심원은 일반 국민들로 구성되므로 법관
에 비해 법적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

17. [출제의도] 정치주체의 특징 이해하기
(가)는 이익집단, (나)는 시민단체, (다)는 정당이다.
정당은 자신의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 시민단체나, 
이익집단과 연계하기도 한다.
[오답풀이] ① 이익집단은 비공식적 정치 참여 주체
이다.
②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은 정당이다. 
③ 정당은 사회 전반에 걸쳐 관심을 가진다.
④ 구성원의 배타적 이익을 중시하는 것은 이익집단이다.

18. [출제의도] 권력 분립 제도 이해하기
헌법 제53조에 규정된 법률안 거부권은 행정부가 국
회 다수당을 포함한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
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의 제정을 막고 권력분립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19. [출제의도] 정치과정의 사례 적용하기
(가)는 투입 과정으로 개인,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
의 정부에 대한 정책 요구와 지지를 의미한다. (나)
는 정책결정기구(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정책을 
결정한다. (다)는 정치 주체의 환류 과정으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20. [출제의도] 법적 판단에 대한 문제 인식
적법 절차에 의해 진행된 A광역시의 교차로 공사가  
갑의 가게 운영에 손실을 끼쳤다면 갑은 행정상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 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청원하거나 행정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ㄱ. A광역시의 교차로 공사는 적법한 절
차에 의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위법한 행정 작용이
라고 볼 수 없다. 

• 과학탐구영역 •
물리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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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1. [출제의도] 초기 우주 진화 과정에서 입자가 생성되
는 순서를 묻는 문제이다.
쿼크와 경입자가 생기고 이것들이 모여 양성자와 중
성자가 만들어진다. 그 후 원자핵이 형성되었다.  

2. [출제의도] 신호의 종류와 정보 인식 방법을 묻는 
문제이다. 
ㄱ. 신호등의 불빛 신호는 시간 정보를 알려준다. ㄷ. 
(가)는 빛, (나)는 소리 신호이므로 각각 시각과 청
각으로 인식한다. 
[오답풀이] ㄴ. 자연(인체)에서 발생하는 신호는 아
날로그 신호이다. 

3. [출제의도]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에너지를 
이해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ㄱ. 케플러 2법칙(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 의해 같다.
[오답풀이] ㄴ. 공전하는 동안 행성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ㄷ. 행성이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위치 에너
지는 커진다.

4. [출제의도] 지구 공전에 의해 관측되는 청색, 적색 
편이 스펙트럼을 이해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도플러 효과에 의해 별과 지구가 가까워지면 청색 
편이, 멀어지면 적색 편이 스펙트럼이 관측된다. 
ㄱ. s 위치에서는 별과 가까워지므로 청색 편이가 관
측된다.
[오답풀이] ㄴ. C는 적색 편이이므로 별이 멀어질 때 
관측된다. ㄷ. 지구가 p → q → r로 공전할 때 스펙트
럼의 변화는 B → C → B이다. 

5. [출제의도] 다이오드의 정류 작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ㄷ.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로만 전류가 
흐른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충전용 어댑터는 이 
원리를 이용하였다. 
[오답풀이] ㄱ. 전지의 (+)극을 p형 반도체에 연결해
야 전류가 흐르므로 긴 쪽이 p형 반도체이다. ㄴ. 짧
은 쪽은 n형 반도체이다. 

6. [출제의도] 의료 장비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제이다.
➂ CT는 X-선을 이용하므로 인체에 유해하다. 
[오답풀이] ① CT는 X-선을 이용한 기구이다. 
② MRI는 자기장과 고주파를 이용한 기구이다. 
④ 의료 장비에 따라 진단하는 신체 부위가 다르다. 
⑤ 감마선을 검출하여 영상으로 표현하는 장비는 
PET이다.

7. [출제의도] 자료 해석을 통해 행성의 대기 성분이 
다른 이유를 분석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ㄱ. 지구의 온도가 목성보다 높으므로 지구에서 수소
의 평균 운동 속력이 더 크다. ㄴ. 기체의 평균 운동 
속력의 10배가 행성 탈출 속력보다 작으면 행성을 
탈출하지 못하고 행성의 대기 성분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지구에서 질소 기체의 평균 운동 속력은 탈
출 속력보다 작다. ㄷ. 탈출 속력이 큰 행성에서는 
가벼운 기체도 행성을 탈출하기 어렵다.

8. [출제의도] 광센서를 이용한 장치를 찾는 문제이다.
ㄱ, ㄴ, ㅁ은 빛이 전기 신호로 바뀌는 광센서를 이
용한 것들이다.
[오답풀이] ㄷ. 스피커는 전자기력을 이용한 것이다. 
ㄹ. 초음파 진단기는 초음파를 이용한 것이다.

9. [출제의도] 정보가 저장되고 인식되는 원리를 이해
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가)는 전류 주위의 자기장에 의해 자화되는 것을 
이용해서 정보를 기록하고, (나)는 기록된 정보를 전
자기 유도에 의해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가 
저장된 자기띠는 자석에 의해 손상되기 쉽다.

10. [출제의도] LCD의 원리와 망막에서 색이 감지되는 
과정을 이해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LCD는 편광된 빛이 액정 분자의 정렬에 의해 편광
면이 회전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ㄱ. 액정 분자에 전압을 가하면 분자들이 정렬되어 
편광면이 회전하지 않아서 청색 빛이 LCD를 통과하
지 못한다. ㄴ. 편광판을 통과한 빛이므로 편광된 빛
이다. ㄷ. LCD에서 적색과 녹색 빛이 통과하므로 망막
에서는 적색과 녹색을 감지하는 원뿔 세포가 동시에 
반응한다.

11. [출제의도] 원자의 에너지 준위와 방출 선스펙트럼을 
종합, 분석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ㄱ. 종류가 다른 전자의 에너지는 특정 에너지 값만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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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방출 선스펙트럼은 전자의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될 때 나타난다. 
[오답풀이] ㄴ. 원자마다 선스펙트럼은 다르다. 

12. [출제의도] 에너지 전환 과정과 에너지 보존을 이
해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ㄱ. 화학 물질이 화학 반응에 의해 빛 에너지로 방출
되므로 반딧불이의 에너지 전환은 화학 에너지 → 빛 
에너지이다.   
[오답풀이] ㄴ. 에너지는 보존된다. ㄷ. 광합성의 에
너지 전환 과정은 빛 에너지 → 화학 에너지이다.

13. [출제의도] 고체 물질의 특성과 활용을 이해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ㄱ. 반도체로 트랜지스터를 만든다. ㄴ. 초전도체는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으므로 자기 부상 열차에 
이용된다. 
[오답풀이] ㄷ. 도체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저항이 커
지므로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한다. 

14. [출제의도] 만유인력에 의한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
는지 묻는 문제이다. 
ㄱ. 사과가 낙하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
다. ㄴ. 사과가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작용한다.
[오답풀이] ㄷ. 달에 작용하는 합력은 만유인력이므
로 지구 중심 방향이다. 

15. [출제의도] 태양 전지의 원리를 이해하는지 묻는 문제
이다. 
ㄱ. 전구의 빛은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다. ㄴ. 태양 
빛에 의해 전자가 n형 표면으로 이동하여 외부 회로
의 전선을 통해 p형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
게 된다. ㄷ. 태양 빛을 수직으로 받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다.  

16. [출제의도] 고체의 에너지 띠 구조를 이해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ㄱ, ㄴ. 전자로 채워진 띠 중 에너지가 가장 높은 띠
가 가전자 띠로 B이며, 가전자 띠의 일부만 채워지
면 도체이다. ㄷ. 띠와 띠 사이인 D는 고체의 에너지 
띠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다. 

17. [출제의도] 논리 회로의 출력값을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가) 자료의 AND와 OR 게이트의 입출력 관계를 적
용하여 계산하면 (a), (b), (c)는 0, 1, 1이 된다.  

18. [출제의도] 광섬유의 원리와 광케이블의 장ㆍ단점을 
묻는 문제이다. 
ㄷ. 광케이블은 전반사에 의해 정보를 전달하므로 동
축 케이블보다 에너지 손실이 적다. 
[오답풀이] ㄱ. 코어의 굴절률이 클래딩보다 커야 전
반사가 일어난다. ㄴ. 광섬유는 끊어지면 연결하기가 
어렵다. 

19. [출제의도] 전자기 유도 원리를 활용한 장치를 아는지 
묻는 문제이다. 
도난 방지 장치는 자기 정보가 기록된 물건이 계산
대를 통과하면 유도 전류가 흘러 소리가 나도록 한 
것이다.  

20. [출제의도] 핵융합의 원리를 이해하는지 묻는 문제
이다. 
 ㄱ, ㄴ. 핵융합 반응은 가벼운 원자핵들이 융합되면
서 무거운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이 때 질량 결손에 
의해 에너지가 방출된다. 
[오답풀이] ㄷ. 핵분열 반응과 달리 핵융합 반응은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

화학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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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1. [출제의도] 동위 원소들의 원자핵 구성 이해하기
중수소 원자핵인 (나) 2개가 서로 결합하면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동위 원소들은 모두 
같은 수의 전자를 가진다.
[오답풀이] ㄱ.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
이므로, (가)와 (다)의 질량수 비는 1 : 3이다.

2. [출제의도] 신소재의 성질 알아보기
A는 액정으로 화면 표시 장치에 이용되고, B는 탄소
나노튜브로 나노 섬유, 생체 센서 등에 이용된다.
[오답풀이] ㄷ. C는 초전도체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
는 온도가 높을수록 활용도가 높다.

3. [출제의도] 원자의 구조 이해하기
ㄴ. C는 11개의 전자를 가지므로, 원자 번호는 11이다. 
ㄷ. 중성 원자는 전자 수와 양성자 수가 같다. 따라서 
양성자 수가 많은 C의 상대적 질량이 가장 크다. 
[오답풀이] ㄱ. A와 B는 최외각 전자수가 다르므로 
화학적 성질이 다르다.

4. [출제의도] 분자의 구조와 성질 이해하기
ㄱ.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는 메테인 0, 암모니아 1, 
물 2이다.
[오답풀이] ㄴ. 대칭 구조를 가지는 분자는 메테인 
뿐이다. ㄷ. 비대칭 구조를 가지는 암모니아와 물은 
극성 분자이다.

5. [출제의도] 기체의 성질과 별의 내부 구조 이해하기
ㄱ. X는 산소이므로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살아난다.
ㄷ. 별의 내부로 갈수록 상대적 질량이 큰 원소가 존
재한다.
[오답풀이] ㄴ. X는 산소이고, Y는 수소이다.

6. [출제의도] 전기 분해 반응에서 반응 속도 이해하기
ㄱ. 황산나트륨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해질 역할을 
한다. ㄴ. 물의 전기 분해 반응식은 2H2O → 2H2 + 
O2 이다. ㄷ. 0℃ 증류수에 비해 40℃ 증류수에서 기
포가 많이 발생하므로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빠름을 알 수 있다.

7. [출제의도] 기체의 성질 이해하기
ㄷ.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용기의 부피와 같으므로 
모두 같다.
[오답풀이] ㄱ. 온도가 같으므로 평균 운동 에너지는 
모두 같다. ㄴ. 같은 온도에서 기체의 분자량이 클수록 
평균 운동 속도는 작다.

8. [출제의도] 원시 생명체의 진화 과정 이해하기
ㄱ.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탄수화물을 합성하는 것은 
광합성이다. ㄷ. 메테인의 산화 반응식은 CH4 + 2O2 
→ CO2 + 2H2O 이다.
[오답풀이] ㄴ. 오존의 생성 반응은 3O2 → 2O3 이므
로 분자 수가 줄어든다.

9. [출제의도] 탄소 화합물의 다양성 알아보기
탄소 원자는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을 하고, 다양한 
탄소 골격을 만들며, 단일 결합 및 다중 결합이 가능
하므로 다양한 탄소 화합물이 만들어진다.

10. [출제의도] 감염성 질병의 확산 판단하기
실험에서 사용한 수산화나트륨은 병원체에 해당하고, 
두 용액을 섞는 것은 감염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시약의 색 변화를 보는 것은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11. [출제의도] 신 ․ 재생 에너지 알아보기

태양 전지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것이고, 해수의 열
에너지를 이용하면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이 거의 없
다.
[오답풀이] ㄴ. 유기 물질의 발효와 열분해를 통해  
얻은 물질을 바이오 에너지라고 한다.

12. [출제의도] 비누 분자의 구조와 성질 이해하기
인지질의 머리 부분과 비누 분자의 -COO- 부분은 
친수성기이고, 나머지 부분은 친유성기이다. 그래서 
기름 속에서 비누 분자의 친유성기 부분이 바깥 쪽
을 향하여 마이셀을 형성한다.

13. [출제의도] 상수 처리 과정 이해하기
ㄷ. (다)는 물 속에 남아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여
과지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ㄱ. 물 속의 모래나 흙을 가라앉히는 곳은 
침사지이다. ㄴ. (나)는 (가)의 약품 투입실에 해당한다.

14. [출제의도] 고분자의 생성 과정 이해하기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축합 중합으로 생성되는 천연 
고분자 물질이고 펩타이드 결합을 가진다.
[오답풀이] ㄱ. 이 반응은 물이 빠지면서 일어나는 
축합 중합 반응이다.

15. [출제의도] 원소의 주기율 이해하기
ㄴ. 가장 가벼운 원소는 수소로 1주기이므로 전자껍
질 수가 1개이다.
[오답풀이] ㄱ. 지각에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원소
는 산소로 16족이다. ㄷ. C와 D는 반응성의 거의 없
는 18족 원소이다.

16. [출제의도] 활성화 에너지의 개념 이해하기
ㄱ. ㉠은 반응에 필요한 최소 에너지인 활성화 에너지
이다.
[오답풀이] ㄴ.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반응 속도
가 빠르다. ㄷ. 반응물의 농도와 활성화 에너지는 무관
하다.

17. [출제의도] 반도체의 구조 이해하기
ㄱ. (가)는 남는 전자가 존재하므로 n형 반도체이다.
ㄷ. B는 최외각 전자수가 3개이고 Si는 4개이다. 
[오답풀이] ㄴ. P는 Si와 4개의 공유 결합을 한다.

18. [출제의도] 고분자의 분류 기준 판단하기
ㄱ. 녹말은 천연 고분자이고, 나일론과 폴리에틸렌은 
합성 고분자이다.
[오답풀이] ㄴ. (나)의 분류 기준은 ‘축합 중합체인
가?’를 사용할 수 있다. ㄷ. 폴리에틸렌은 열에 의해 쉽
게 변형된다.

19. [출제의도] 탄소 순환 과정 이해하기
A는 이산화탄소이고, 인간 활동에 의해 증가하는 이
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탄소는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 물 속에서는 탄산 이
온 또는 탄산수소 이온 등으로 존재하며, 석탄 ․ 석유 ․
천연가스 같은 화석 연료로도 저장된다. 

20. [출제의도] 연료 전지의 특성 알아보기
물의 전기 분해 과정에서 수소와 산소가 발생하며, 이 
두 기체는 연료 전지에 이용된다. 연료 전지에서는 화
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고, 물의 전기 분해
와 연료 전지 반응은 모두 산화 ․ 환원 반응이다. 

생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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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1. [출제의도] 밀러의 실험 이해하기
 ㄱ. 플라스크 속에서 합성된 유기물이 응결된 물에 녹
아 검출된다.  ㄴ. 플라스크 속의 기체는  원시 지구 대
기를 가정하고 있다.  ㄷ. 실험 과정에서 고압 전기 방
전의 에너지 유입으로 유기물이 합성된다.

2. [출제의도] 세포막 구조와 기능 알기
ㄱ. 세포막, 자기 복제 능력, 물질대사 등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이다. ㄴ. 인지질(A)은 친수성인 
머리 부분과 소수성인 꼬리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ㄷ. 
세포막에서의 물질 출입은 막 단백질(B)뿐만 아니라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도 일어난다.

3. [출제의도] 파스퇴르의 실험 이해하기
 파스퇴르의 실험을 통해서 생물이 스스로 발생한다
는 자연발생설이 부정되고 생물은 생물로부터 발생된
다는 생물속생설을 확립하게 되었다. 고기즙을 끓여 
멸균하고 S자형 목을 길게 늘여 놓으면 균이 들어가
지 못해 고기즙에 균이 발생되지 않는다. 

4. [출제의도] DNA 추출 실험 이해하기
ㄱ. 실험과정에서 시금치를 믹서에 갈아도 세포 속의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는다. 과정(라)가 세포의 단백질
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ㄷ. DNA 이중나선 구조는 육
안으로 관찰 할 수 없다. 

5. [출제의도] 오파린의 가설에서 코아세르베이트 이해
하기
코아세르베이트는 단백질, 핵산, 당류 등이 물 입자
와 함께 뭉쳐진 상태이다.  ㄱ. 코아세르베이트는 물
질의 흡수, 부피증가와 더불어 일정한 크기가 되면 
나눠지기도 하지만 생명체 현상인 물질대사와 다르
고, 유전물질도 없다.

6. [출제의도] 최초의 생명체로부터 생물이 진화하는 
과정 이해하기
ㄱ. A는 무기호흡을 하는 종속 영양 생물로서 스스
로 양분을 만들 수 없다.  ㄷ. B는 유기호흡을 하는 
종속 영양 생물로서 산소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지
만 A는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유기물을 통해 에너지
를 얻는다.
[오답풀이] ㄴ. B의 출현과 A의 감소는 직접적인 관
련성이 없다.   

7. [출제의도]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의 진화과정 이
해하기
ㄱ. A는 원핵세포이다. ㄴ. B는 호기성 세균으로 동․
식물세포 모두에서 미토콘드리아로 분화되었다.

8. [출제의도]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비교하기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는 핵막의 유무로 구분하고, 원
핵세포는 핵막이 없어 유전물질이 세포질에 퍼져 존
재하며 분화된 세포소기관이 없어 비교적 단순하다. 

 9. [출제의도] 대립 유전자와  생식세포 형성 시 일어
나는 교차 이해하기
ㄴ, ㄷ. 상동염색체 사이에 교차가 일어나 유전자의 
교환이 일어났으며, 생식세포는 교차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유전자를 가지게 된다. 
[오답풀이] ㄱ. 대립유전자는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
치에 존재하는 유전자로 A와 a가 대립유전자 관계이
다. 

10. [출제의도] D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 이
해하기 
ㄱ. (가)는 핵에서 일어나는 전사 과정이다.
ㄴ. 전사된 mRNA의 정보에 의해 아미노산이 결합하
여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한다.

11. [출제의도] DNA의 염기 배열과 상보적인 염기 결합 
이해하기 

(가)의 DNA 두 가닥 중 Ⅰ 가닥을 주형으로 전사가 
일어나 (나)가 만들어진다. RNA에서는 U(우라실)이 
T(티민)대신 A(아데닌)과 상보적 결합을 한다. 
ㄴ. DNA 이중 나선에서 염기 A와 T에서는 이중 수
소 결합을 G와 C에서는 삼중 수소 결합을 형성한다. 

12. [출제의도] 생태계의 먹이 그물과 먹이 연쇄의 관
계 이해하기
ㄱ. 세균과 곰팡이는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여 무기
물을 생태계에 공급해 주는 분해자이다. 
ㄴ. 먹이 관계가 복잡한 생태계는 한 종의 멸종이나 
개체 수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

13. [출제의도] 질소 순환 과정 이해하기
대기 중의 질소가 식물로 유입되는 과정에 여러 가
지의 세균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질소를 이온화하여 
식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오답풀이] ㄷ. 뿌리혹박테리아는 대기 중의 질소를 
고정하여 식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시킨다. 

14. [출제의도] GMO에 대한 토론 이해하기 
ㄱ. 찬성 측에서는 GMO를 통한 신품종 개발은 짧은 
시간에 식량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ㄴ. GMO는 특정 유전자를 생물체에 재조합하여 새
로운 형질을 만든다.

15. [출제의도] 3대 영양소 분자구조와 생명체에서의 
작용 이해하기
ㄱ. (가)는 녹말로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ㄴ. (나)는 지방으로 9㎉/g로 3대 영양소 중 가장 많
은 에너지를 낸다. 
ㄷ. (다)는 단백질로 생명체에서 에너지원이 되며 효
소, 세포막,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 된다.

16. [출제의도] 상처 시 체내 염증 반응 이해하기
상처가 생겨 세균이 침입하면 히스타민이 분비되어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백혈구와 혈장의 투과성이 증
가된다. 조직으로 이동한 백혈구는 식균 작용을 통해
세균을 제거한다.
[오답풀이] ㄷ. 백혈구는 아메바 운동을 통해 모세혈
관에서 조직으로 이동할 수 있다.

17. [출제의도] 혈압 측정 장치를 이용한 혈압 측정 이
해하기
[오답풀이]  
ㄱ. 혈관음이 들리는 구간은 B구간이다. ㄴ. 혈액이 
흐르지 못하는 구간은 A구간이며 B구간에서는 혈압
이 압박대의 압력보다 높은 곳에서 혈액이 흐른다.  

18. [출제의도] 암의 성장 과정과 전이 과정 이해하기
ㄱ. (라)에서 증식한 암세포는 혈관을 통해 전이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ㄴ. (가)와 (나)의 비교를 통
해 암세포 쪽으로 혈관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ㄷ. 암세포의 증식 과정과 혈관 유도 과정에서 
영양소와 산소의 공급이 많이 필요하다.

19. [출제의도] 항원-항체 반응 과정 이해하기
체내로 항원이 침입했을 때 B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고 형질세포에서 생성된 항체는 
특정한 항원에만 결합할 수 있다.
ㄱ. (가)는 B림프구이다. ㄴ. (나)는 형질세포이며 
항체를 분비한다.
[오답풀이] ㄷ. 형질세포에서 만들어진 항체는 홍역
바이러스와 반응하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는 반응
하지 않는다.

20. [출제의도] 신약 개발 과정 이해하기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 및 탐색, 후보 물질 발견 등의 연구개발 단계와 
세포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비임상 시험 단계, 실
제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임상 시험 
단계를 거쳐야 한다. 
ㄷ. 기사의 밑줄 친 부분은 신약 개발 과정의 허가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ㄴ.  (나)과정이 세포 및 동물 실험을 통

한 단기 독성 시험 단계이며, (다)과정이 환자를 대
상으로 하는 시험 단계이다.

지구과학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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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1. [출제의도] 은하 스펙트럼의 적색 편이와 우주의 팽
창 이해하기
은하 A와 B의 선스펙트럼에 나타난 흡수선은 모두 정
지 상태일 때보다 더 붉은 색 쪽으로 옮겨져 나타난
다. 적색 편이가 크게 나타나는 은하일수록 후퇴속도
가 더 크다. 우주 공간 자체의 팽창 때문에 은하들 사
이의 거리가 서로 멀어지므로 특정한 중심을 정할 수 
없다.

2. [출제의도]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과 분포 이해하기
COBE 위성이 측정한 우주 배경 복사 값은 2.7K의 
이론적인 흑체 복사 곡선과 일치한다. 우주 배경 복
사는 우주 생성 초기에 방출된 빛이 우주가 팽창함
에 따라 온도가 낮아진 것으로 우주의 모든 방향에
서 관측된다. 이는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 (나)에서 나타나는 온도 편차는 우주의 물질이 
불균일하게 분포함을 의미하며, 이것으로 별과 은하의 
생성, 은하단 등의 생성을 설명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우리 은하의 구조와 특징 이해하기 
우리 은하는 중심부가 막대 모양의 구조를 이루고 
나선팔을 가진 막대 나선 은하이다. 중심부인 A에는 
많은 별과 구상 성단이, 나선팔인 B에는 산개 성단
과 성간 물질이 많이 분포한다. 태양계는 우리 은하 
중심부에서 약 3만 광년 떨어진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다.

4. [출제의도] 별의 진화 과정 이해하기
질량이 작은 별의 마지막 단계는 백생 왜성이고 질
량이 큰 별은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된다. 태양 정
도의 질량을 가진 별의 진화 단계는 주계열성→적색
거성→행성상 성운→백색 왜성이다. 질량이 큰 별일
수록 중심부에서는 연속적인 핵융합 반응에 의해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5. [출제의도] 태양계 형성과정(성운설) 이해하기
성운설에서 태양계는 회전하는 성운으로부터 탄생되
었으며, 성운이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중심부의 온도는 높아진다. 원시 태양에 가
까운 곳에서는 무거운 물질들로, 먼 곳은 가벼운 물
질들로 이루어진 미행성체가 형성되었다.
행성은 회전하는 성운의 원반에서 생성되었으므로 
태양의 자전과 동일한 방향으로 공전하고,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은 거의 동일한 평면 위에 있다. 이 과정
에서 행성으로 성장하지 못한 미행성체들은 소행성
이나 혜성 등을 형성하였다.

6. [출제의도] 지구 환경 구성 요소 간의 상호 작용 
이해하기
생물체의 유해가 퇴적되어 화석 연료가 만들어지는 것
은 E에 해당하고, 대기의 대순환으로 인한 해류의 발
생은 C에 해당한다. 화산활동으로 발생한 먼지에 의
해 기온이 낮아지는 것은 A에 해당하고, 지진 해일
은 B에 해당한다.

7. [출제의도] 행성의 공전 운동에 관한 케플러 3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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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케플러 3법칙은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은 궤도 장
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이다. 목성은 지구
보다 궤도 장반경이 크므로 공전 주기가 더 길다. 케
플러의 법칙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 소행성, 
혜성 모두에게 적용된다.

8. [출제의도] 태양, 지구, 달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 
이해하기
일식은 태양-달-지구가 일직선을 이룰 때 일어날 
수 있으므로 달의 위치는 C이다. 달이 망인 A에 위
치할 때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길다. 달이 상
현인 D에 위치할 때는 정오경에 떠서 초저녁에 남중
한다.

9. [출제의도] 간이 푸코 진자 실험을 통해 지구 자전의 
증거 이해하기
진자의 진동면은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한 처
음 방향을 유지하는데, 진자의 진동면이 시계방향으
로 회전하는 것은 지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회전판을 지구라고 가정하면 
회전판의 회전은 지구의 자전 운동을 나타내고, 진자 
진동면의 회전 방향과 지구 자전 방향은 반대이다.

10. [출제의도] 행성의 탈출 속도와 대기 조성 이해하기
목성의 탈출 속도는 약 61km/s로 지구의 탈출 속도
인 11.2km/s보다 크다. 탈출 속도가 큰 목성에서는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기체가 남을 수 있으므로, 
대기의 평균 분자량은 지구보다 작다.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속도가 작다.

11. [출제의도] 지구의 초기 진화 과정과 대기의 조성 
변화 이해하기
미행성 충돌로 지구의 크기와 질량이 증가하였으며, 
마그마 바다 형성 이후 지구 중심부에 핵이 형성되면
서 중심부 밀도가 증가하였다. 생물체가 출현하기 전
인 C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산소보다 더 컸다.

12. [출제의도] 지구 공전에 의한 별자리의 위치 변화 
이해하기
지구가 태양 둘레를 1년을 주기로 서에서 동으로 공
전하므로, 태양을 기준으로 별자리는 하루에 약 1°씩 
동에서 서로 이동한다. 따라서 별이 뜨는 시각은 하
루에 약 4분씩 빨라진다. 그림에서 15일 간격으로 
관측한 별자리의 고도가 낮아지고 있으므로 서쪽 하
늘을 관측한 것이다.

13. [출제의도]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특징 이해
하기
집단 (가)는 질량과 반지름이 작고 밀도가 크므로 
지구형 행성이고, (나)는 목성형 행성이다. 지구형 
행성은 목성형 행성보다 자전 속도가 느리다. 목성형 
행성은 모두 고리를 가지고 있다.

14. [출제의도]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와 구성 물질 
이해하기
A는 지각, B는 맨틀, C는 외핵, D는 내핵이다. 대륙 
지각은 해양 지각보다 밀도는 작으나 더 두껍다. 지
구 내부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것은 맨틀이
며, 외핵은 액체 상태이다. 핵은 철질 운석 연구를 
통해 구성 물질을 알 수 있으며, 지구 중심부로 갈수
록 구성하는 물질의 밀도가 커진다.

15. [출제의도] 지질 시대의 구분과 생물 이해하기
생물종의 큰 변화와 대규모 지각 변동은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고생대 말 판게아 형성으로 
인한 대륙붕 감소와 환경 변화로 생물의 많은 종이 
멸종했으며, (나)는 고생대에 번성한 삼엽충이다.

16. [출제의도] 광물 자원과 광상 이해하기
철광석은 금속 광물로 화성 광상에서 주로 발견되고, 

석회석은 비금속 광물로 퇴적 광상에서 발견되며 시멘
트의 주원료로 사용된다.

17. [출제의도] 지구의 평균 기온과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 이해하기
그림은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 상승으로 인한 지구
의 평균 기온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 효과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어 전 세계 
해수면 높이가 상승하고, 빙하 면적의 감소로 지표면 
반사율이 감소한다.

18. [출제의도] 지구의 에너지 평형 이해하기
태양 복사 에너지량과 지구 복사 에너지량 모두 고
위도로 갈수록 작아진다. 저위도에서는 태양 복사 에
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더 커서 에너지 과잉
이 나타나고, 고위도에서는 에너지 부족이 나타난다. 
이런 에너지의 불균형으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일
어나며,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지구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평형을 이루게 된다.

19. [출제의도] 갈릴레이의 관측과 우주관의 변화 이해
하기
갈릴레이는 목성 주위를 공전하는 위성을 관측하여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 한다는 지구 
중심설을 부정하고 태양 중심설을 지지하게 되었다. 
지구 중심의 우주관인 그림 (나)에서 금성은 항상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으므로 보름달 모양으로 관측
될 수 없다.

20. [출제의도] 지구 자기권의 모양과 역할 이해하기
지구 자기권은 태양을 향한 쪽이 태양풍의 압력에 눌려 
그 폭이 좁다. 지구 자기장은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로부터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해 주며, 
액체 상태인 외핵의 운동에 의해 생성된다. 태양 자외
선은 대부분 성층권의 오존층에서 흡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