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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법]
1.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강연자는 상세한 복약 정보는 꼭 의사나 약사에게
확인하라고 당부하며 마무리하고 있을 뿐, 강연 내용
을 요약하며 마무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
다.
① 1문단의 ‘강연을 ∼ 약사 ○○○입니다.’에서 ‘약사’
라는 강연자의 신분을 밝혀 청중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의 ‘(화면에 ∼ 보여 주
며) 여기 보시는 ∼ 정제가 있습니다.’에서 시각 자료
를 활용하여 제형에 대해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으
므로 적절하다. ③ 1문단의 ‘혹시 ∼ 형태였나요?’에서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사용하며 청중의 반응을 유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의 ‘산제는 ∼ 약입

로 보아 ㉠의 ‘제형’은 산제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
하다. ② 3문단의 ‘먼저 산제나 액제는 ∼ 미세하게 조

적 표현을 활용하여, ‘공동체가 함께 가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은 현대 사회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

절이 가능합니다.’에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4

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문단의 ‘그런데 서방정은 ∼ 안 됩니다.’에 드러나 있으
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의 ‘서방정은 오랜 ∼ 줄일 수
있습니다.’에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작문]
8.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적절성 파악하기

[화법․작문]
4. [출제의도] 쟁점에 따른 내용 파악하기

(가)의 작문 과제에서 폰트 파일에 대한 이해가 부
족한 학생들이 예상 독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의 1문단에서 ‘폰트 파일은 동일한 스타일의 ~

‘쟁점 3’에 대하여 ‘반대 1’은 현금 없는 사회가 ‘현

보호되고 있다.’라며 폰트 파일의 개념을 정의하고

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
한다고 하는데, 이는 ‘현대 사회의 지향점’을 자유의

있는데, 이는 예상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
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가치 확대라고 볼 때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반대 1’이 개

9.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 보완하기

인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필요함을 근거로

[자료 2-㉯]는 폰트 파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

들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 중에 저작권을 확인하
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이 많다는 내용이고, [자료 3]

① ‘쟁점 1’에 대하여 ‘찬성 1’은 ‘현금 없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 편리하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
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쟁점 1’에 대하여 ‘반대
1’은 ‘비현금 결제 방식에 익숙하지 않거나 ~ 불편을
겪을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쟁점 2’에 대하여 ‘찬성 1’은 ‘매년 ~ 절약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에서는 정부가 사용자를 위한 폰트 파일 저작권 확
인 프로그램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만 찾을
수 있을 뿐 폰트 파일의 저작권에 대해 알면서도 저
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학생들의 문제의식 개선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쟁점 2’에 대하여 ‘반대 1’은 ‘비현금 결제 방식에

① [자료 1]에서 폰트 파일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 경제적이지 않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
다.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자료 2-㉮]에서 폰트 파일
이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
의 비율이 67%로 많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

5.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제, 정제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4문단의 ‘약물의
∼ 서방정’에서 속방정과 서방정의 개념에 대해 정의

[B]에서 ‘찬성 2’는 ‘그 비용은 ~ 절감할 수 있지 않

로 적절하다. ③ [자료 3]에서 폰트 파일 제작자는
사용자를 위해 저작권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

을까요?’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B]

록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

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의 ‘반대 1’은 ‘구축 비용은 절감할 수 있을지라도’라
고 하며 ‘찬성 2’의 이의 제기를 일부 인정하며, ‘시

절하다. ④ [자료 2-㉮]에서 학생들 중 폰트 파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

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추가 비
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라고 향후 예상되

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자료 2-㉯]에서 폰트
파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

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는 학생들 중에서 65%의 학생이 저작권을 확인하는

니다.’, ‘캡슐제는 ∼ 것입니다.’에서 산제, 액제, 캡슐

2. [출제의도] 청중의 듣기 활동 이해하기
‘학생 2’는 ‘그런데 속방정을 ∼ 주의할 점은 무엇일
까?’에서 강연에서 언급되지 않은 ‘속방정을 복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궁금해하며 강연을 듣고 있고,
‘학생 3’은 ‘피부에 ∼ 알고 싶어졌어.’에서 강연에서 언
급되지 않은 ‘피부에 바르는 약’이 제형에 따라 특징

6.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반영 여부 확인하기

방법을 모른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
다.

3문단은 현금 없는 사회의 장점을 밝힌 부분으로, 현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

하다.

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준
비해야 할 사항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

① ‘학생 1’은 강연 내용에 대해 자신에게 ‘참 유익한

지 않다.

려하여 [A]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부사어를 제시하고

정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듣고 있으므로 적절하
지 않다. ② ‘학생 2’는 ‘속방정을 복용할 때 주의할

① 1문단의 ‘오늘날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에서, 토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현금

있다. 따라서 서술어와의 호응을 고려하여 생략된 주
어를 밝혀 주어야 한다는 조언은 [A]에 반영되지 않

점’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을 뿐, 자신의 문제 상황에

없는 사회로의 이행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내용을 추

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적용하며 듣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학
생 3’은 ‘온라인 의약 도서관’에 접속해서 ‘피부에 바

가해서 나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① <보기>에서 세 번째 문장은 통일성에서 벗어난

(가)의 토론에서 ‘반대 1’은 비현금 결제 방식에 익

르는 약’에 대해 찾아봐야겠다고 떠올리고 있을 뿐,
강연 내용의 순서를 예측하며 듣고 있지 않으므로 적

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문장이므로 [A]에서 삭제한 것은 적절하다. ② <보
기>의 첫 문장에 제시한 ‘폰트’를 글에서 반복적으로

현금 없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로

사용했던 용어인 ‘폰트 파일’로 [A]에서 수정한 것은

절하지 않다. ④ ‘학생 3’은 강연에서 언급되지 않은

제시하였다. 그런데 (나)의 2문단의 ‘지속적이고 단

내용인 ‘피부에 바르는 약’에 대해 생긴 의문을 ‘온라
인 의약 도서관’을 통해 알아봐야겠다고 하며 의문점

계적으로 ~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에서 비현금 결제

적절하다. ③ <보기>의 첫 문장에서 제시하지 않은
주장에 대한 근거를 [A]에서 ‘폰트 파일은 타인의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겪을 불편을 해결할

노력이 담겨 있는 저작물이므로’라고 근거를 추가한

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며 듣고 있으나, ‘학
생 1’은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며 듣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의 ‘현
금 없는 사회로 나아갔을 때 새로운 금융 서비스 산

것은 적절하다. ⑤ <보기>의 네 번째 문장을 [A]에
서 ‘자신이 사용하는 ~ 꼭 확인하고 사용하자.’라고

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업이 개발되어 국제 무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에

실천을 촉구하기 위한 문장으로 바꾼 것은 적절하다.

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며 듣고 있으므로 적절

3. [출제의도] 청중 반응의 적절성 판단하기

서, 토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현금 없는 사회의 장점
을 밝혀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은 바람직하다.’라

2문단의 ‘캡슐제는 ∼ 약이고’로 보아 ㉢의 ‘제형’은 캡

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의

슐제이다. 그리고 3문단의 ‘먼저 산제나 액제는 ∼ 나
타납니다.’에서 액제인 ㉡이 캡슐제인 ㉢에 비해 약효

‘사회 구성원들 간의 충분한 합의 없이 ~ 사회적 논

가 빠르게 나타나는 제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의가 필요하다.’에서,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을 위
해서는 공동체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
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2문단의 ‘산제는 분말이나 ∼ 된 약이고’와 3문단의
‘먼저 산제나 액제는 ∼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보기>의 두 번째 문장에서 서술어 ‘때문이다’를 고

7. [출제의도] 조건에 따른 글쓰기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은 ‘새로운 물결’이라는 비유

1

[문법]
11. [출제의도] 현대 국어 부정문의 특성 이해하기
㉡은 ‘안’ 부정문의 주어인 ‘물품’이 의지를 가질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단순 부정’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 부정’과 ‘의도 부정’으로 모두 해
석이 가능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2. [출제의도] 중세 국어 부정문의 특성 이해하기

18.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 이해하기

ⓒ는 현대 국어에서 ‘못 들으며’로 해석되는 것을 통
해 중세 국어에서 동작 주체의 능력 부족을 드러내

2문단에서 ‘점성이란 ∼ 유체가 운동에 저항하는 성
질’이라 했고 3문단에 ‘점성계수는 유체가 지닌 점성을

는 부정문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수치화하여 표현한 값’이라고 했다. 또, 4문단에서 ‘뉴
턴 유체는 점성계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 그래프로 나

13. [출제의도] 단모음의 변별적 자질 비교하기
‘ㅔ’는 [-후설성], [-고설성], [-저설성], [-원순성],
‘ㅗ’는 [+후설성], [-고설성], [-저설성], [+원순성]
의 변별적 자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ㅔ’와
‘ㅗ’는 [-고설성]으로 동일한 변별적 자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자질의
특성이 서로 다르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4. [출제의도] 용언의 활용 이해하기
‘묻었다’는 활용될 때 어간과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
뀌지 않는 용언이고, ‘우러러’는 활용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는 모습을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용언이므로 ㉠에 해당한다. ‘일러’는
활용될 때 어간이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용언이므로
㉡에 해당한다. ‘이르러’는 활용될 때 어미가 불규칙
적으로 바뀌는 용언이므로 ㉢에 해당한다. ‘파래’는
활용될 때 어간과 어미가 모두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용언이므로 ㉣에 해당한다.

[과학]
[16 ∼ 20] <출전> 먼슨 외,「유체역학」
16.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 파악하기
2문단에서 응력은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물질
의 내부에서 이에 대항하여’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
였고 전단응력은 응력 중 ‘물질의 표면과 평행하게
작용하는 응력’이라 했으므로 전단응력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유체는 ‘전단응력이 작용할 때 그 형태
가 연속적으로 변형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1
문단에서 ‘유체역학에서는 응력과 점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유체의 특성을 설명한다’고 했으므로 적절
하다. ③ 2문단에서 ‘점성이란 유체를 구성하는 입자
들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성질이라고 했으
므로 적절하다. ⑤ 1문단에서 ‘액체나 기체처럼 ∼ 입
자 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22. [출제의도] 핵심 개념 추론하기
3문단을 통해, 물가가 상승하고 명목임금이 하락하면
명목임금을 물가로 나눈 값인 실질임금도 하락한다

다고 했으므로 전단응력이 변해도 유체의 점성계수 값
은 일정하므로 점성이 달라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상승하겠다는 설명은 적절
하지 않다.

① 5문단에서 ‘비뉴턴 유체는 전단응력의 크기에 따
라 점성계수가 변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고 ‘전단

② 3문단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명목임금이 하락하면
명목임금을 물가로 나눈 값인 실질임금도 하락한다

변형률과 전단응력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기

고 했다. 이를 통해 물가의 변화가 없고 명목임금이

울기가 변하는 곡선’으로 나타난다고 했으므로 ⓐ는
비뉴턴 유체임을 알 수 있어 적절하다. ② 5문단에서

하락하면, 실질임금은 하락함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을 통해, 명목임금이 변하지 않으

비뉴턴 유체는 ‘기울기가 변하는 곡선’의 그래프라는
내용에 따라 ⓐ는 비뉴턴 유체임을 알 수 있고 4문

면 물가와 실질임금은 반비례 관계임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실질임금은 상승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단에서 ‘기울기는 점성계수를 의미’한다고 했고 5문

④ 3문단에서 명목임금은 노동자들이 받는 화폐의

단에 ‘비뉴턴 유체는 ∼ 점성계수가 변’한다고 하였으
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점성계수는 온도의 변

액수를 의미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
에서 실질임금이 상승하면 명목임금으로 구매할 수

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에서 뉴턴 유체의 그래프는 ‘일정한 기울기를

있는 재화의 양이 증가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
다.

가진 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으므로 ⓑ는 뉴턴
유체임을 알 수 있고, 4문단에서 뉴턴 유체는 ‘전단
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전단변형률도 일정하게 증가’

15. [출제의도]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이해하기

에 ∼ 쓸 수 있다’에 따라 적절하지 않다.

즈학파는 명목임금이 탄력적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언급하였다.

타내면 일정한 기울기를 가진 직선의 형태’로 나타난

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은 본용언 ‘적어’ 뒤에 보조 용언 ‘둘’, ‘만하다’가
거듭 나타나는 경우이므로 <보기 1>의 ‘본용언 뒤

금이 탄력적으로 작용한다고 했음을, 4문단에서 케인

19.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23.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ㄱ은 갑이 지닌 필름 제조 기술과 회사의 요구가 일
치하지 않아 실업에 놓인 것으로, 2문단에 의해 구조
적 실업임을 알 수 있다. ㄴ은 을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2문단에 의해 마찰적 실업임을 알 수

5문단에서 빙햄 유체는 ‘전단응력이 일정한 크기에

있다. 2문단에서 구조적 실업은 노동자의 기술과 회

도달하기 전까지 변형이 없다가 항복응력이라고 지
칭되는 일정한 전단응력을 초과하면 변형이 일어’난

사에서 요구하는 기술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20.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24.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4문단을 통해, 케인즈학파에서는 실업이 발생하더라

㉡에서 ‘다루다’는 어떤 것을 소재나 대상으로 삼다

도 명목임금은 실업 이전과 수준이 비슷하게 되고

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다.

기업에서 노동의 수요량을 늘리지 못해 실업이 해소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① ㉠에서 ‘부르다’는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여기에서는 ‘값
이나 액수 따위를 얼마라고 말하다.’의 의미로 사용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에서 ‘이루다’는 ‘몇

인해 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 일정한 성질이나 모양
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여

해소될 수 있는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3문단을 통해, 고전학파에서

기에서는 ‘뜻한 대로 되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
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에서 ‘나타나다’는 ‘어떤

는 경기적 실업이 발생하더라도 노동의 초과공급 현
상으로 인해 노동 시장에서 경쟁이 발생하여 명목임

새로운 현상이나 사물이 발생하거나 생겨나다.’의 의

금이 탄력적으로 하락한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

미로 사용되었고 여기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던 어떤
대상의 모습이 드러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으므로 적절하다. ③ 4문단을 통해, 케인즈학파에서
는 명목임금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화

적절하지 않다. ⑤ ㉤에서 ‘일어나다’는 ‘자연이나 인
간 따위에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다.’의 의미로 사용되

폐환상현상이라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
하다. ④ 4문단을 통해, 케인즈학파에서는 실업을 감

었고, 여기에서는 ‘누웠다가 앉거나 앉았다가 서다.’의

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노동의 수요를 늘려야 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을 통해, 고전학파에서는 경기적 실업으로

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7.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3문단에서 전단응력은 점성계수 곱하기 전단변형률이
라고 했고 <보기>에서 B 유체와 C 유체의 전단변형
률은 각각 20과 10인데 둘의 점성계수가 같다고 했으
므로 전단변형률이 더 큰 B 유체의 전단응력이 더 크
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각각 다른 뉴턴 유체에 대한 실험이고 4문단에서
뉴턴 유체는 ‘전단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전단변형률
도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4문
단에서 ‘뉴턴 유체는 점성계수가 일정하’다고 했으므
로 적절하다. ③ <보기>에서 A 유체와 B 유체의 전
단변형률 값은 각각 10, 20이므로 작용하는 전단응
력이 같다면 점성계수는 A 유체가 더 크므로 적절하
다. ④ <보기>를 보면 A 유체와 C 유체의 전단변형
률 값은 각각 10으로 동일한데 A 유체의 점성계수가
더 크다면 A 유체에 작용한 전단응력이 더 크므로
적절하다.

[사회]
[21 ∼ 25] <출전> 조우현,「일의 세계 경제학」

25.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위축’은 ‘어떤 힘에 눌려 기를 펴지 못함.’을 의미한
다. ‘시간이나 거리 따위가 짧게 줄어듦.’의 의미를
지닌 단어는 ‘단축’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21. [출제의도] 사실 정보 확인하기

② ‘침체’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진전하지 못하고

4문단에서 화폐환상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제자리에 머무름.’을 의미한다. ③ ‘해소’는 ‘이제까지

하고 있지만, 이 현상에 대한 유형은 언급하지 않았
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의 일이나 관계를 해결하여 없애 버림.’을 의미한다.
④ ‘작용’은 ‘어떤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침.’을

① 1문단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가 실업의 정의라고 언급하

의미한다. ⑤ ‘유지’는 ‘어떤 상태나 현상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지탱함.’을 의미한다.

였다. ② 2문단에서 마찰적 실업은 개인의 선택에 의
해, 구조적 실업은 노동자와 기업 간의 기술 수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경기적 실업은 경기 침체에 의해

[현대소설]

발생한다고 언급하였다. ④ 2문단에서 마찰적 실업은

[26～28] <출전> 윤흥길,「무제(霧堤)」

정부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지 않음을, 구조적 실업은
요구됨을, 경기적 실업은 경제학자에 따라 달라지고

26.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이해하기

있음을 언급하였다. ⑤ 3문단에서 고전학파는 명목임

2

‘처음 출판사에 ~ 이해할 수가 없었다.’에서 조현봉

씨와 관련된 경험을, ‘한바탕 안타까운 ～ 주고 싶은

뛰고 ‘얼어빠진 혼백들’이 곡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하며, 상호 인정 관계에서 형성한 긍정적 자기의식이

심정이었다.’에서 고모부와 관련된 경험을 제시하며
서술자인 ‘나’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자신의 체온에 실망’한 적이 없다고 한 것에서 주체
의 강인한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성공적인 자아실현의 조건이 됨을 설명하고 있으므
로 적절하다.

27.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에는 이북에 남겨 두고 온 아들의 이름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고모부의 행동에 대한 ‘나’의 이해

④ <보기>에서 동면하는 곤충은 인고의 시간 속에
서 스스로를 단련시킨다고 했고, 3연에서의 ‘온갖 어
둠과’의 ‘접촉’에서도 사색하고 갖은 학대의 경험을

34. [출제의도] 내용의 사실적 이해
5문단의 ‘상호 인정 관계에서 무시에 의해 개인의 긍
정적인 자기의식이 파괴되면 ~ 이를 회복하기 위해

와 위로가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떠올리며 ‘날카로운 무기를 장만’하는 곤충의 모습은
동면이라는 인고의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시키

① ㉠에는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무제’라

는 주체의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인정질서에 저항하게 되는데’
를 보면, 개인은 무시에 의해 파괴된 자아실현의 기

는 단어를 고집하는 조현봉 씨의 행동에 대한 ‘나’의
궁금증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에는 조현

절하다. ⑤ <보기>에서 곤충이 떠올리는 봄에 대한
전망이 당대 현실이 극복될 것이라는 작가의 현실

회를 회복하기 위해 저항하는 것이므로, 무시가 개인
의 자아실현을 위한 저항의 결과라는 진술은 적절하

봉 씨가 고집하는 ‘무제’라는 단어의 의미를 인생무

인식을 드러낸다고 했고, 3연과 4연에서는 동면하는
곤충이 ‘풀풀의 물색’으로 스스로를 꾸며 ‘얼음 풀린’

지 않다.

상쯤으로 추측한다는 인쇄소 과장의 생각과는 달리,
무심한 장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추측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에는 내가 물어본
것에 대해 조현봉 씨가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버
려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인쇄소
과장’의 짐작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
에는 고모부가 셋째 녀석의 이름을 떠올려 보려고
밤새도록 애쓰지만 결국 떠올리지 못하는 ‘고모부’의
자책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28.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봄볕 짜듯한 계절에 땅 위에 나설 것이라고 한 것에

② 1문단의 ‘철학자 악셀 호네트는 현대 사회는 개인
이 자아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병리적 사회

서 당대 현실이 극복될 것이라는 작가의 전망을 확
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가 되었으며, 그 원인이 무시에 있다고 지적한다.’를
보면 적절하다. ③ 4문단의 ‘원초적 관계에서 정서적

31. [출제의도] 내적 준거에 따라 작품 이해하기
화자는, ‘허물’이 ‘느티나무 둥치’에 붙어 있으려고 안
간힘을 쓰는 것이 ‘어린 매미’의 ‘노래’를 위한 행위
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허물이 ‘몸에 힘’을 주는
것은 모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허물
을 떼려는 화자의 ‘힘’이 자식을 향한 끈질긴 모성을

내가 고모부와 마찬가지로 ‘이북 출신’인 조현봉 씨의
‘본명’보다 봉무제라는 ‘별명’을 친숙하게 여기는 모습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을 통해 고모부와 조현봉 씨를 동일시하며 연민을 느
끼고 있는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

안간힘을 쓰는 이유가 ‘어린 매미’와 ‘어린 매미의 노
래’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즉 허물은 자신

지 않다.
② 조현봉 씨가 ‘교정지’의 페이지마다 ‘곳곳에’ 무제

이 없어지면 매미의 노래도 사라진다고 생각했을 것
이라는 화자의 추측에는 어머니의 존재가 사라지면

라는 ‘생경한 단어’를 반복해서 넣는 모습을 통해 비

자식의 삶도 지속될 수 없다는 인식이 드러난다고

상식적 행위의 반복으로 표출되는 무의식 속에 내재
된 상처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죽어 있는 줄 알았던
허물’과 ‘걸레가 되어 마루를 닦는’ ‘팔순의 어머니’의

고모부가 ‘지난번’에는 북에 두고 온 아들의 ‘얼굴’,

모습은 생기를 잃고 노쇠한 이미지로, 자식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의 남루해진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번’에는 ‘이름’을 떠올리기 위해 반복해서 애쓰는
모습을 통해 혈육을 그리워하는 행위의 반복을 확인

① 화자는, ‘매미 허물’이 느티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화자는 ‘허물’이 ‘느

배려를 경험한 개인은 ~ 타인으로부터 학대나 폭행과
같은 무시를 경험하면 자신감은 파괴된다.’를 보면
적절하다. ④ 4문단의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속성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부정되는 무시를 경험
하면 자부심은 파괴된다’를 보면 적절하다. ⑤ 4문단
의 ‘개인이 마땅히 충족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법적
권리가 사회로부터 부정되는 무시를 경험하면 자기
존중감은 파괴된다’를 보면 적절하다.
35. [출제의도] 내용 적용하기
2문단의 ‘목적격 나는 사회적으로 개인에게 요구되는
자아상이다’와 ‘주격 나가 목적격 나에 반발할 때는,
주격 나가 새로운 자아상을 목적격 나에게 주장할
수 있고 목적격 나가 이를 받아들여야만 개인은 자
아를 형성할 수 있다.’를 보면, <보기>의 [자료 2]
의 B 씨가 1인 시위를 한 이유는, △△시로부터 형
성한 ‘목적격 나’에 이민자의 내국인과 동등한 투표
권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B 씨가 시위를 한 이
유가 B 씨의 ‘주격 나’가 주장한 새로운 자아상이 △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내가 아들의 이름이 기
억나지 않는다고 울먹이는 고모부에게 아들인 ‘승곤

티나무 둥치’에 붙어 있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어린 매미’를 위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허물

△시로부터 형성한 ‘목적격 나’에 의해 받아들여졌기

이’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아들의 ‘대역’을 ‘수행’하

을 벗고 날아간 ‘어린 매미’는 ‘자식’이고, ‘허물’은 단

① 2문단의 ‘목적격 나란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한 타

려는 모습을 통해 고모부의 훼손된 삶을 치유하기
위한 ‘나’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순한 외피의 의미를 넘어 모성을 지닌 어머니라는
발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적절하다. ⑤

인들의 생각과 기대를 일반화하여 형성한 자아상을
말한다’와 ‘주격 나는 목적격 나를 내면화하여 자아

내가 갱생원에 보내려 했던 고모부의 ‘중얼거림’을
들으면서 고모부의 행동을 이해하고 아내에게 ‘갱생

‘매미 허물’은 느티나무 둥치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화자의 ‘어머니’는 팔순의 나이

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을 보면, A 씨가 아버지의 장
인정신을 계승한 도예가가 된 것은 도예가인 아버지

원’이 지낼 곳이 못된다고 말하는 모습을 통해 ‘나’의

에도 힘겹게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화자는 ‘어머니는

와 형제들로부터 형성한 ‘목적격 나’를 내면화한 것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나의 허물이다 ~ 아들이라는 매미 때문이다’라고 하며
매미의 허물과 자신의 어머니를 동일시하고 있으므로

이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의 ‘주격 나는 목적격 나
를 내면화하여 자아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과 3문단

적절하다.

의 ‘개인의 주격 나가 목적격 나에 반응하여 자아를

[현대시]
[29 ∼ 32] <출전> 이용악,「동면하는 곤충의 노래」
정호승,「허물」
29.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32. [출제의도] 공간을 중심으로 시적 의미 비교하기
㉠은 화자인 곤충이 동면을 하는 공간인데, 3연과 4
연에서 동면하며 ‘날카로운 무기를 장만’하고 ‘의장도
꾸’미는 등의 행위는 ‘위대한 약동의 전제’라고 했으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형성하는 데는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주체들, 즉
개인과 타인의 상호 인정이 전제된다’를 보면, A 씨
가 가족들로부터 형성한 ‘목적격 나’를 내면화하여
아버지의 장인정신을 계승한 도예가라는 자아를 형
성할 수 있었던 것은, A 씨의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가)는 ‘들어왔다’, ‘피해’와 같은 특정 시어를 반복하
여 곤충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시적 상황을, (나)는

므로 화자의 행위에 담긴 의미가 드러나는 공간이라
는 진술은 적절하다. 또한 ㉣은 대상인 어머니가 걸

아버지의 A 씨에 대한 인정에 의한 상호 인정 관계
가 전제되었기 때문이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의 ‘주

‘주었다’와 같은 특정 시어를 반복하여 화자가 매미
허물을 떼려고 하는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으므로

레질을 하고 있는 공간인데, 11행 ~ 14행에서 ‘팔순

격 나가 목적격 나에 반발할 수도 있다’를 보면, B

의 어머니’가 ‘걸레가 되어 마루를 닦는’ 행위에 대해
‘아들이라는 매미 때문이다’라는 깨달음을 통해 그

씨는 내국인과 동등한 투표권을 요구하는 1인 시위
를 통해 △△시로부터 통보를 받고 형성한 이민자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대상의 행위에 담긴 의미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는 ‘목적격 나’에
반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의 ‘주격 나가

적절하다.
30.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가 드러나는 공간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1연에서 화자인 곤충은 ‘차군 달빛’과 ‘둥글소’를 피해 땅
속을 들어가고 있으므로, ‘둥글소’를 도와 ‘앙상한 계절’
과 ‘차군 달빛’에 대항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보기>에서 동면하는 곤충은 능동적으로 추위를
이겨낸다고 했고, ‘흙을 뚜지고 들어’가 ‘동면’하며
‘위대한 약동’을 준비하는 곤충의, 3연에서의 모습은
능동적인 주체의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으므
로 적절하다. ③ <보기>에서 곤충은 강인한 생명력
을 지니고 있다고 했고, 2연에서는 ‘태풍이 미쳐 날’

목적격 나에 반발할 때는, ~ 목적격 나가 이를 받아

[인문]

들여야만 개인은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를 보면, B
씨가 내국인과 동등한 투표권을 승인받은 것은 B 씨

[33 ∼ 37] <출전> 문성훈,「악셀 호네트의 인정 이론

의 ‘주격 나’가 △△시로부터 형성한 이민자는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는 ‘목적격 나’에 새로운

과 병리적 사회 비판」
33.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이 글은 호네트의 관점에서 자아 형성 과정과 이에
따른 자기의식을 원초적 관계와 자신감, 권리 관계와
자기존중감, 가치 공동체 관계와 자부심으로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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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상을 주장한 결과이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내용 적용하기
5문단의 ‘호네트는 개인이 새로운 자아상을 기존 인

정질서에 주장하면 ~ 개인의 저항은 기존 인정질서에
서 배제된 사람들의 자아실현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
한 사회적 저항으로 확대된다고 말한다.’와 6문단의
‘특히 그는 권리 관계나 가치 공동체 관계에서 발생
하는 인정 투쟁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개인의 권리
나 가치의 범위를 확장하여 새로운 인정질서를 형성
할 수 있다고 본다.’를 보면, [자료 1]에서 A 씨는
기존 인정질서에 대한 저항 없이, 장인정신이라는 가
치를 공유한 도예가 협회로부터 올해의 장인으로 선
정된 것이므로, [자료 2]와 달리 [자료 1]에서는, 사
회적으로 인정하는 개인의 가치 범위가 확장되어 새
로운 인정질서가 형성되었겠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A 씨는 자신의 걱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버지
덕분에 믿음을 갖고 기술을 익혔으므로, B 씨는 △
△시로부터 받은 통보로 생긴 상심을 이웃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면서 언제든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므로 적절하다. ② [자료 2]에서는 B
씨가 △△시로부터 이민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에서 B 씨가 권리
관계에 있는 △△시로부터 법적 권리가 부정되고 있
음을 알 수 있고, [자료 1]에서는 권리 관계가 나타
나지 않으므로 적절하다. ③ [자료 1]에서 A 씨는
가족들이나 도예가 협회로부터 무시를 경험한 적이
없지만, [자료 2]에서는 B 씨의 1인 시위에 여러 이
민자들이 가세하여 시위가 확대되었으므로, 적절하
다. ⑤ [자료 1]에서 A 씨는 장인정신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가치 공동체 관계인 도예가 협회로부
터 올해의 장인으로 선정됨으로써 긍지를 느꼈고,
[자료 2]에서 B 씨는 투표권을 부여하는 권리 관계
인 △△시로부터 내국인과 동등한 투표권을 승인받
아 자신이 시민으로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으므로
적절하다.
37. [출제의도] 다른 관점과 비교하기
6문단의 ‘특히 그는 권리 관계나 가치 공동체 관계에
서 발생하는 인정투쟁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개인
의 권리나 가치의 범위를 확장하여 새로운 인정질서
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를 보면 호네트는 인정투
쟁의 결과 개인이 인정질서를 확장한다고, <보기>
에서 홉스는 자기 보존을 위한 투쟁에 의한 지속적
불안 상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들이 자
신의 권리를 국가에 일부 양도하고 사회 질서에 복
종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므로 적절하다.

[고전 소설]
[38 ∼ 41] <출전> 작자 미상,「설낭자전」
38.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윤백이 소리를 지르면서 ~ 뛰어들어서는 창황히 아뢰
기를’과 ‘김동지 며느리가 그 붙잡는 손을 ~ 높이 들고
소리쳤다’를 보면 인물의 행동을 제시하여 상황의 긴
박함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9.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 이해하기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대감의 명령 때문에
저고리가 ㉡에서 ㉢으로 옮겨졌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윤백이 즉시 일어나서 ~ 저고리를 찾아 쥐고는
거침없이 뛰어나가니’, ‘정부인과 황부인이 밤낮 모여
앉아 ~ 농 안에 숨겨 놓고는’을 보면, 정부인과 황부
인의 계략으로 윤백이 ㉠에서 저고리를 훔쳐 정부인
과 황부인에게 가지고 왔으며 정부인과 황부인은 윤
백이 훔쳐 온 저고리를 ㉡에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윤백이 즉시 일어나서
~ 저고리를 찾아 쥐고는 거침없이 뛰어나가니’를 보
면 설낭자가 ㉠에서 저고리를 도난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너와 내가 한집에서 ∼ 바른대로 아
뢰어라.’ 등에서 설낭자가 오해를 받고 있고, ‘대감이
크게 분노하여 ~ 보내어 거처하게 하였다.’에서, 설낭
자가 받은 오해가 ㉢에서 해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두 부인이 크게 기뻐하며 ~
농 안에 숨겨 놓고는’, ‘하인들을 거느린 김동지 며느
리가 ~ 장롱을 때려 부수고 저고리를 찾아내었다.’를
보면 정부인과 황부인이 ㉡에 숨겨 두었던 저고리를
김동지 며느리가 찾아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
로 적절하다. ⑤ ‘하인들을 거느린 ~ 장롱을 대번 끌
어내려 했다.’를 보면 ㉡에 저고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대감이 듣고는 과연 ~ 소매와 진동은 이러저러
하옵니다.’를 보면, 정부인이 ㉢에서 저고리가 자신의
것임을 증명하려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설낭자의 아버지인 설진사가 첫날밤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추궁하는 모습인 ‘너와 내가 한집에서 이십 년을
살았느리라 ~ 바른 대로 아뢰어라.’는 아버지와 딸의
갈등으로, 한 가정에 속한 기존 인물들이 그 가정에
편입하려는 인물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영남 여자의 옷은 ~ 새겨져 있는 것이었다.’에서
어렸을 때 어머님이 저고리에 이름을 수놓아 새겨
준 주인공의 경험이 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로 활
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대
감이 크게 분노하여 ~ 거처하게 하였다.’에서 계략을
꾸민 맏며느리는 하옥을 당하고 설낭자는 행례를 치
루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에서 권선징악의
주제가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
다. ④ ‘이때 김동지 며느리가 ~ 그놈의 행동이 아무
래도 수상하옵니다.’에서 김동지 며느리가 저고리를
훔친 하인으로 윤백을 지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외부의 인물인 김동지 며느리가 이 사
건의 내용을 간파하고 있는 조력자에 해당함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윤백이 소리를 지르면
서 ~ 거침없이 뛰어나가니’, ‘대감이 크게 놀라 ~ 노하
고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정부인과 황부
인이 밤낮 모여 앉아 ~ 대감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등에서 정부인과 황부인이 설낭자를 모함하기 위해
계략을 꾸미고 실행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정
에 속한 기존 인물들이 그 가정에 편입하려는 인물
을 배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고전 갈래 복합]
[42～45] <출전> 작자 미상,「낙빈가」

에 대한 의문이, ‘정부인과 설낭자를 ~ 들어 보시옵소
서’에서는 진실을 밝히려 하고 있음이 드러나 있으므

[42～45] <출전> 조위,「규정기」

로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끝내 김동지 며느리가 ~ 저고리를 찾아내었다.’, ‘그러
자 김동지 며느리가 ~ 대감의 거처로 들어갔다.’를 보
면 김동지 며느리가 저고리를 ㉡에서 ㉢으로 옮기고

‘소허의 몸’과 ‘천사를 냉소’하는 것은 모두 자신의
뜻을 알아주지 않는 속세를 떠나 자연에서 살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을 뿐 이러한 자신
의 뜻을 속세에서 알아주길 바라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화자가 정치 현실을 떠난 상황을 ‘이 몸이 쓸듸
업셔 ~ 부귀를 하직하고’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
절하다. ② 화자가 자연을 의미하는 ‘산수간’에서 ‘만
사를 다 잊으니 일신이 한가하다’고 한 것은 세속적
가치에 구애받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현재 화자는 자연에 있으면서 자신이
있는 ‘여기’를 이상향을 의미하는 ‘무릉’이라고 한 것
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
하다. ④ ‘아침에 캐온 취’를 먹으며 ‘일없이 노’니는
모습에서 자연에서의 소박한 생활을 영위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작품 이해의 적절성 파악하기
‘저 해바라기는 식물 가운데 보잘것없는 것입니다.’와
‘이처럼 하찮은 식물로 ~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한 것에서 ‘손님’이 해바라기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고 질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나’가 해바라
나무 ~ 울연한 것과 같습니다.’라고 한 것에서 세상에
우뚝 홀로 선 사람들에 비유한 것은 해바라기가 아
닌 특별한 풍치가 있거나 향기를 지닌 소나무나 대
나무와 같은 식물들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옛날 사람들은 ~ 높이 사신 것입니까?’에서 ‘손님’
은 ‘나’에게 소나무, 대나무 등과 같은 식물들과 해바
라기를 대비하며 해바라기로 정자 이름을 지은 이유
를 질문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가 해바라기
로 정자 이름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며 ‘내가 지금
~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에서
쫓겨난 자신의 처지를 밝히며 소나무나 대나무 같은
특별한 풍치나 향기가 있는 식물로 정자 이름을 짓
지 않은 이유를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해바
라기는 능히 ~ 충성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에
서 해바라기의 속성을 통해 충성이라는 덕목을 이야
기하였으며, ‘이런 두 가지의 ~ 천하게 여길 수 있겠
습니까?’에서 해바라기를 정자 이름으로 지은 이유를
물으며 해바라기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긴 ‘손님’의
평가를 반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의 정자
이름을 지은 이유를 듣고 ‘손님’이 ‘나는 하나는 ~ 더
할 것이 없어졌소이다.’라고 한 것에서 자신의 생각
이 부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화자와 대상의 관계 파악하기
㉠은 ‘성상’이 자신을 버리신 후에 속세를 떠나 자연
으로 돌아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성상에 대한 감사를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으며, ㉡은 ‘지금 내가 ~ 은혜가 아님이 없
습니다’라고 말하며 ‘임금님’에 대한 감사를 표면적으

색시가 ~ 장롱 안에 있사오니까?’에서는 벌어진 사건

40.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4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기로 정자 이름을 선택한 이유를 말하며 ‘소나무, 대
4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A]의 ‘어찌 죽기를 ~ 갈 곳이 없사옵니다.’에서 죽음
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B]의 ‘우리 작은

근거도 없다 하겠습니까?’에서 해바라기로 정자의 이
름을 지은 의미를 설의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
으므로 적절하다.

(가)는 ‘분별이 없어거니 시름인들 있을소냐’, ‘서호
매학은 ~ 이에서 더할소냐’, ‘내 살림살이 ~ 어느 벗이
찾아오리’에서 속세를 떠난 자연에서의 삶의 의미를,
(나)는 ‘내가 소나무나 ~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두
가지의 ~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해바라기로 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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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에서     ≤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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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

[가형]
1
6
11
16
21
26

② 2
② 7
⑤ 12
③ 17
② 22
14 27

④ 3
③ 8
② 13
① 18
43 23
2 28

① 5
① 10
③ 15
① 20
60 25
396 30

⑤
④
⑤
④
96
79

1. [출제의도] 지수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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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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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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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와  의 등비중항이므로
 ×        
4. [출제의도] 지수부등식 이해하기


 

 

, 

 

  

≤

9. [출제의도]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 이해하기

에서

밑 가 보다 크므로    ≤   ,  ≤ 
따라서 모든 자연수 의 값의 합은       
5. [출제의도] 수열의 합 이해하기

14. [출제의도] 거듭제곱근의 뜻 이해하기

sin    cos   cos 
  cos   cos   cos 

 ≤  ≤ 일 때,     이므로
 ,  ,  
  일 때,     이므로  
 ≤  ≤ 일 때,     이므로

cos   cos     
cos   cos    에서

cos    또는 cos    

   ≤ 이므로

 ,  ,  ,  ,  
따라서


                    







sin   cos  , sin    cos  , sin  cos






이므로 구하는 모든 의 값의 합은      


10. [출제의도] 호도법을 활용하여 문제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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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호 AB의 길이는  ×    







       




11. [출제의도] 이항정리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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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므로 구하는 값은

 × C×     × C ×    

log     ,    

  
 





7. [출제의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해하기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끼리 서로 이웃하도록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sin 
tan    , sin    cos   이므로
cos 
sin  cos    cos 


tan 
  cos 
sin   cos     cos cos 


  cos sin 





     이고 cos    이므로 cos    




   → 이므로 주어진 수열이
  
수렴하려면 등비수열    이 수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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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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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16. [출제의도] 로그함수를 이용하여 추론하기

밑 이 보다 크므로           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의 개수가 이다.
(ⅰ)   인 경우
        ,        에서
  , , , , 이므로  
        ,       
에서   , , ⋯, 이므로  
따라서   
17. [출제의도] 등비수열의 합을 활용하여 문제해결하기
등비수열 의 첫째항을 , 공비를 라 하자.


조건 (나)에서는    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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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조건 (가)에서    이고


13. [출제의도] 수열의 합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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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 경우



  cos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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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제의도] 등비수열의 극한 이해하기






   
        

정수 에 대하여   log     

12. [출제의도] 삼각함수 이해하기

∞

 →∞



다항식    의 전개식에서 상수항과  의 계수에
각각  와 을 곱한 값의 합이다.
C 

       이라 하면







   의 전개식에서 일반항은

 

6. [출제의도] 급수의 성질 이해하기

급수

log   log    log   



          이므로
       의 전개식에서 의 계수는










15. [출제의도] 급수의 합을 이용하여 추론하기

→∞   





 × 
   


부채꼴 OAB의 반지름의 길이를 라 하면



OP  , 
OQ   


삼각형 OPQ 의 넓이가 
 이므로

3. [출제의도] 등비수열 이해하기


≤ 


    ×       ×   
 ⋯     ×   
       ⋯  




cos    에서    또는    



cos    에서   

2. [출제의도] 수열의 극한 이해하기

 



모든 정수 의 개수는 이다.

① 4
② 9
④ 14
⑤ 19
12 24
75 29





  
이 수렴하기 위한

  

         ⋯     

∠DF G   ∠C D  F  이므로 두 삼각형

  
  × 
  


D C   , 
D  C      이라 하면

D  C    
D  F   
  이므로





D  F    
D  C       이고,



이등변삼각형 D  F J  에서

      

    


A J   
A D   
D  J  이므로

        



A  J              
  



      ,      
  이므로   





      이므로 두 사다리꼴 ABCD  과

A  B C  D    의 닮음비가   이며

  
   이므로   


따라서    ×   

넓이의 비는   이다.

18. [출제의도] 등비급수를 활용하여 문제해결하기
F


따라서   은 첫째항이 
 이고 공비가  인

등비수열의 첫째항부터 제항까지의 합이므로



  

lim  


→∞
 


C

I
E

G

A

19. [출제의도] 삼각함수를 활용하여 문제해결하기

B

H

원  의 반지름의 길이를  라 하면

원  의 넓이가  이므로





삼각형 ABC에서 사인법칙에 의해


BC


BC  ×  
  , 
× 




sin 


    ,    


점 C 에서 선분 AB 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이라
BH  이므로
하면 직각삼각형 CHB 에서 

CH  
    
 이고,
직각삼각형 AHC 에서

AC 라 하면 코사인법칙에 의해
삼각형 ABC에서 

       ×  ×  × cos 




AC    
   

삼각형 ACD  과 삼각형 GF D  은 서로 닮음이고

      ,      
  이므로   
 이고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법칙에 의해
AC

G F   

닮음비가   이므로 
점 D  에서 선분 G F  에 내린
수선의 발을 I  이라 하면 직각삼각형 D I F  에서


D I      
   


    

cos∠CBA    
××



   ×  × 
 × 
  


다음은 그림    의 일부이다.


이므로   ∠CBA  가 되어

삼각형 ABC는 둔각삼각형이다.

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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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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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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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D

O


D  F   
D  J   
  이므로

     



  



Q

이등변삼각형 D  CF  에서

  


  


  
  





C

GF D  , D CF  은 서로 닮음이다.

  
   


삼각형 PAC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을
Q 라 하면 점 Q 는 선분 AC의 수직이등분선과
원  의 두 교점 중 직선 AC로부터 멀리 떨어져

C
C  

있는 점이다.
그림과 같이 점 Q 에서 선분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면 원  의 중심 O 는 선분 QH 위에 있다.

E

G
G  

E 

A

B

직각삼각형 AHO 에서


  


    
OH










QH  
 이므로 삼각형 PAC의 넓이의 최댓값은




×  ×  
   





20. [출제의도] 순열과 조합을 이용하여 추론하기
(ⅰ)  이고 모든 원소의 합이 의 배수인
집합  는
  ,   ,   ,   
이다.
    인 경우   이므로
집합  는
, , ,  ,  ,  
이다.
(a)     ,   인 경우
집합  의 원소인 , , 이 에 대응하는
경우의 수는 이고, , 가 , 에 하나씩
대응하는 경우의 수는 이므로
    ,   인
함수 의 개수는  ×  



이다.

(b)     ,    인 경우
    이고
, 가 , , 에 대응하되 적어도 하나가 에
대응하는 경우이므로
    ,    인 함수 의 개수는

∏  × ∏  ∏ ×    이다.
(a), (b)와 같은 경우가 각각 가지이므로
 ,   이고 집합  의
모든 원소의 합이 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함수 의 개수는
××



×



 이다.

(ⅱ)  이고 모든 원소의 합이 의 배수인
집합  는    뿐이므로 이 경우
    에 의해   이므로 집합  는
  ,   ,   ,   이다.

     ,     인 경우
 이고 집합  의 원소 중 어떠한
A

A 

B 

두 원소는 서로 같은 함숫값을 가져야 하므로

B

이고, 사다리꼴 A  B C  D   에서

, , 를  , , , 의 값으로

정하는 경우의 수는  ×    ×   이다.

그러므로  ,   이고


AB   
A  D      이므로

집합  의 모든 원소의 합이 의 배수가 되도록

두 선분 AD  과 A D   이 서로 평행하다.

하는 함수 의 개수는  ×  

AB  
A D     
사다리꼴 ABCD  에서 

직선 A D   이 선분 CD 과 만나는 점을



이다.

(ⅲ)  인 경우 함수 는 일대일대응이고
  이므로 조건   를 만족시키는

J  이라 하자.

함수 는 존재하지 않는다.

두 삼각형 GF D  , D F J  은 서로 닮음이고,

6

  
  
    
    

  
  
  
에서   은 홀수이고     는

(ⅰ), (ⅱ), (ⅲ)에 의하여 구하는 함수 의 개수는
××

 ×







이다.

따라서   ,   ,   이므로       







24. [출제의도] 지수함수의 그래프 이해하기


  

 

  
  

  

⋯



  

ㄴ. 이 집합  의 원소가 되려면  을



그 개수는 이다. (참)
ㄷ.  이상의 자연수 에 대하여
(ⅰ)   (은 자연수)인 경우
  

 sin    sin  이므로



  일 때,  sin    sin   

    일 때,
  

   sin    sin   


    일 때,
    
   sin    sin   

  (  , , ⋯, )일 때,
     

    


이므로       라 하면  

 이므로     ,   

25. [출제의도] 원순열을 활용하여 문제해결하기

(ⅲ)     (은 자연수)인 경우
  
 
 sin    sin  
  
  
  일 때,

 sin    sin   
  
    일 때,
    
   sin    sin   
  
  (  , , ⋯,   )일 때,
     

    
  
  
이므로       라 하면  

A학교 학생 명과 B학교 학생 명을
각각 한 학생으로 생각하여 명의 학생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 각각에 대하여 A학교 학생 명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 B학교 학생 명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이므로
구하는 경우의 수는  ×  ×   
26. [출제의도]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추론하기

함수   sin   의 그래프의 주기가  이므로

 ≤  ≤ 에서 함수   sin   의
그래프의 개형은 그림과 같다.





  sin 



⋯
  

  





  

 ,  , ⋯,   이고
그 개수는 이다.
같은 방법으로 집합  의 원소 중
음수의 개수도 이다.
따라서 집합  의 원소의 개수는

  sin 

        
O
⋯
  



⋯



(ⅳ)     (은 자연수)인 경우
(ⅱ)와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집합  의
원소의 개수는   이다.

, , ⋯,    이고
그 개수는 이다.
같은 방법으로 집합  의 원소 중
음수의 개수도 이다.
따라서 집합  의 원소의 개수는
        
(ⅱ)     (은 자연수)인 경우
  
 sin  이므로
  
  일 때,
 ×   
 sin    sin   
  
   이하의 서로 다른 두 자연수
, 에 대하여



     





그러므로 집합  의 원소 중 양수는


O






그러므로 집합  의 원소 중 양수는







  
  sin   

O

⋯

  


  







함수     의 그래프의 점근선이
직선   이므로    
따라서      

따라서 집합  의 원소의 개수는   

는 의 배수이어야 한다.
따라서   , , ⋯, 이며

  이고 등차수열 의 공차를 라 하면

따라서      ×   

O

 (참)

만족시키는 자연수  (  , , ⋯, )가
존재해야 한다.
  
  

sin    에서    




     이고  이 자연수이므로


23. [출제의도] 등차수열 이해하기

     이므로       에서   

  sin 




ㄱ.   일 때,  ,  sin     ,



×

 sin      이므로



   C    C      

            ,     



함수  의 주기가 이므로
집합  는     ⋯ 이다.





      

∏  H

짝수이므로
    
   
 ≠ ,   ≠ 이다.

  
  

21. [출제의도]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추론하기
  
 sin  라 하면


22. [출제의도] 순열과 조합 계산하기

    이고 (ⅰ) ~ (ⅳ)에 의하여
집합  의 원소의 개수는
        
       
 
(은 자연수)
       
      
    인 경우     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 경우     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은 이므로   
    인 경우     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은 이므로   
  인 경우     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은 이므로   






 
  

함수   sin   의 그래프가
직선   와 만나는 점의 개수는
      또는     일 때, 
  일 때, 
이므로   이고,       또는     
가 양수이므로   
따라서  ×    ×   
27. [출제의도] 수열의 극한을 활용하여 문제해결하기
점   에서 직선   와 접하는 원의 중심은
직선       위에 있으므로      
원의 중심이 두 점   ,   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므로

                 
  
  
   ,      


        
  

    


 lim 

lim 



→∞



→∞

28. [출제의도] 로그함수를 활용하여 문제해결하기

따라서  을 만족시키는


OC 
CA 
AB 이므로 점 A의 좌표는   이고,
점 B의 좌표는   이다.

모든 의 값의 합은        (거짓)

점 A는 곡선    log   위의 점이므로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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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 ㉠

각각 ,  (,  는  이상  이하의 자연수)라
하자.
  ′  ,   ′  ,   ′  ,    ′  ,

점 B는 곡선   log   위의 점이므로
  log   ⋯ ㉡

  ′  (′ , ′ , ′ ,  ′ , ′ 은  이하의

㉠과 ㉡을 연립하면 log    에서

음이 아닌 정수)라 하면
          에서



  이므로   


′   ′   ′   ′   ′   

′  ′  ′   ′  ′  

곡선   log   와 직선   
 가 만나는

방정식 ′  ′  ′   ′  ′  를 만족시키는
 이하의 음이 아닌 정수 ′ , ′ , ′ ,  ′ , ′ 의
모든 순서쌍  ′ ′ ′  ′ ′의 개수는

두 점의 좌표를 각각 ,    라 하면


 log    
 에서    

서로 다른 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다.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H  C  




log    
 에서   

㉡에서   이므로   












   




30. [출제의도]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하여 추론하기

    


 



 

 



  

 

 

따라서 (ⅰ), (ⅱ), (ⅲ)에 의하여 구하는 경우의 수는
      




두 조건 (가)와 (나)로부터        
두 조건 (다)와 (라)로부터        


      






  


따라서    ×   








  

29. [출제의도] 순열과 조합을 활용하여 문제해결하기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에 해당하는 책은

 

    

(ⅱ) 개 분야에 해당하는 책을 선택하는 경우

 



  











 

  


 이하의 자연수)라 하자.

  일 때,     를 만족시키는
순서쌍   의 개수는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    



 

  

⋮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각각의 분야에서 선택한
책의 권수를 순서대로 , , (, , 는  이상

  일 때,     를 만족시키는
순서쌍   의 개수는 



 

 

반드시 선택해야 하므로 최소 개 분야에서
최대 개 분야에 해당하는 책을 선택할 수 있다.

(ⅰ) 개 분야에 해당하는 책을 선택하는 경우
      에서
  일 때,     을 만족시키는
순서쌍   의 개수는 





 



    

 



    

 





  



     



 



   


       

 



 

 



       







   


         

 





  



         







   

문학 또는 역사 분야 중 한 분야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이고 선택된 분야에서 선택한

              

책의 권수를 (는  이상  이하의 자연수)
라 하자.
  ′  ,   ′  ,   ′  ,    ′  

그러므로      ⋯ ㉠

(′ , ′ , ′ ,  ′ 은  이하의 음이 아닌 정수)라
하면         에서
′   ′   ′    ′   
′  ′  ′   ′  
방정식 ′  ′  ′   ′  을 만족시키는
 이하의 음이 아닌 정수 ′ , ′ , ′ ,  ′ 의
모든 순서쌍  ′ ′ ′  ′ 의 개수는
서로 다른 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
H  C  C  에서

               
       
조건 (가)와 (다)에서
            ,
             
이므로
         ,   
㉠에 의하여   
따라서                

′ , ′ , ′ ,  ′ 중 어느 하나의 값이 인
경우의 수 C × H  와
′ , ′ , ′ ,  ′ 중 어느 하나의 값이 인
경우의 수 를 뺀 것과 같다.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      
(ⅲ) 개 분야에 해당하는 책을 선택하는 경우
문학 분야와 역사 분야에서 선택한 책의 권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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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형]
1
6
11
16
21
26

2
7
⑤ 12
⑤ 17
⑤ 22
10 27

3
8
⑤ 13
③ 18
8 23
139 28

②

③

⑤

④

12. [출제의도] 중복조합 이해하기

4
9
④ 14
① 19
17 24
6 29

③

①

  ′   ,   ′   ,   ′   ,   ′  

③

①

로 놓으면 방정식          을

5
10
① 15
④ 20
22 25
40 30

②
②

모든 순서쌍      의 개수는

27

방정식 ′  ′  ′  ′   의 음이 아닌 정수해의

35

개수와 같다. 방정식 ′  ′  ′  ′   의 음이

   을 대입하면

아닌 정수해의 개수는 서로 다른  개의 문자

    ′     

′ , ′ , ′ , ′ 중에서  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       ×     


 H        C    C 

따라서  ′   

lim       lim   lim  lim  


→

→

3. [출제의도] 등비수열 이해하기

4. [출제의도] 정적분 계산하기








   



  

 







  ×     
6. [출제의도] 로그함수 이해하기

    log      

7. [출제의도] 함수의 극한 이해하기

   

크기를  라 하자.

C

   가 다항함수이고



5. [출제의도] 수열의 합의 성질 이해하기


반원의 중심을 O 라 하고 부채꼴 OBC 의 중심각의


 ×

sin



         

 

17. [출제의도] 삼각함수를 활용하여 문제해결하기

사인법칙에 의해

14. [출제의도] 함수의 극한 이해하기

           



 

함수    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므로


A

         (  ,  는 실수)
  
  이고
lim 

→     
이므로

lim        

→

lim       

          ,      


∠COA   이므로


 lim 
lim 

     
→


  




따라서 구하는 넓이는     


   ,    
         ,     

18. [출제의도]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추론하기

함수    sin  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lim      



    ,   

    

 


O





     

 ′   
따라서     ′   
11. [출제의도] 이항정리 이해하기


의 전개식에서 일반항은


 

  
C 





함수    의 주기는 
 

      에서      ,   

















 





 



 


  ,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쌍    은

    ,     ,     ,     이므로
모든 순서쌍    의 개수는  이다.
19. [출제의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하여 추론하기
규칙에 따라 봉사활동을 신청하는 경우는

두 함수    ,    의 주기가 서로 같으므로

첫째 주에 봉사활동 A , B , C 를 모두 신청한 후





  


‘(ⅰ) 첫째 주를 제외한  주간의 봉사활동을 신청하는

 는 양수이므로   

요일과 같은 요일에 모두 봉사활동 C 를 신청하는

경우’에서 ‘(ⅱ) 첫째 주에 봉사활동 C 를 신청한

16. [출제의도] 정적분을 이용하여 추론하기


   
  C       






함수    의 주기는 


→

 ′  

       
  
× lim

 →



 
  


    

10. [출제의도] 미분계수 이해하기

lim        ,    

조건 (나)에서

   



→

  

  

조건 (다)에서   



log   ×  ÷   log    



  이고 lim   이므로
lim 


조건 (가)에서





9. [출제의도] 로그의 성질 이해하기




삼각형 CA O 의 넓이는  ×  × sin     




→

→

 이므로

15. [출제의도]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추론하기

   에서 연속이다.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이고 호 CB 의 길이가



×   ×   




       

  
 

B

부채꼴 OBC 의 넓이는

             
        
→

O


   에서   


→

lim        

8. [출제의도] 함수의 연속 이해하기

  

  이므로
lim 


→∞

→

   

    ′      


sin 


   ×   



 에 대하여 미분하면

13. [출제의도] 사인법칙 이해하기

2. [출제의도] 함수의 극한값 계산하기
→



만족시키는 자연수  ,  ,  ,  의




→

     의 양변을

①

 ×     ×       ×   





   

②

1. [출제의도] 지수법칙 계산하기




      ,    


     의 양변에


경우’를 제외하면 된다.
첫째 주에 봉사활동 A , B , C 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의 수는  이다.
(ⅰ)의 경우:

   을 대입하면

봉사활동 A , B , C 를 각각  회,  회,  회


따라서  의 계수는  C  ×   

9


 이다.
 ×  × 

신청하는 경우의 수는
(ⅱ)의 경우:

첫째 주에 봉사활동 C 를 신청한 요일과 같은
요일에 모두 봉사활동 C 를 신청하는 경우의 수는
봉사활동 A , B , C 를 각각  회,  회,  회


 과 같다.
 ×  × 

신청하는 경우의 수
(ⅰ), (ⅱ)에 의해
구하는 경우의 수는  ×












점 P 의 개수와 같다.

 


ㄱ.    일 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인 원 위의


   


B

   






의 그래프는



    

    

     



20. [출제의도] 지수함수를 활용하여 문제해결하기



   



 이다.

        

두 함수     ,    
다음과 같다.

     







   



       
함수   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   





     

점 중  가 자연수가 되는 경우는    인
경우뿐이다.

   이 되는 원 위의 점의 개수는  이므로

    (참)


     





O

A




















ㄴ.    일 때,

O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인 원 위의
점 중  가 자연수가 되는 경우는    인

   

    

세 영역   ,   ,   의 넓이를 각각   ,   ,  

   이 되는 원 위의 점의 개수는  이고
   가 되는 원 위의 점의 개수는  이므로
   

이라 하자.

∏ 

   

23. [출제의도] 미분계수 이해하기

 ′        이므로

조건 (가)에서



 ′        

             ×    
     ⋯⋯ ㉠

O

A

조건 (나)에서

  , 



22. [출제의도] 중복순열 계산하기

  





B

 축의 방향으로  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므로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



함수    의 그래프는 함수    의 그래프를



     인 실수  에 대하여 함수   가
   에서 불연속인  의 값은  ,  ,  이므로
 의 개수는  이다. (참)

경우와    인 경우이다.

O








  (  ,  는 실수)라 하면

24. [출제의도] 등차수열 이해하기
등차수열

 의

공차를  라 하면

   이므로

   ,     

      

  log   ,   log      log  






    log    log    log    log  

   ⋯⋯ ㉡
㉠ , ㉡ 을 연립하여 풀면    ,   
    
21. [출제의도] 함수의 연속을 이용하여 추론하기
두 점 A  
    , B  


  를 지나는 직선을

 이라 할 때, 직선  의 방정식은
    
   이고
원의 중심 O 와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다.


A B  이므로 원 위의 한 점 P 와 직선  사이의

     ×   
     일 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인 원 위의
점 중  가 자연수가 되는 경우는    인
경우와    인 경우이다.
   이 되는 원 위의 점의 개수는  이고
   가 되는 원 위의 점의 개수는  이므로
lim   
→

lim  ≠   

(참)

→

25. [출제의도] 부정적분 이해하기

   







    


        (단,  는 적분상수)
    이므로   
           
           
26. [출제의도] 정적분을 이용하여 추론하기

ㄷ. ㄴ과 같은 방법으로 구간     에서
함수   를 구하면





        






거리를  라 하면 삼각형 A BP 의 넓이는





        



××  





    

따라서 삼각형 A BP 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점 P 의 개수는  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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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출제의도]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하여 추론하기

   일 때,       이므로    

(ⅰ), (ⅱ)에 의하여 구하는 경우의 수는

29. [출제의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활용하여

 ×   

문제해결하기

B

   일 때,      이므로   

조건 (가)에서

   일 때,       이므로    



   일 때,      이므로   
28. [출제의도] 미분가능성을 활용하여 문제해결하기

C

함수    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하므로

→


C

    

A

함수    가    에서 미분가능하므로



     
      
 lim 
lim 
 

→
→

 개의 정사각형   ,   ,   ,   가 있다.

 개의 점 C  , C , C , C  , C  , C  과

        

lim 

→

      
 lim 
 
→
   ′  
  

최단거리로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을 지나
다시 A 지점까지 돌아올 때, 조건 (가)를
만족시키려면

A → C  → B → C  → A 의 순서로 이동해야 한다.
또한 조건 (나)를 만족시키려면
정사각형   ,   ,   ,   중 네 변을 모두 지나는
정사각형은 없어야 한다.

     

 lim 
lim 
 

→
→

(ⅰ) C  → B → C 의 순서로 이동하는 경우

따라서    ,   


   에서
 ′                  
 ′    에서   
 ′                

(a) 정사각형   의 네 변을 모두 지나는 경우

A → C  → C  → C  , C → C → C  → A 의

(b) 정사각형   의 네 변을 모두 지나는 경우

 ′    에서   

A → C  → C  , C  → C  → A 의 순서로

함수    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면

이동하는 경우의 수이므로

  

↘

극소



↗





          
 ′          
      ⋯⋯ ㉠
  
   
        


조건 (나)에서  ′   

   
㉠ 에서  ′  이므로

 ×  ×  ×  ×  ×  






   이므로   

순서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이므로

 ≥  에서

⋯


O

× ( B 에서 C  로 가는 경우의 수)   ×   


  ×   
×

 ×  
 × 





    

( C  에서 B 로 가는 경우의 수)

(ⅱ) A → C , C → A 의 순서로 이동하는 경우

              
   
 ≥  
         

⋯


    

       

  ′  
   


 ′  



  
그림과 같이

     

    

C

     
    
 lim 
lim 
 

→
→



    
    

조건 (가)에 의하여 함수    의

C



      

   인 양수  가 존재한다.

그래프는 점     에서 직선      과 접한다.

C

lim    lim      

→

C



함수    가    에서 연속이고 미분가능하다.
함수    가    에서 연속이므로

30. [출제의도] 도함수를 활용하여 문제해결하기

 ×  ×  ×   

   ⋯⋯ ㉡



조건 (나)에서  ′     이고


 


㉡ 에서    이므로  ′   

㉠ 에서  ′   에서

   또는    이므로





또는   

 




(c) 정사각형   의 네 변을 모두 지나는 경우

↗

A → C  → C  , C  → C → A 의 순서로

 ′        

이동하는 경우의 수이므로

     

             이므로
함수    는    에서 극솟값  을 갖는다.

 ×  ×  ×  
(d) 정사각형   의 네 변을 모두 지나는 경우

A → C  → C  → C  , C  → C → C → A 의
순서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이므로

 ×  ×  ×  ×  ×   
(e) 두 정사각형   ,   의 네 변을 모두 지나는



조건 (나)에서    이므로   



⋯


따라서   

이차방정식  ′      에서

          
이차방정식  ′       의 판별식을  라 하면

       ×  ×      
         

경우

A → C  → C  , C  → C  → A 의 순서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이므로

 ×  ×  ×   
(a)~(e)에 의하여

이므로 이차방정식  ′       은

 의 값에 관계없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 하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 

    이려면

A → C  , C  → A 의 순서로 이동할 때, 한 변의
길이가  인 정사각형 중 네 변을 모두 지나는
정사각형이 없는 경우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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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

       이므로

    
      


       

    

    

두 함수    ′   ,      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다.

(ⅰ), (ⅱ), (ⅲ)에 의해     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은  ,  ,  ,  , 
따라서           

   ′ 



    









O





       ≥  이므로
 ′      에서
 ′         ≥ 

 ≤  또는  ≥ 

(ⅰ)      인 경우

   ′  



    



  

O 

  








         이므로

    
  ≠ 
(ⅱ)    인 경우

    이므로
 ′      
       

   또는   


   

    





(ⅲ)      인 경우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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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M: The cookies smell so good, mom. But why
are you baking so many of them?
W: These are the cookies to sell for Charity
Night tomorrow.
M: I see. I have no plans tomorrow. Can I come
and help you?
W:
2.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see who is responsible for the pet.
W: It’ll help them track down those bad people
and make them pay fines.
M: By doing so, we’ll have fewer abandoned
pets.
W: Yeah. The pet registration system seems
good for both pets and pet owners!
M: You can say that again.
5. [출제의도] 화자의 관계 추론하기
W: Hi. What can I do for you?
M: Hi. I’m looking for something good for
purifying the air in my house.
W: You came to the right place. At our flower
shop you can buy plants too.
M: Could you show me some popular ones?
W: Of course. Here are the best-selling indoor
plants that help remove pollutants from the
air.
M: Hmm... I’ve never grown any plants before.
W: Okay. Then, this one might be perfect for you.
M: It looks good. Is it easy to take care of?
W: Yes. All you have to do is water it twice a
month.
M: I like it. Is this the right price on this tag?
It’s cheaper than I thought.
W: That’s right. It’s on sale now.
M: Great. I’ll take it.

[Phone rings.]
W: Hello. This is Rodney’s Car Repair Shop.
How may I help you?
M: My car has a problem. It doesn’t start. Can
you send someone to help me?
W: No problem. Just tell me where you are now.
M:
3. [출제의도] 담화의 목적 파악하기
M: Hello, students. So far you’ve done a great
job on your science project. Now there’s one
last task to do. You must submit the report
of your project by next Friday. Let me give
you some guidelines to write a report. First,
you need to follow this basic structure:
introduction, body, result, and discussion.
Second, always stick to your data and
evidence. You should make conclusions
supported by them. Third, give complete and
correct references. If not, you can be
accused of stealing other people’s ideas.
Lastly, the layout, tables, and graphs should
be easy to understand. It’ll help you convey
your ideas to the readers. If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s about these guidelines,
please ask me after class.
4. [출제의도] 대화의 주제 파악하기
W: Hey, Simon. Did you see the news about pet
registration?
M: I did. I think it’s good that the government is
beginning this pet registration system.
W: Right. After watching the news, I’ve been
thinking it has a lot of benefits.
M: Yes. It’ll help pet owners find their lost pets
more easily.
W: That’s right. It’s because the system records
pet owners’ information.
M: Also, I think the owners will have more
responsibility thanks to this system.
W: Yeah. People will think twice before
abandoning their pets.
M: In addition, animal rescue workers can easily

6. [출제의도] 대화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M: Hi, Ms. Clark. I’m James Beck. I’m here to
look around your day care center before I
sign my son up.
W: Welcome, Mr. Beck. We talked on the phone
yesterday, right? Let me show you this room
first.
M: That’ll be great. I like the banner that says
Happy Children’s Day on the wall.
W: Thanks. We also put the heart-shaped
balloon under the banner for Children’s Day
next week.
M: The kids will love it. What’s the picture next
to the door?
W: It’s a group picture of the kids.
M: Great. There are boxes on the table. What
are they for?
W: We put toys in the boxes so the kids can
play with them. Does your son like reading
books?
M: Actually, he does. Oh, I see the bookshelf
under the window.
W: Yes. It has various kinds of books children
would like.
M: How nice! My son would love this place.
W: I bet he will.
7. [출제의도] 대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W: Hey, Chris. I’m so excited for the
student-teacher talk show today.
M: Me, too. Since it’s a live video streaming at
the gym, we should be perfectly prepared.
W: Absolutely. Let’s mark off these items in the
checklist one by one.
M: Okay. First, we’ve already arranged the chairs
for the audience, right?
W: Yes, we have. Did you check the stage
lights?
M: They worked perfectly. I’ll turn them on right
before the show starts.
W: Next, cameras. Are the cameras set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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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places?
M: Yeah. I’ve just set them up as you told me.
How about the projector?
W: Don’t worry. I’ve connected it to the laptop.
M: Good. Is there anything else left to do?
W: You brought the wireless microphones, right?
M: Yes. [Pause] Oh, no! I forgot to bring the
batteries for them.
W: Really? Let me go get the batteries right
away.
M: Thanks a lot.
8. [출제의도] 대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M: Rachel. What are you doing?
W: Hey, Jeremy. I’m watching a video clip of
jazz pianists.
M: You like jazz! Do you go to jazz concerts
often?
W: No. I’ve never been to one.
M: Well, my brother gave me two jazz concert
tickets because he has a job interview that
day. So, do you want to go with me?
W: That’s amazing! When is the concert?
M: It’s next Saturday. Are you available?
W: I’m afraid I’m not.
M: Oh, right! You said you started a part time
job on weekends.
W: No. It’s only on Sundays. I have to take care
of my younger brothers that day.
M: Why do you have to do that?
W: My parents asked me because they’re
celebrating their wedding anniversary.
M: I see. I hope we can go together next time.
9. [출제의도] 대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W: Welcome to Westlake Bird Museum. How
may I help you?
M: Hello, I’d like to buy admission tickets. My
twin daughters are very interested in birds.
W: Okay. Admission tickets are $20 for an adult
and $10 for a child.
M: I’ll take one adult ticket and two child
tickets. What’s this? A guided museum tour?
W: It’s a tour where the guide gives excellent
explanations about the exhibits of various
birds and their habitats.
M: Nice. How much is it?
W: It’s $10 per person. The tour starts soon.
You can book it now.
M: Okay. I’ll do that for the three of us.
W: So, one adult and two child admission tickets
and three guided tours.
M: Yes. Can I use this coupon?
W: Sure. You can get 10% off the total price
with the coupon.
M: That’s great. I’ll pay by credit card.
10. [출제의도] 대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M: Honey, we need to find a soccer program for
Kevin.
W: Right. I brought a brochure about Hampton
Soccer Program from the community center.
M: Good. Let me see. The program will be held
in the soccer field in Riverside Park.
W: Isn’t that good? The park is near our house.
M: Right. It says the program starts on May
2nd, and it goes every weekend for two
months.
W: Yeah. He’ll play and practice for three hours
a day.

M: Wow. It’s a tough schedule.
W: Yes. But he’ll improve his skills a lot. Look.
The instructor is Aaron Smith. He’s a
well-known soccer coach in this town.
M: Really? He must be good at teaching. What
about the participation fee for the program?
W: It’s $400. Do you think it’s expensive?
M: It’s not bad considering the length of the
program.
W: Right. Kevin will be happy to hear about this.
M: I’m sure he’ll be.
11. [출제의도] 담화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W: Hello, listeners. I’m Lily Johnson, festival
manager. I’m happy to announce the Auburn
Green City Festival. It’ll be held from May
29th to June 1st. The location will be City
Hall Square. This year’s theme is recycling.
The festival provides various recycling events
and activities. At the opening ceremony,
famous musicians will perform. To spread the
message of recycling, they’ll play instruments
made of recycled materials. Also, various
hands-on activities are prepared. You can
experience turning trash into treasure in
activities like ‘making a shopping bag out of
old clothes’ and ‘creating a recycled art wall’.
The festival runs from 9 a.m. to 5 p.m.
There’ll be no events at night. We’re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12. [출제의도] 대화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M: Amelia, do you want to take a one day
surfing lesson this weekend?
W: Sure. Let’s look for the information online.
M: [Typing sound] Look. I found a popular
surfing lesson website.
W: Hmm... do you want to go to Manson beach
again?
M: Manson beach is too far from here. Let’s try
another place.
W: Okay. What about the level? I don’t think we
have to take the beginner level as we took
lessons several times.
M: Right. Intermediate or advanced levels seem
fine.
W: Yes. And the group size. Should we take a
lesson with others or only two of us?
M: We can each get more attention from the
instructor if we choose the lesson for two.
W: You’re right. Then we have two options left.
M: The suits are expensive to buy. Let’s rent
the suits.
W: Okay. Good thinking.
M: Great. Let’s take this lesson.
13.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Cell phone rings.]
W: Hi, Noah. It’s been a while. How’s your first
year of college going?
M: It’s so nice to talk to you, Cathy. Making
new friends here is very hard.
W: I understand. It’s not like high school.
M: I don’t know what to do.
W: Well, if you’re looking for friends, joining a
club might help.
M: But I’m not sure about which one would be
best.
W: How about the campus newspaper? You wrote
some newspaper articles in high school.

M: Yes. I enjoyed it even when I had to stay up
all night.
W: See? You have a passion for writing.
M: I guess it would be fun to join a club I like.
W: And you can get involved in events with
other reporters.
M: True. I can have more chances to spend time
with them regularly while covering stories.
W: Yeah. It’ll allow you to connect with people
with the same interests at the campus
newspaper.
M:
14.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M: Stephanie, I saw your photos of the school
scenery in the lobby. They were amazing!
W: Thanks, Mr. Brown. I’m really glad that
people like my photos.
M: Did you learn how to take photos
professionally?
W: Not really. I learned it by myself, searching
for information online.
M: How smart! Are you going to major in
photography in college?
W: I think so. But I don’t know much about how
to prepare for all that.
M: Do you know anyone who is majoring in that
field?
W: Not really. I wish I knew someone who could
give me some advice on how to prepare.
M: Hmm... oh! There’s Julia Watson. She was
one of my students, and she is now a famous
photographer.
W: Really? Do you keep in touch with her?
M: Yes. If you want, I’ll set up a meeting for
you.
W:
15. [출제의도] 담화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 고르기
M: David has a lot of volunteering experience in
teaching children, and Jenny has just started
the same volunteering. Jenny imagines that
kids will learn many things and focus on her
class, but her first class doesn’t go as well as
she has expected. Jenny tries to teach what
she knows as much as possible. However, the
kids get bored easily and don’t pay attention
to her explanation. Jenny feels frustrated and
she asks David for advice. After hearing
Jenny’s problem, David thinks she should
include more interesting activities that would
help children take part in her lesson. So, he
wants to tell Jenny that she needs to provide
children with enjoyable activities to engage
them in learning.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David most likely say to Jenny?
David:
16~17 긴 담화 듣기
W: Hello, students. Last time we talked about
traditional holiday foods. Today, let’s talk
about traditional birthday foods around the
world. Food is a big part of how birthdays
are celebrated across the world. First, in
Australia, Fairy Bread is a must-have
birthday dessert. It’s a buttered piece of
bread covered with sprinkles all over, and
people cut the bread into triangles. Second,
in Russia, people get a special message on
their birthday, not from a card but from a
personalized pie. The message is carved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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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ugh on top of the pie. Third, eating a
bowl of noodles on one’s birthday is a deeply
rooted tradition in China. It symbolizes the
birthday person’s long life. Lastly, people in
England bake fortune-telling cakes with
certain symbolic small things inside on their
birthday. For example, if someone bites a
coin in their piece of cake, it means they’ll
be rich in the future. Now let’s watch a
video about these foods.
16. [출제의도] 담화의 주제 파악하기
17. [출제의도] 담화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읽

기]

18. [출제의도] 글의 목적 추론하기
[해석] 관계자 귀하,
저는 최근에 집을 구입하여 Belrose 지역으로 이
사 왔습니다. 저는 인도의 부족 때문에 지역 어린이
와 휠체어를 탄 이웃 어르신들, 그리고 일반 주민들
이 어쩔 수 없이 길 한가운데로 걸어 다니게 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것은 매우 명백한 안전 위험을
야기합니다. 이 지역에는 많은 어린이 인구가 있으며
도시 전체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더 많은 주택 소
유자들이 이 지역으로 이사 오면서 그 수가 계속 증
가할 것입니다. 이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니며 자동차와 도로를 공유함으로 인해 위
태로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 같은 기본 공공 사
회기반 시설은 그들을 위한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염려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Tina Gregory 드림
19. [출제의도] 주인공의 심경 추론하기
[해석] Alex는 교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McKay 선생님이 그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어서 그녀
는 거대하게 보였다. 그는 가슴에서 자신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두려움에 손을 꽉
쥐었다. 그는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다. “내 사무실로
들어오게, 학생.” McKay 선생님이 말했다. Alex는
그녀가 이미 그가 저질렀던 모든 끔찍한 일들을 알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다리가 너무 많이 떨
려서 걷는 것이 힘들었다. 그는 짧고 빠른 숨을 쉬었
으나, 그의 폐가 텅 빈 것 같이 느껴졌다. 그는 더
많은 산소가 필요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뺨에 흘러내렸다. 그는 마음을
졸이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20. [출제의도] 필자의 주장 파악하기
[해석] 다음 상황이 익숙하게 들리는가?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에게 그
것에 대해 말한다. 그들은 ‘네가 도움이 필요하면 전
화 줘.’ 또는 ‘내가 뭐든 할 수 있으면 알려줘.’라고
말한다. 이런 제안은 선의를 담은 것이지만 그것들은
모호하다. 그것들이 단지 예의를 위해 제안된 것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렵다. 여기서 교훈은 무엇일까? 만
약 여러분이 도움을 제안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제
안을 구체적으로 해라. 예를 들어, 여러분 친구의 자
녀가 병원에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 장보기가 버거울
수 있음을 여러분은 깨달을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내가 장을 봐서 도와줄까?’라고 물을 수 있을 것이
다. 똑같은 법칙이 작은 문제들의 경우에도 적용된
다. 만약 어느 날 아침 여러분의 동료가 과로하고 스
트레스를 받은 것처럼 보인다면 그저 거기 서서 ‘당
신 바빠 보이네요. 그러니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면
내게 알려줘요.’라고 말하지 말아라. ‘제가 당신을 위
해 문서 정리를 해서 도와줄까요?’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21. [출제의도] 함축 의미 추론하기

평가가 더 정확하다. 얼굴과 몸이 다른 감정을 표현

- 정상 가격: 525달러

한다면, 감정을 판단할 때 몸이 얼굴보다 더 많은 중
요성을 지닌다. 그것들이 충돌할 때, 몸에 의해 표현

- 장갑을 제외한 컬링 장비 대여비가 포함됩니다.

[해석] 대부분의 곤충 의사소통은 페로몬이라고 알

된 감정은 얼굴에 의해 표현된 감정보다 우선하며

려진 화학 물질에 기반하며, 응급 상황이라는 신호를

심지어 뒤집을 수도 있다. 두드러진 예로 경쟁적인
테니스 경기가 있다. 선수들은 그들이 획득하거나 잃

보내거나 먹이까지의 길을 알려 주는 화합물을 방출
하는 특수한 분비샘을 이용한다. 또한 군집 구성원임
이 화학 작용에 의해 표시된다. 개미들은 햄스터들이
하는 방식처럼 개체를 개별적인 냄새에 의해 식별하
지는 않지만, 그것들은 냄새를 공유된 정체성의 표시
로 이용하여 서로를 서식처 동료인지 외부의 것인지
알아본다. 한 개미가 정확한 상징을 드러내는 한(그

는 점수에 일반적으로 강하게 반응한다. 득점하고 있
는 몸이 실점하고 있는 얼굴과 짝을 이룰 때, 사람들
은 그 반응을 긍정적인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그 반
대도 마찬가지이다. 즉, 실점하고 있는 몸이 득점하
고 있는 얼굴과 짝을 이룰 때 사람들은 그 반응을

것이 제대로 냄새를 풍기는 한, 이는 그것이 탄화수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얼굴과 몸이 충돌할 때
감상(평가)은 몸에 따라간다. 이러한 경우, 심지어

소로 알려진 분자들의 올바른 조합을 자신의 몸에
지녀야 할 것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의 군집 동료들

사진을 가까이서 들여다볼 때에도 몸이 없이 얼굴만

이 그것을 자기 자신의 동료 중 하나로 인정한다. 냄
새는 국기 배지와 같으며, 이것은 모든 개미가 착용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개미는

으로는 긍정적 정서인지 부정적 정서인지 확실히 판
단되지 않는다.
25. [출제의도] 표의 내용 파악하기

자신의 이질적인 냄새로 인해 금방 감지된다. 개미
는 항복의 백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대개 외부

[해석] 위 표는 2012년과 2017년에 선정된 유럽 국

의 것은 죽임을 당한다.

주고 있다. 그 국가들의 총 유기농경지 면적은 2012
년보다 2017년에 더 컸다. 두 해 모두 스페인이 가

22. [출제의도] 글의 요지 추론하기
[해석] Parkinson의 법칙은 ‘일은 그 완수에 이용 가
능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 늘어난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과업의 완수를 위해 더 많

가의 유기농경지 면적(헥타르)과 그 증감률을 보여

장 넓은 유기농경지 면적을 가졌고 이탈리아와 프랑
스가 뒤따랐으며, 그것은 2017년에 200만 헥타르를
넘는 유기농경지 면적을 가진 유일한 국가였다. 폴란

은 시간을 할당하면 그 과업이 우리로 하여금 완수

드와 영국은 2012년과 비교할 때 2017년에 유기농
경지 면적의 감소를 보였고 2017년에는 폴란드의 유

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걸리게 할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과업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여러분의 하루에

기농경지 면적이 영국의 그것보다 더 작았다. 헝가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보탤 것처럼 들릴 수도 있으나,
실제로 그것은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여러

는 2012년과 비교할 때 2017년에 유기농경지 면적
의 증가를 보였고, 2017년 헝가리의 유기농경지 면

• 취소 정책:
- 캠프가 시작하기 2주 전에 취소하면 전액을 환불
받을 것입니다.
등록은 www.curlingcamp.ca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합
니다.
28.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해석]
반려견과 야외에서의 하루
반려견과 야외에서의 하루는 동물 애호가를 위한 멋
진 행사이며 다양한 서비스와 경연 대회를 특색으로
합니다.
언제: 2020년 5월 3일(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디:
- Olympic Way에 있는 Central Park
- 무료 주차를 제공합니다.
무엇:
- 경치 보며 산책하기, (반려견) 미용, 포토존이 적
은 금액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모든 수익금의 일부
가 지역 동물 보호소에 기부될 것입니다.
- 반려견 의상 대회가 열릴 것입니다. 심사 위원단이
우승자에게 100달러의 상금을 수여할 것입니다.
주의 사항:
- 여러분의 반려견은 최소 1주일 전에 미리 예방 접
종을 모두 해야 합니다. 도착 시 예방 접종 증명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분이 과업에 마감 기한을 부과하면, 여러분은 주어진

적이 2017년 크로아티아의 그것보다 세 배 이상 더
컸다(→ 세 배 이상 더 크지 않았다). 비록 크로아티

- 이 행사는 날씨가 좋지 않으면 취소될 것입니다.

시간에 무엇이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더 잘 집중하며
그날의 작업 일정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

아가 2012년과 2017년 두 해 모두 가장 작은 유기

추가 정보를 원하실 경우 www.doggyday.org를 방문

다. 여러분의 과업에 도전적인 시간 제한을 설정하고
그것과 시합을 하라. 즉, 여러분이 당면한 과업을 위
해 노력하면서 더 큰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과업

농경지 면적으로 최하위를 차지했지만, 그것은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26.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하십시오.
29. [출제의도] 어법상 틀린 표현 고르기

완수를 시계와의 경쟁으로 바꿔라. 여러분이 자신의
도전을 완수하면 다음번에 뭔가 비슷한 일을 해야

[해석] 미국의 가장 중요한 건축가 중 한 명인

[해석] 심적 표상은 감각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심상이다. 일반적으로, 심적 표상은 우

Daniel H. Burnham은 1846년 뉴욕주 Henderson에

리가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한 최

할 때 여러분이 자신에게 주는 시간의 양을 줄이도

서 태어났고 여덟 살 때 일리노이주 시카고로 이사
했다. 고등학교 시절 Burnham은 운동과 예술 모두에

고의 증거 중 몇몇은 음악 연주 분야에서 온다. 여러
연구자들은 최고의 음악가들과 실력이 더 낮은 음악

뛰어났다. 그는 하버드대와 예일대에 지원했으나 어

가들을 무엇이 구분 짓는가를 조사해 왔으며, 주요한
차이점들 중 하나가 최고의 음악가들이 만드는 심적

록 해 봐라. 이 내면의 경쟁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
신의 과업에 더 집중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게 도와주
고, 결국 여러분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23. [출제의도] 글의 주제 추론하기

느 대학의 입학시험도 통과하지 못했다. Burnham은
미국 고층 건물의 아버지인 William L. Jenney 밑에

표상의 질에 있다. 새로운 작품을 연습할 때 상급 음

[해석] ‘보는 것’이라는 행위는 너무 당연하게 보여

서 일하며 건축 분야의 경력을 시작했다. 곧 그는 그
의 사업 파트너인 John Root를 만났고, 그들은 함께

악가들은 작품에 대한 자신의 연습, 궁극적으로 자신
의 연주를 이끌기 위해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매우

서 그 과정의 기저에 있는 대단히 복잡한 장치의 진
가를 알아보기가 어렵다. 인간 뇌의 약 삼분의 일이

Masonic Temple Building을 건축했는데 이는 당시

정밀한 심적 표상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그들은 자신
이 그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 얼마나 근접했

시각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움으로 다가올 것
이다. 뇌는 눈 속으로 흘러드는 수십억 개의 빛의 요

시카고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 그는 뉴욕을 위한
삼각형 모양의 Flatiron을 건축하고 워싱턴 D.C.의

는지와 그들이 향상하기 위해 무엇을 다르게 할 필

소가 되는 입자를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방대한

Union Station의 설계를 발전시키는 등 많은 도시에
서 도시 개발에 기여했다. 비록 샌프란시스코와 마닐

요가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심적 표상을 자기 자신
의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한다. 초급 및 중급

양의 일을 수행해야 한다. 엄밀하게 말해서, 모든 눈
에 보이는 장면은 모호하다. 여러분의 뇌는 자기 눈

라 개발에 대한 그의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

학생들은 예를 들어 자신이 언제 틀린 음을 쳤는지

에 들어오는 정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상황을 고

는 시카고의 발전에 광범위하게 기여했다. 그가 사망
했을 무렵 그의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

알게 해주는 음악에 대한 투박한 표상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더 미묘한 실수와 약점을 알아내기 위해서

려하고 가정을 함으로써 상당량의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수십 년간 눈이 멀었다가 자신의 시력을 수

회사가 되었다.

는 자기 선생님의 피드백에 의존해야 한다.
[해설] are의 보어이므로 형용사 close가 적절하다.

술로 회복한 환자들에 의해 증명되듯이 이 모든 것
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들은 갑자기 세상을

27.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보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다시 보는 것을 ‘배워야’

2020년 여름 컬링 캠프

[해석] 놀이는 먹이를 찾아다니는 데 쓰일 수 있는

한다. 처음에 세상은 모양과 색의 혼란스러운 습격이
며, 심지어 그들 눈의 시력이 완벽하게 기능할 때에

10대들을 위한 2020년 여름 컬링 캠프는 재미와 우

에너지와 시간을 빼앗기 때문에 대가를 치를 수 있

정, 컬링으로 채워진 4일간의 캠프입니다.

다. 노는 동안 어린 동물은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
다. 예를 들어 바다사자들에게 먹힌 어린 남방물개들

도 그들의 뇌는 들어오는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배워야만 한다.
24. [출제의도] 글의 제목 추론하기
[해석] 일반적으로 몸과 얼굴은 통합된 단위로 함께
작동한다. 편의상 실험이 얼굴과 몸을 분리하여 재정
렬할 수 있다. 얼굴과 몸이 같은 감정을 표현할 때

30. [출제의도] 문맥에 맞는 적절한 어휘 고르기

[해석]

• 날짜: 2020년 8월 5일부터 8일까지
• 기대할 수 있는 것:
- 훌륭한 코치와 함께하는 빙상 및 교실 내 수업
- 참가자의 실력에 따른 네 개의 다른 그룹

중 86퍼센트가 그들이 잡힐 당시 다른 물개들과 물
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가와는 반대로, 사냥
또는 싸움과 같은 다 자란 동물의 행동 및 운동과

• 등록비:

사교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한 연습을 포함하여, 놀이
에 있어 많은 기능들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

- 조기 등록: 500달러(2020년 3월 31일 이전 등록 시)

한 이론들에 대해 동물들에 있어 실험적 증거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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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없다. 예를 들면 미어캣의 성장기 놀이와 다 자랐

분을 자극한다. 강력한 언어를 읽는 것은 현실과 유

최초의 농부들의 필요에 완벽했고 재배를 위해 선택

을 때의 행동을 추적한 세부 연구들은 싸움 놀이가
다 자랐을 때의 싸우는 능력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

사한 방식으로 우리를 자극하는 것으로 보인다.

된 최초의 작물에 속했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그 곡물과 함께 농부들은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것

을 증명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아주 많은 동물들에

34.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들에게 가장 끈질긴 잡초를

걸친 놀이의 지속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해답은
다양한 다수의 요인들을 포함할 것 같은데, 우리가

[해석] 수학과 음악에는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 공식과 표현이다. 음악 공식은 잘 알려져 있는

선택했다. (C) 그것이 잡초의 부러워할 것 없는 역할
에서 호밀의 역사가 시작된 상황이다. 호밀의 선조는

‘놀이’라고 일컫는 것 자체가 그러하듯 여러 종들에
게 있어 꽤 다를 것이다.

데, 예를 들면 ‘A-B-A’ 노래 형식 혹은 ‘Ⅰ-Ⅳ-Ⅴ

밀, 보리와 매우 유사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고대 주민들은 침입자

31.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Ⅰ’ 화성 공식이다. 그러나 음악은 그러한 형식(공
식)들로 축소될 수 없는데, 음악은 소리의 시공간 안

를 찾기 위해 그것들의 씨앗을 신중히 찾아야만 했

[해석] 뉴욕 타임즈는 ‘기다림은 왜 고문인가’라는

에 그것들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치의 목
표는 음악가의 표현 행위이다. 다시 말해서 연주자가

을 것이다. (B)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호밀은 주요 잡초 중 하나가 되었다. 밀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그 기사는 줄 서기 분노에 대

쓰여진 음표를 해석할 때 그리고 작곡가가 공식을

해 확실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것은 공정함에 관한
것이다. 누군가가 내 앞에서 끼어들 때 그 행위가 우

악보적 표현으로 펼칠 때 음악은 공식을 표현으로
전환한다. 마찬가지로 수학자는 수학을 하는데, 불변

과 보리 경작이 확장되었을 때, 호밀도 함께 그 무리
에 합류하여 그 자신의 분포 지역을 확장했다. (A)

리를 화나게 해서, 우리는 우리보다 나중에 온 사람

의 공식을 따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방정

들이 먼저 응대받지 못하는 것을 확실히 해 두기 위
해 기꺼이 노력한다. 뉴욕 타임즈에서 언급한 것처

식의 한 변에서 다른 변으로 기호를 이동시킨다. 수
학은 매우 집중하여 상당히 규칙을 잘 따르는 행위

럼, 몇 년 전 몇몇 이스라엘 연구자들이 다양한 유형
의 줄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를 연구했다. 사람들은

에 의해 발전한다. 여러분이 그 기호들을 가지고 ‘놀
지’ 않는다면 결코 수학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의 선착순 줄에 서 있으려고 할까? 아니면 ‘병렬

하지만 수학의 목표는 조작적 활동이 아니라, 그것은

줄 서기’ 즉 슈퍼마켓에서 흔하며 개인들로 하여금
여러 개의 선착순 줄에서 기다리도록 하는 줄에서

여러분의 조작적 표현을 응축하는 공식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수학은 표현과 공식 사이의 움직임을 음악과

[해석] 시장 상황에서 양방향의 정보 교환은 소비자

기다리려고 할까?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자신들이 선

공유하지만, 그것은 음악의 과정과 정반대 방향으로

줄이 선착순으로 되기를 원했으며, 그들은 이러한 종
류의 정의감을 위해서 70퍼센트 정도 더 오래 기꺼

움직인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제품과 생산 방식
에 관한 피드백을 얻는 데 있어 생산자에게 가장 유

이 기다리고자 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시간과 맞
바꿔 보통 그 못지않게 중요한 어떤 것을 얻었다.

35. [출제의도]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해석] 휴대용 기술과 개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용
은 여러 장소에 걸쳐 디지털 유목민의 작업을 용이

더 추운 겨울 또는 척박한 토양을 가진 지역에 도달
했을 때, 호밀은 자신이 들러붙었었던 밀과 보리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나은 작물을 생산함으로써 강인
함을 증명했고 짧은 시간에 그것들(밀과 보리)을 대
신했다. 호밀은 재배되는 작물이 되었다.
38. [출제의도] 문장 삽입하기
와 생산자 둘 다에게 중요하다. 가장 단순한 경로는

용하다.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여러
중개자(구매자, 가공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를 거
치는 오늘날의 식품 유통에서 공급을 담당하는 생산

하게 한다. 디지털 유목 작업의 지식 집약적인 다양

자들에게는 이 경로가 이용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상
대적으로 적은 수의 가공업자와 소매업자가 존재하

[해석] 진화 생물학자 Robert Trivers는 자기 자신
의 행동에 의식적인 접근을 하는 동물이 그 진화적

성을 고려하면, 그런 작업자들이 큰 정보 저장물을
유지하는 것은 최고로 중요하다. 디지털 유목민은 인

며, 이들 각자가 많은 양의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각각의 생산자에게 이르는 그들의 특

적합성에 해를 줄 수 있다는 탁월한 사례를 제시한
다. 산토끼가 쫓기고 있을 때, 그것은 추격자를 떨쳐

터넷 연결로 어디에서든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저장 공간으로 그들의 관련 정보를 이동시킴으로써

정 상품에 관한 피드백의 제공은 실제적이지 않다.

내기 위한 시도로 무작위 방식으로 지그재그로 나아

더 많은 것을 포장, 저장, 운반하는 수고 없이 필요

하지만 오늘날의 식품 유통에서 소비자 피드백은 생
산자에게 미래의 생산 요구 조건으로 추후 다시 전

간다. 산토끼가 다음에 자신이 어디로 뛰어오를 것인
지를 미리 알지 못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 기

한 지식 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 그들은 다양한 기기
에 걸쳐 작업을 완수하고, 휴대용 기기는 그들에게

달될 수 있는 제품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가공업자

술이 정말로 무작위라면 이것은 좀 더 믿을 만한 것
이 될 것이다. 만약 산토끼가 다음에 자신이 어디로

다양한 공간에서 또는 이동 중에 작업할 수 있는 유
연성을 제공해 준다. 게다가 디지털 유목민은 고객

뛰어오를지 안다면, 그것의 자세가 자신의 추격자에

혹은 동료와 정보를 공유하거나 문서에서 공동 작업

양방향 (정보) 교환이라기보다는 소비자로부터 소매
업자 혹은 가공업자로, 그리고 생산자로 이어지는 일

게 단서를 드러낼지도 모른다. 시간이 지나, 개들이
이러한 신호들을 예상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을 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한다. (이런
종류의 타인과의 적극적 의사소통은 종종 작업 과정

방적 흐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식품 유통에

이는 산토끼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좀

을 지연시키고 전통적인 사무실 작업에 비해 불만족

서 생산자들의 역할을 감소시키고 그들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며 새로운 제품이나 접근법에 대한 혁신과

더 자기 인식을 하는 그런 산토끼들이 멸종되는 경
향이 있을 것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오늘날의 산토끼

스러운 작업 환경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서비스와 기기를 통해, 디지털 유목민은 일종의 이동

실험의 기회를 제한한다.

들은 아마도 자각을 덜 했던 산토끼들의 후손일 것
이다. 마찬가지로, 인간들은 자신의 진짜 동기들을

가능한 사무실을 조성하게 되는데 이는 그들이 어느
곳에서든 자신들의 자료에 접근하도록 해 준다.

39. [출제의도] 문장 삽입하기

32.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숨기는 것을 더 잘했던 조상들의 후손일지도 모른다.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숨기는 것은 충분치 않
으며, 확실히 (행동에) 설득력이 있으려면 여러분 자
신으로부터도 그것들을 숨겨야 한다.
33.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과학자들은 Broca 영역 및 Wernicke 영역 같
은 뇌의 ‘고전적인’ 언어 부위와, 뇌가 새로운 단어들
을 해석할 때 이 부분이 자극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야기가 뇌의 다른 영역 또한
활성화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라벤더’, ‘계피’ 그리고
‘비누’와 같은 단어들은 뇌의 언어 처리 영역뿐 아니
라 마치 우리가 실제로 그것들을 냄새 맡는 것처럼
후각에 반응하는 영역도 활성화한다. 예를 들면, 뇌
가 은유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의 참가자들은 ‘힘든 날’과 같
은 친숙하거나 상투적인 은유를 읽었고, 이는 뇌의
언어 감지 부분만 자극했다. 반면, ‘흐르는 초콜릿 목
소리’라는 은유는 언어 그리고 미각과 관련된 뇌의
영역 모두를 자극했다. ‘가죽 같은 얼굴’은 감각 대뇌
피질을 자극했다. 그리고 소설 속 흥미진진하고 생생
한 액션 플롯을 읽는 것은 동작을 조정하는 뇌의 부

36. [출제의도] 글의 순서 파악하기
[해석] 인간은 현재 지구에서 가장 많은 포유동물이
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멸종되는 것을 상상하기란
다소 어렵다. (B) 하지만, 바로 그것은 사실 여러 번
일어날 뻔했던 일이다. 화석 기록과 DNA 분석으로
부터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거의 멸종될 뻔했으며
셀 수 없이 여러 번 그들의 인구가 매우 작은 수로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 게다가 정말로 멸종
한 진화 인류 모체가 된 사람이나 동물의 혈통들이
많이 있다. 우리 조상과 침팬지 조상 사이의 분리 이
래로 우리의 혈통은 점진적으로 변화한 단일한 계통
이 아니었다. 진화는 결코 그런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A) 대신에 많은 가지들이 서로로부터 갈라
졌고 그들만의 가지들로 발전했다. 지난 오백만 년
대부분 동안 동시에 살고 있는 다른 진화 인류 모체
가 된 사람이나 동물의 종들이 최소 서넛 있었다. 이
모든 가지들 중에서 오직 하나, 즉 우리(의 가지)만
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다.
37. [출제의도] 글의 순서 파악하기
[해석] 우리는 밀 또는 보리와 같은 몇몇 작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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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소매업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
로에서의 정보 교환은 직접 판매를 통해 관찰되는

[해석] 박테리아는 매우 작아서 자신의 센서들만으
로는 좋거나 나쁜 화학 물질이 나오고 있는 방향에
대해 자기에게 알려 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해서 박테리아는 자신이 공간을 다루도록 돕
기 위해 시간을 이용한다. 그 세포는 어느 주어진 순
간에 하나의 화학 물질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에
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지
혹은 감소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 결국 만약 그
세포가 하나의 바람직한 화학 물질의 농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직선으로 헤엄친다면, 그것은 자신이 향
하는 방향에 따라 화학적 극락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것(화학적 극락)에서 멀어지게 이동할지도 모른다.
박테리아는 이 문제를 독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데, 그것이 자신의 세상을 감지할 때 하나의 기제는
지금 당장 상황이 어떤지를 등록하고, 또 다른 기제
는 조금 전에 상황이 어땠는지를 기록한다. 박테리아
는 자신이 지금 감지하는 화학 물질들이 자신이 조
금 전 감지했던 것들보다 더 ‘나은’ 것 같다면, 직선
으로 헤엄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경로를 바꾸는
것이 선호될 수 있다.
40. [출제의도] 글의 내용 요약하기
[해석] 듀크 대학과 런던 대학의 몇몇 과학자들이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우리의 뇌 안에서 무슨 일이

색이다.’라고 쓰여진 작은 종이 조각이 있었다. 이 재

일어나는지 알아내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사람들을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fMRI) 기계에 넣고 그 사람

능 있는 학생은 분명 색맹이다!
(D)

들로 하여금 자신의 파트너에게 거짓말을 하는 게임

그 예술 학교가 신입생 명단을 발표한 후, Wells

을 하게 했다. 사람들이 처음 거짓말을 했을 때 편도
체가 관여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 익숙한 공포감,

교수는 Jack이 학교 정문 사이로 간절히 보고 있음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갖게 되는 그 무거운 죄책감
을 주는 화학 물질을 분비했다. 그러나 그때 연구자
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갔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거짓
말에 대한 보상을 주었다. 그들은 파트너를 자신이
속았다는 점을 모르게 속인 것에 대해 그들에게 작
은 금전적 보상을 주었다. 일단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들통나지 않은 것에 대해 보상을 받기 시작하
자, 그 편도체에 의해 유발된 죄책감이 사라지기 시
작했다. 흥미롭게도 그것은 거짓말이 누군가에게는
해가 되지만 그것을 말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
가장 현저하게 사라졌다. 따라서 사람들은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음에도 불구
하고, 부정직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후에 더 큰 부정
직한 행위로 이어지는 과정을 유발할 수 있다.

위 실험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한 상을
받으면 그들의 뇌 화학 작용이 변화하고 그들의 죄
책감에 영향을 주고 더 큰 거짓말을 하도록 촉진한
다는 것을 보여 준다.
41~42 장문의 이해

을 발견했다. 그는 시험에서 그(Wells 교수)의 관심
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 학생이었다. Wells 교수는
“나는 Wells 교수이고 여기서 유화를 가르친단다.”라
고 인사했다. “제 이름은 Jack이에요. 그리고 입학시
험에서 떨어졌어요.”라고 Jack이 대답했다. 그 소년이
상심해 있는 것을 보고 그(Wells 교수)는 자신의 작
은 작업실로 그를 초대했다.
(B)
그 방은 그림과 조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Wells
교수는 “한때 내 꿈은 농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다
네.”라고 말했다. Jack은 어리둥절했다. “교수님은 왜
농구하는 것을 그만두셨어요?” Wells 교수는 조용히
자신의 왼쪽 바짓단을 걷어올렸고, 그(Wells 교수)의
왼쪽 다리는 의족이었다. “우리가 우리의 원래 꿈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꿈들로 가는
다른 문을 열게 될 거란다.” Wells 교수는 Jack에게
눈을 감고 조각 작품을 만져 보라고 말했고, Jack은
그렇게 했다. “예술가의 손은 또 다른 한 쌍의 눈이
란다. 그것으로도 ‘보도록’ 노력해 보렴.”
(C)
그날 이후, Wells 교수는 Jack을 다시는 보지 못했

[해석] 지구의 바다 생물은 용해되어 있는 산소의
존재 없이는 전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다. 6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는 신문에서 최근 현대
미술 전시회에 대한 기사를 보았다. 그 기사에는 이

생명을 부여하는 물질은 바닷속 깊이에 따라 균등하
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 10-20미터 깊이의 얕은 표

렇게 쓰여 있었다. ‘이 젊은 조각가는 색맹 때문에

층에서 산소 수치는 일반적으로 높다. 여기에서는 대

예술 학교에 다닐 수 없었다. 하지만 멘토가 공유해
준 영감을 받아 그(Jack)는 색을 구별할 수 없었던

기로부터의 산소가 자유롭게 해수 속으로 퍼지며, 게
다가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산하는 많은 부유 식

눈을 자신의 손으로 대신했고, 조각 분야에서 유명해
졌다.’ 그 조각가는 Jack이었다.

물들이 존재한다. 산소 농도는 이후 깊어질수록 급격
히 줄어들고 대략 200-1000미터의 깊이에서 때로는

43. [출제의도] 글의 순서 파악하기

0에 가까운 매우 낮은 수치에 도달한다. 이 구간은

44. [출제의도] 지칭하는 대상 파악하기

산소 극소 대역이라고 일컬어진다. 이 대역은 바다의
표층에서 아래로 퍼져 가는 산소의 낮은 비율에 의

45.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해 형성되고, 표면에서 가라앉아 이 깊이에 축적된
부패하고 있는 유기물에 의한 높은 산소 소비율과
결합된다. 이 대역 아래에서는 산소의 함량이 깊이에
따라 다시 증가한다. 이 깊은 바다는 비록 일반적으
로 표층에서만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높은 산
소 수치를 포함한다. 깊은 바다에서의 높아진 산소
수치는 다량의 심해수의 출처를 일부 반영하는데, 그
것은 극지방 바다 표면의 차갑고 산소가 풍부한 해
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해수는 아래로 빠르게 가
라앉고, 따라서 그 산소 함량을 소진한다(→ 보존한
다). 또한 표면에 가까운 해수에서의 생물과 비교했
을 때 깊은 바다에는 생명체가 비교적 드물며 낮은
대사율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생명체는 이용
가능한 산소 중 소량을 소비한다.
41. [출제의도] 글의 제목 추론하기
42. [출제의도] 문맥에 맞지 않는 어휘 고르기
43∼45 장문의 이해
[해석]
(A)
매년 5월은 한 유명한 예술 학교의 입학시험 기간
이었다. 첫날의 스케치 시험에서 Wells 교수는 Jack
이라는 이름의 소년에게서 큰 잠재력을 알아차렸다.
둘째 날의 채색화 시험에서, 그(Wells 교수)가 그 소
년을 지나갈 때 뭔가 특별한 것이 그의 주의를 끌었
다. 모든 물감에 라벨이 붙어있었고 그 소년의 반쯤
숨겨진 물감통 안에 ‘사과는 빨갛다, 배는 밝은 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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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미를 파견하여 을사늑약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은 한산도 대첩 등으로 남해
의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한편 전쟁으로 인해

을사늑약의 체결로 대한 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하
였다. 을사늑약에 반발하여 고종은 헤이그에 특사를

조선에서는 인구가 크게 줄고 농토가 황폐해졌으며,

파견하였고,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였다.

일본에서는 조선에서 포로로 끌려간 기술자들에 의
해 도자기 문화가 발달하였다. ①의 보빙사는 조ㆍ미

②는 고려 정부의 개경 환도 등, ④는 세도 정치 시
기 삼정의 문란, ⑤는 전주 화약에 해당한다. ①의

수호 통상 조약 체결 이후 조선이 미국에 파견한 사
절단이고, ②의 강동 6주는 거란의 1차 침략 당시 고

독립문은 1897년에 독립 협회가 건립하였다.

려의 서희가 외교 담판을 통해 확보하였고, ③의 천
1. [출제의도] 청동기 시대 이해하기
자료는 청동기 시대에 대한 것이다. 청동기 시대에는
계급이 분화되었고 지배자인 군장이 등장하였다. 대
표적인 문화유산으로는 고인돌, 비파형 동검, 반달
돌칼 등이 있다. ③은 신석기 시대, ④는 철기 시대,
⑤는 구석기 시대에 해당한다. ①의 불상은 삼국 시
대에 불교가 수용된 이후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2. [출제의도] 백제의 문화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백제이다. 백제는 고구려의 침략 이후
웅진과 사비로 천도하였다. 백제의 문화유산으로는
공주에 공산성, 무령왕릉 등이 있고, 부여에 정림사
지 5층 석탑, 부소산성 등이 있다. ①은 신라, ③은
조선, ④는 고려, ⑤는 동예에 해당한다.
3. [출제의도] 조선 후기의 신분 질서 변동 이해하기
자료는 조선 후기의 신분 질서 변동에 대한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부를 축적한 서민층이 공명첩을 사서
양반 신분을 얻거나 양반의 족보를 매입 또는 위조
하여 신분 상승을 하였다. 이에 양반 중심의 신분 질
서가 동요하였다. ①의 녹읍은 신라 신문왕이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폐지하였고, ②의 6두품 세력은 신

리장성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고구려, 고려 시
대에 각각 축조되었고, ⑤의 외규장각 도서는 병인양
요 당시 프랑스군에 의해 약탈당하였다.
8. [출제의도] 갑신정변 파악하기

15. [출제의도]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 시기 정책 이해
하기
자료는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대한 것이다.
이 시기에 일제는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1938)하였
고, 수많은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하
였다. 또한 황국 신민 서사 암송을 강요하였다. ②는

자료의 (가)는 갑신정변(1884)이다. 김옥균, 홍영식,

고려, ③은 조선, ④는 일제의 무단 통치 시기에 해

서재필 등 급진 개화파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정변을 일으켜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였고, 14

당한다. ①의 과전법은 고려 말에 마련되어 조선에서
직전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실시되었다.

개조 개혁 정강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갑신정변은 청
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하였다. ①은 민립 대학

16. [출제의도] 신간회의 활동 파악하기

설립 운동, ②는 고려 공민왕의 왕권 강화 정책, ③

자료의 (가)는 신간회이다. 신간회는 비타협적 민족

은 국채 보상 운동에 해당한다. ④의 사회주의 사상
은 3ㆍ1 운동(1919) 이후에 확산되었다.

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민족 협동 전선으로 결성되

9. [출제의도] 공민왕의 정책 이해하기

어 ‘우리는 정치적ㆍ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자료는 공민왕에 대한 것이다. 공민왕은 기철 등 친

이라는 3대 강령을 내세웠다. 또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하였다. ①은 조선어 연구회, ②는 진단

원 세력을 제거하고,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영토를

학회, ③은 동학교도, ⑤는 보안회에 해당한다.

회복하였다. 또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는 등 개혁
정책을 실시하였다. ①은 고려 태조, ②는 조선 태종,
③은 신라 지증왕, ⑤는 백제 무령왕에 해당한다.
10. [출제의도] 대한 제국의 정책 파악하기

17. [출제의도] 6ㆍ25 전쟁 이해하기
자료는 6ㆍ25 전쟁(1950 ~ 1953)에 대한 것이다. 6
ㆍ25 전쟁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되었다. 전쟁
초기 전선이 낙동강 일대까지 내려갔으나, 인천 상륙

자료의 (가)는 대한 제국이다. 고종은 연호를 ‘광무’

작전을 통하여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수복하고 압

라의 신분 제도인 골품제를 비판하였고, ④의 문벌
귀족 사회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로 정하고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뒤 대
한 제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또한 구본신참을 원칙

록강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중국군의 참전으로 국
군과 유엔군은 후퇴하였다. ③은 고려, ④는 조선에

을 거치면서 동요하였고, ⑤의 호족은 신라 말 진골

으로 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계를 발급하였
다. ②, ③, ⑤는 고려에 해당한다. ④의 새마을 운동

해당한다. ②의 통감부는 을사늑약의 체결(1905)로
설치되었고, ⑤의 4ㆍ19 혁명(1960)은 3ㆍ15 부정

은 박정희 정부가 1970년에 시작하였다.

선거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다.

귀족의 왕위 쟁탈전으로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
되는 과정에서 성장하였다.
4. [출제의도]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 이해하기

11. [출제의도] 신미양요의 배경 이해하기

18. [출제의도] 1920 ~ 1930년대 무장 독립 전쟁 이해

자료는 조선 후기의 경제에 대한 것이다. 조선 후기

자료는 신미양요(1871)에 대한 것이다. 신미양요는

하기

에는 사상과 보부상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장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미군이 강화도를 침략
한 사건이다. 어재연이 이끄는 조선의 수비대는 광성

자료의 (가)는 봉오동 전투(1920), (나)는 대전자령
전투(1933)에 대한 것이다. 봉오동 전투에서 패한

보에서 미군에 맞서 결사 항전하였다. ①의 단발령

일본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만주의 독립군을 공

시행에 반발하여 을미의병이 일어났고(1895), ②의
인조반정(1623) 이후 정묘호란이 일어났고, ③의 정

격해 왔다.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와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 독립군 등 만주의 독립군 연합 부대는

동행성은 원의 일본 원정을 위해 설치되었다가 원정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청산리 대

이 실패한 이후에는 고려 내정 간섭 기구의 역할을
하였고, ④의 강화도 조약의 체결(1876)을 전후하여

첩). ①은 1895년, ②는 1593년, ④는 1875년에 해
당한다. ⑤의 미ㆍ소 공동 위원회는 모스크바 3국 외

개항을 반대하는 위정척사 운동이 전개되었다.

상 회의(1945)의 결과 개최되었다.

가 발달하였다. 또한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
었고 인삼, 담배 등의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①은
삼국 시대, ②는 일제의 이른바 문화 통치 시기, ③
은 고려에 해당한다. ④의 정전은 신라 성덕왕 때 백
성에게 지급되었다.
5. [출제의도]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파악하기
자료는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에 대한 것이다. 묘청,
정지상 등 서경 세력은 금국 정벌과 서경 천도를 주
장하였다. 그러나 개경 문벌 귀족의 반대로 서경 천

12. [출제의도] 조선 성종의 업적 파악하기

19. [출제의도] 3ㆍ1 운동의 영향 이해하기

도가 불가능해지자, 묘청 등은 국호를 대위, 연호를

자료의 (가)는 조선 성종이다. 성종은 경국대전을

자료는 3ㆍ1 운동(1919)에 대한 것이다. 윌슨의 민

천개로 하여 반란을 일으켰다(1135). 하지만 김부식
이 이끄는 관군에게 진압되었다. 고려 건국은 918년,

완성해 반포함으로써 유교적 법치 국가의 토대를 마
련하고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두었다. 또한 성종

족 자결주의, 고종의 서거, 2ㆍ8 독립 선언 등을 배
경으로 일어난 3ㆍ1 운동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

귀주 대첩은 1019년, 이자겸의 난은 1126년, 무신

때 궁중 음악을 집대성한 악학궤범이 편찬되었다.
②는 조선 세종, ④는 신라 원성왕에 해당한다. ①의

립 등에 영향을 주었다. ②는 1896년, ③은 1862년,
④는 1881년에 해당한다. ①의 갑오개혁은 1894년에

별무반은 고려 예종 때 윤관의 건의로 조직되었고,

시작되었다.

정변은 1170년, 개경 환도는 1270년, 위화도 회군은
1388년에 해당한다.
6. [출제의도] 고려의 문화 파악하기
자료는 고려 시대에 제작된 팔만대장경에 대한 것이

③의 척화비는 조선 고종 때 흥선 대원군의 지시로
세워졌다.

20. [출제의도]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 이해하기
자료는 김대중 정부에 대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13. [출제의도] 발해 파악하기

대장경은 몽골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물리치려는
염원을 담아 강화도 천도 시기에 제작되었다. 현재

자료의 (가)는 발해이다. 발해는 대조영이 건국하였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였고 6ㆍ
15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후 남북 교류와

고, 중앙 통치 조직으로 3성 6부, 지방 행정 구역으

협력이 확대되면서 개성 공단 조성을 추진하였다. ③

팔만대장경판은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되어 있으며,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로 5경 15부 62주를 두었으며, 전성기에는 해동성국

은 박정희 정부, ④, ⑤는 노태우 정부에 해당한다.
①의 정전 협정은 이승만 정부 시기에 체결되었다.

다. 아름다운 글씨체와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팔만

②, ③, ⑤는 조선, ④는 신라에 해당한다.
7. [출제의도] 임진왜란의 영향 이해하기
자료는 임진왜란(1592 ~ 1598)에 대한 것이다. 왜군

이라 불릴 정도로 번성하였다. ①, ②는 신라, ③은
부여, ⑤는 조선 등에 해당한다.
14. [출제의도] 을사늑약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을사늑약(1905)이다. 일본은 이토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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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제의도] 죽음에 대한 입장 비교하기

제시문에서 필자는 먹는 행위를 자연으로부터 영양
분을 흡수하는 행위로 보고, 인간은 이러한 먹는 행

으로 여겨, 삶과 죽음이 좋아함과 싫어함으로 차별되
는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불교 사상에서는 윤회(輪迴)

위를 통해 자연의 순환에 참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먹는다’에서 비롯된 즐거움은 인간과 동물에게는 공

과정에서 인간의 선행과 악행이 죽음 이후의 삶을

통적이지만, ‘식사한다’에서 비롯된 즐거움은 인간에

결정한다고 본다.

게만 특유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은 먹는 행위를 통해 자연과 유기적 관계를 맺

9. [출제의도] 뉴 미디어 시대의 매체 윤리 이해하기
가상 편지에서는 뉴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거짓
정보의 생산도 증가하고 있다고 본다. 이에 뉴 미디

1. [출제의도] 메타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의 입장 비교
하기
갑은 메타 윤리학의 입장, 을은 실천 윤리학의 입장
이다. 메타 윤리학은 윤리학의 핵심 과제를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 추론 과정의 논리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본다. 실천 윤리학은 윤
리학의 핵심 과제를 현실의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본다.
2. [출제의도]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와 싱어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이다. 롤스는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을 원조의 목적으로 보아, 빈곤하지만 질서 정연한
사회는 원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였다. 싱어
는 인류 전체의 행복 증진을 원조의 목적으로 보아,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롤스와 싱어는 공통적으로 자
선의 차원을 넘어 의무의 차원에서 원조를 시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3. [출제의도] 예술에 대한 입장 비교하기
갑은 순자, 을은 묵자이다. 순자는 음악이 백성의 욕
망을 절제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묵자는 음악이 백성들의 이
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음악을 즐기는 것은 옳
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4. [출제의도] 평화에 대한 입장 비교하기
갑은 칸트, 을은 갈퉁이다. 칸트는 영구 평화를 위해
자유로운 국가들 간의 연맹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상비군은 점차적으로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갈퉁은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수단을 사용하여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
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출제의도] 도가와 유교의 사상 비교하기
(가)는 도가 사상, (나)는 유교 사상이다. 도가 사상
에서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을 강조하며 무욕(無欲)
과 무지(無知)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교
사상에서는 충서(忠恕)를 실천하여 인(仁)을 실현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출제의도] 다문화에 대한 입장 이해하기
그림의 강연자는 이민자들의 전통과 정체성 등을 인
정하여 다양한 문화가 서로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강연자는 사회 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이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를 강화
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7. [출제의도] 시민 불복종에 대한 롤스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롤스의 주장이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부
정의한 법이나 정부 정책을 변혁시키기 위해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을 근거로 행해지는, 공개적이
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의
도적인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평등한 자
유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5. [출제의도] 음식 윤리에 대한 입장 이해하기

(가)는 도가 사상, (나)는 불교 사상이다. 도가 사상
에서는 삶과 죽음을 기(氣)의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

는다는 것, ‘먹는다’에서 비롯된 즐거움과 ‘식사한다’
에서 비롯된 즐거움을 동일한 즐거움으로 볼 수 없
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어 이용자들은 뉴 미디어를 이용할 때,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뉴 미디어 내 정보를
올바르게 소비하고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6. [출제의도] 니부어의 사회 윤리 이해하기
제시문은 니부어의 주장이다. 니부어는 도덕적인 개

10. [출제의도] 자연을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 비교하기

인으로 구성된 집단일지라도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은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쉽다고 보았다. 그는 집단 내

갑은 싱어, 을은 테일러, 병은 레건이다. 싱어는 인간

개인 간의 문제는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조정과 설득

과 동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이익

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집단 간의 문
제는 윤리적이기보다 정치적이므로 합리적인 조정과

평등 고려의 원리를 제시하며, 유정(有情)적 존재는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의식 유무와 상
관없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레건은

설득만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삶의 주체인 존재들은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17. [출제의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장 비교
하기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싱어와 테일러는 공통적
으로 모든 유정적 존재는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갑은 프리드먼, 을은 애로우이다. 프리드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주의 이익에 봉사하여 기업의 이익

보는 반면, 레건은 유정적 존재라도 도덕적 지위를

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애로우는 기

갖지 못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업의 사회적 책임에 합법적인 이윤의 창출뿐만 아니
라,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공익의

11. [출제의도] 형벌에 대한 칸트와 베카리아의 입장
비교하기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주
장하였다.

갑은 칸트, 을은 베카리아이다. 칸트는 응보주의의
관점에서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형벌이 집행되어야

18. [출제의도] 동물 학대에 대한 칸트의 입장 이해하기

하며,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양과 질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베카리아는 공리

제시문은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는 동물을 잔학하게
다루는 행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도덕성에

주의적 관점에서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범죄 예방
에 더 효과적이며, 사회 계약에 근거해 사형이 정당

유익한 자연적 소질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12. [출제의도] 국가의 시민에 대한 의무 이해하기

19. [출제의도] 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입장 비교하기
갑은 자신의 성적 이미지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제시문은 로크의 주장이다. 로크는 국가를 시민들의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동의에 의해 형성된 인위적 산물로 보았으며, 국가는
시민들의 자유와 생명,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면, 이는 올바른 성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을은 성적 이미지를 이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로크는 국가가 제 역할을

용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국가 권력에 대해 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훼손시키므로 올바른 성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
으로 볼 수 없으며, 도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13. [출제의도]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장
비교하기

주장한다.
20. [출제의도] 담론 윤리 이해하기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과학

(가)는 하버마스의 주장이다. 하버마스는 합리적 의

기술의 활용 결과에 대한 과학 기술자의 책임을 강
조하는 정도(X)와, 과학 기술자의 연구에 대한 윤리

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기만하려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하고, 사회적으로 정당한 규범에

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도(Y)가 높다. 반면
과학 기술의 발견 및 활용의 과정에서 가치 판단의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
다. 또한 누구나 타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

배제를 강조하는 정도(Z)는 상대적으로 낮다.

고, 개인적인 욕구나 희망 사항도 표현할 수 있어야

14. [출제의도] 분배 정의에 대한 다양한 입장 비교하기
갑은 왈처, 을은 롤스, 병은 노직이다. 왈처는 복합
평등 정의의 관점에서 정의의 기준은 공동체마다 다
를 수 있으므로 각 영역마다 서로 다른 정의의 기준
을 적용하는 다원적 정의를 제시하였다. 롤스는 공정
으로서의 정의의 관점에서 정의의 원칙을 구성하기
위한 공정한 절차로서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적 상
황을 설정하였다.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의 관
점에서 재화의 최초 취득, 그것의 양도(이전), 교정
의 과정이 정당하면 현재의 소유권이 정당하다고 주
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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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경향성[嗜好]

[윤리와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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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의도] 석가모니의 사상 이해하기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정약용은 사덕(四德)은 인간
의 본성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지속적 실
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이황

갑은 칸트, 을은 벤담, 병은 흄이다. 칸트는 도덕 법
칙은 선험적 법칙으로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이나 경

과 이이는 사덕을 마음속의 이치라고 보았으며, 사단
은 사덕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서라고 주장

험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벤담은 개개인의
이익의 총합을 넘어선 사회의 이익은 없다고 주장하

하였다. 한편 정약용과 이황, 이이는 공통적으로 인
간에게 사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였다. 흄은 도덕 행위를 유발하는 동기는 이성이 아

8. [출제의도] 듀이의 사상 이해하기

석가모니는 세상의 실상을 모르는 무명(無明)과 이로
인한 애욕(愛欲) 때문에 집착이 생겨나고 그 결과

제시문은 듀이의 주장이다. 듀이는 도덕이나 윤리도

고통을 겪는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집착과 고통에

자체만이 도덕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선은 존재하

서 벗어나 열반(涅槃)에 이르기 위해서는 연기(緣起)
를 자각하고 지나친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의 치우침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하므로 성장 그

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였다.
9. [출제의도] 노자의 사상 이해하기
2. [출제의도] 스피노자와 키르케고르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스피노자, 을은 키르케고르이다. 스피노자는 신
을 만물의 초월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원인으로
인식하고, 자연의 인과적 질서를 이성적으로 관조해
야 한다고 보았다. 키르케고르는 ‘신 앞에 선 단독자’
로서 살기로 결단할 때,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고 참
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5. [출제의도] 칸트와 벤담, 흄의 사상 비교하기

닌 감정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한편 벤담과 흄은 사
회적 유용성을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중시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16. [출제의도] 묵자의 사상 이해하기
그림의 강연자는 묵자이다. 묵자는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고[兼愛] 서로 이로움을 나누어야[交利] 전쟁
과 같은 불의(不義)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고 보았다. 또한 묵자는 전쟁이 가져오는 불이익을
강조하며, 타국을 정복하거나 침략하기 위한 전쟁을

제시문은 노자의 주장이다. 노자는 천지 만물의 근원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전쟁은 나라의

인 도(道)에 따르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겸허(謙虛)의 자세로 다투지 않을 것과 작위가

생산력을 떨어뜨리고 백성들의 생명을 희생시키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자국에 손해를 준다

없는 무위(無爲)의 덕인 상덕(上德)을 바탕으로 소

고 보았다.

박한 삶을 살 것을 주장하였다.
10. [출제의도] 홉스와 루소의 사상 비교하기

17. [출제의도] 하이에크와 케인스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하이에크, 을은 케인스이다. 하이에크는 정부

갑은 홉스, 을은 루소이다. 홉스는 자기 보존 욕구가
국가 형성의 근원적 동기이며,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주도의 경제 계획이 시장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보고, 자유 경쟁 시장의 자생적 질서 보장을 주장하

갑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인간이 선천적으

사회 계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강력한 강제

였다. 반면 케인스는 시장 실패로 초래된 불황과 실

로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
았다. 반면 순자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악하기 때

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루소는 주권이 양도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 국가 권력은 시민들의 동의로 정당

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
입해야 한다고 보았다.

문에 본성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노력

화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홉스와 루소는 공통적으
로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자연권을 부여받

18. [출제의도]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사상 비교

3. [출제의도] 맹자와 순자의 사상 비교하기

[僞]으로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한편 맹자는 인간은 하늘이 부여한 도덕 규범

는다고 보았다.

을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순자는 하늘의 일과

하기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플라톤이다. 아리스토텔

인간의 일을 엄격히 구분[天人分二]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11. [출제의도] 소크라테스와 에피쿠로스의 사상 비교
하기

레스는 중용을 산술적 중간이 아닌 모자람의 악덕과
지나침의 악덕, 즉 두 악덕 사이의 적절함이라고 하

4. [출제의도]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사상 비교

갑은 소크라테스,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소크라테스
는 모든 덕은 참된 앎에서, 악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였으며, 실천적 지혜는 품성적 덕을 갖추기 위해 반
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플라톤은 정의를 영혼의 세

고 보았으며, 도덕 판단의 기준은 개인의 경험에 따

부분에 해당하는 덕인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된 상

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에피쿠로스는 욕
망을 절제하여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쾌락을 얻

태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지의
나약함으로 인해 용기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실천하

하기
갑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우구스
티누스는 인간은 자유 의지를 지니며, 악은 신의 창
조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아퀴나스는 신의 계시
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따라야 한다고 보
았다. 한편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완전한 행복 실현을 위해 신의 은총이 필요

을 수 있다고 보았으며,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 공적
인 삶을 멀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소크라테스와
에피쿠로스는 공통적으로 행복한 삶과 유덕한 삶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하다고 주장하였다.
5. [출제의도] 왕수인과 주희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왕수인, 을은 주희이다. 왕수인은 ‘마음이 곧 이
치’라는 심즉리(心卽理)를 주장하였으며, 양지를 발휘
하여 마음을 바로잡는[正] 것을 격물(格物)이라고 보
았다. 반면 주희는 ‘성이 곧 이치’라는 성즉리(性卽理)
를 주장하였으며,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탐구하여 천
리(天理)에 도달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왕수인과
주희는 공통적으로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

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19. [출제의도] 에픽테토스와 장자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스토아학파의 에픽테토스, 을은 장자이다. 에픽

12. [출제의도] 위정척사 사상과 증산교 사상 비교하기

테토스는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정념에 초연할 것과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고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할 것

(가)는 위정척사 사상, (나)는 증산교 사상이다. 위
정척사 사상은 유교의 이념을 수호하며 성리학적 신

을 주장하였다. 장자는 자기중심적 편견을 극복하여
만물을 차별 없이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에

분 질서의 유지를 주장한다. 이에 비해 증산교 사상

픽테토스와 장자는 공통적으로 자연의 질서를 따름

은 고유 사상을 바탕으로 무속 신앙과 도가 사상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며, 현세에서 지상 낙원의 실현[後
天開闢]을 강조한다. 따라서 위정척사 사상에 비해
증산교 사상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X축은 낮고, Y축
과 Z축은 높다.

야 한다[存天理去人欲]고 주장하였다.

으로써 참된 자유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20. [출제의도] 베이컨과 데카르트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베이컨, 을은 데카르트이다. 베이컨은 인간이
지닌 선입견과 편견을 타파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학
문 탐구의 방법으로 객관적인 관찰과 실험을 강조하

13. [출제의도] 공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공자의 주장이다. 공자는 통치자가 먼저 군

였다. 데카르트는 철학의 제1원리를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자명한 진리라고 주장하였으며, 학문 탐구의

갑은 이황, 을은 이이이다. 이황은 사단(四端)은 이

자다운 인격을 닦은 후에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한

방법으로 연역적 추론을 강조하였다. 한편 베이컨과

가 발하고 기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고, 칠정(七情)은
기가 발하고 이가 그것을 타는 것이라는 이기호발설

다[修己以安人]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자는 통치의
궁극적 목표는 엄격한 법치의 실현이 아니라, 도덕과

데카르트는 공통적으로 올바른 진리를 파악하기 위
해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理氣互發說)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이이는 기발

예의로 백성을 교화하는 덕치(德治)의 실현에 있다
고 보았다.

6. [출제의도] 이황과 이이의 사상 비교하기

만을 인정하여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것[氣發理乘一途說]이라고 보았다. 한편 이황과
이이는 공통적으로 사단과 칠정을 정(情)이라고 보
았으며, 사단은 순선하고 칠정은 선악의 가능성이 혼
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7. [출제의도] 정약용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

14. [출제의도]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 이해하기
그림의 선생님은 마르크스이다. 마르크스가 추구한
이상 사회인 공산 사회는 노동자 계급의 혁명을 통
해 계급이 소멸되고 국가가 사라진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생산 수단이 공유되며, 능력에 따라 일하
고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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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돌리네 등의 카르스트 지형이 나타난다. 석회암

[한국지리]
1
6
11
16

⑤
④
①
⑤

2
7
12
17

①
③
④
③

3
8
13
18

③
②
④
⑤

4
9
14
19

②
①
⑤
④

5
10
15
20

②
⑤
③
③

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에서는 원료 지향형 공업인
시멘트 공업이 발달하고, 기반암이 풍화된 붉은색 토
양이 널리 분포한다. 기반암이 풍화된 검은색 토양은

(가)는 독도이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최동단에 위치
하며 영해 설정 시 통상 기선을 적용한다. 종합 해양

현무암 풍화토로 주로 제주도에 분포한다. 용암의 냉
각ㆍ수축으로 형성된 주상 절리는 제주도, 철원 등지

과학 기지는 이어도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칼데라
분지인 나리 분지는 울릉도에 있다.

에서 관찰된다.
1. [출제의도] 택리지의 특징 이해하기
택리지는 사찬 지리지로 조선 후기에 실학자 이중환
에 의해 편찬되었다. 지리가 좋은 곳은 풍수지리 사
상의 명당에 해당하는 곳이다. 경치가 빼어나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곳은 가거지의 조건 중 ‘산수’에 해당
한다.
2. [출제의도] 기후 변화의 영향 추론하기
지도는 현재보다 연평균 기온이 4℃ 상승할 경우 북
한 지역의 냉대림 분포 지역이 축소됨을 보여준다.

17. [출제의도] 독도의 특징 파악하기

18. [출제의도] 충청 지방 각 지역의 특징 이해하기

10. [출제의도] 발전 양식의 특징 이해하기
(가)는 원자력 발전, (나)는 화력 발전이다. 원자력
발전은 적은 연료로 많은 양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
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 반면 발전소 건설 비용이
많이 들고 방사능 폐기물 처리 문제가 발생한다. 화
력 발전은 발전소 건설 비용이 저렴하고 발전소의

지도의 A는 석유 화학 공업이 발달한 서산과 제철
공업이 발달한 당진이며, B는 수도권 전철 노선이
연장된 아산과 천안이다. C는 혁신 도시가 위치한
진천ㆍ음성, D는 조선 누층군이 분포하고 다양한 카
르스트 지형이 발달한 제천과 단양이다. E는 백제의

입지 제약이 적지만, 발전 시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

문화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공주와
부여이다. 충남의 새로운 도청은 홍성ㆍ예산에 위치

량이 많다.

한다.

11. [출제의도] 주요 작물의 생산과 소비 변화 이해하

19. [출제의도] 북한의 개방 지역 이해하기

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될 때 열대야 발생 일수는 늘

기

㉠은 금강산 관광 지구, ㉡은 개성 공업 지구이다.

어날 것이고, 한류성 어종의 어획량은 감소할 것이
다. 농작물의 재배 북한계선은 북상할 것이고, 해안

1985년 이후 1인당 연간 소비량이 감소한 A는 쌀,
1975년 이후 1인당 연간 소비량이 감소하여 2015년

금강산 관광 지구는 관동 지방에 위치하며 화강암으
로 이루어진 기암괴석을 주로 볼 수 있다. 북한 최초

저지대의 침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기준 소비량이 가장 적은 B는 보리이다. 1975년 이
후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증가한 C는 채소류이다. 쌀

로 지정된 개방 지역은 나선 경제특구이다. ㉠, ㉡은
모두 2019년 현재 남한과의 교류가 중단된 상태이

(A)은 주로 논에서 재배되며, 보리(B)보다 식량 작
물의 자급률이 높다. 보리(B)는 주로 쌀(A)의 그루

다.

3. [출제의도] 소매 업태별 특징 비교하기
(가)는 백화점，(나)는 무점포 소매업체이다. 백화점
은 무점포 소매업체에 비해 사업체 수가 적고 입지
의 공간적 제약이 크다.
4. [출제의도] 기온의 지역별 특징 파악하기
(가)는 태백, (나)는 남해이다. 태백은 해발 고도가
높아 한여름에도 비교적 서늘한 기후가 나타난다. 남
해는 상대적으로 저위도에 위치하여 한겨울에도 비
교적 온화한 기후가 나타난다. A는 태백, B는 안동,
C는 남해이다.
5. [출제의도] 주요 하천 지형의 특징 파악하기
(가)의 하천은 (나)의 하천보다 상류에 위치한 감입
곡류 하천으로 하상의 해발 고도가 높고 평균 유량
이 적다. A는 공격 사면, B는 퇴적 사면으로 A - B
의 하천 바닥 단면은 대략 ‘
’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C 지형은 하안 단구이며 과거에 하천이
흘렀던 흔적으로 둥근 모양의 자갈을 볼 수 있다. D

갈이 작물로 재배된다. 채소류(C)는 쌀(A)보다 시설
재배의 비중이 높다.
12. [출제의도] 지역별 인구 특성 비교하기
A는 화천, B는 용인, C는 구례이다. 세 지역 중 유소
년 부양비가 가장 높은 (가)는 용인(B), 결혼 이민자
비중이 가장 높은 (나)는 구례(C), 성비가 가장 높은
(다)는 화천(A)이다.
13. [출제의도] 주요 해안 지형의 특징 파악하기
A는 암석 해안, B는 갯벌, C는 사빈이다. 암석 해안
은 파랑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 형성된다. 사빈은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된다. 사빈은 주
로 모래가 퇴적되고 갯벌은 주로 점토가 퇴적되어
사빈이 갯벌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14. [출제의도] 섬유 공업의 특징 이해하기

지형은 범람원이며 주로 하천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
되었다.

○○ 공업은 섬유 공업이다. 섬유 공업은 생산비에서

6. [출제의도] 도시 재개발에 따른 주민 생활의 변화

1960년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주도 산업이었
다. 많은 부품을 필요로 하는 종합 조립 공업의 사례

이해하기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지역이 재개발로 활성화된
이후 대규모 상업 자본이 유입되면서 원주민이나 영
세 상인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원주민의 주거
권이 침해되거나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사라지
기도 한다.
7. [출제의도] 영남 지역의 공업 특징 이해하기
A는 조선업이 발달한 거제와 울산에서 종사자 수 비
중이 높게 나타나는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이다. B
는 포항에서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높은 1차 금속
제조업이며, C는 울산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다.
8. [출제의도] 호남 지역의 특징 파악하기
지평선 축제가 열리는 (가)는 김제, 지리적 표시제
제1호로 등록된 녹차로 유명한 (나)는 보성, 대나무
축제와 죽세공품이 유명한 (다)는 담양이다. A는 김
제, B는 영광, C는 담양, D는 해남, E는 보성이다.
9. [출제의도] 카르스트 지형의 특징 파악하기
이 지역 일대는 고생대 조선 누층군이 분포하여 석
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용식되어 형성된 석회 동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노동 집약적 공업으로

로는 자동차 공업이 있으며, 계열화된 공정이 필요한
집적 지향 공업의 사례로는 석유 화학 공업이 있다.
원료 산지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원료 지향 공업
의 사례로는 시멘트 공업이 있다.
15. [출제의도] 대도시권의 특징 이해하기
산업용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A는 안산,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B는 성남, 농사용 전력 사
용량이 가장 많은 C는 여주이다. 안산(A)은 성남(B)
보다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안산(A)은 여주
(C)보다 인구 밀도가 높고 총경지 면적이 좁다. 성남
(B)은 여주(C)보다 서울로의 통근ㆍ통학 인구가 많
으며,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높다.
16. [출제의도] 강원 지방의 관광 자원 특징 파악하기
(가)는 강릉이다. 강릉에 있는 정동진역은 바다와 가
장 가까운 곳에 있는 기차역으로, 역에서 일출을 감
상할 수 있고 지반의 융기로 형성된 해안 단구도 볼
수 있다. 또 강릉에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경포 해
수욕장과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형성된 석호인 경
포호가 있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다. A는 철원, B
는 고성, C는 춘천, D는 원주, E는 강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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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제의도] 지역별 기온 및 강수 특성 파악하기
(가)는 구미, (나)는 목포, (다)는 울릉도, (라)는 서
귀포이다. A는 구미, B는 목포, C는 울릉도, D는 서
귀포이다. 울릉도는 서귀포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다.
목포는 울릉도보다 최난월 평균 기온이 높다. 목포는
서귀포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세계지리]
1
6
11
16

①
①
③
①

2
7
12
17

⑤
①
④
①

3
8
13
18

③
③
⑤
⑤

4
9
14
19

8. [출제의도] 경제 블록의 특성 파악하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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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는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NAFTA), (나)는
유럽 연합(EU)이다.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은 역
내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유럽 연합은 단일
화폐로 유로화를 발행하고 있고, 초국가적 기구를 운

쌀이다. ① 밀의 기원지는 아시아이다. ② 쌀은 대부
분 아시아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재배된다. ③ 밀은
쌀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다. ⑤ 밀은 쌀보다 내한성
과 내건성이 우수하다.
16. [출제의도] 냉ㆍ한대 기후 환경의 특징 이해하기

영하고 있다.
1. [출제의도]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특징 이해하기

시아가 경작 면적 비중과 수출량 비중이 모두 높은

9. [출제의도] 사바나 기후 지역의 특징 이해하기

(가)는 냉대 기후 지역, (나)는 툰드라 기후 지역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ㄱ. 냉대 기후 지역, ㄴ. 툰드

(가)는 이슬람교, (나)는 힌두교이다. 모스크는 이슬

제시된 자료는 사바나 기후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

람교의 대표적 종교 경관이며, 스리미낙시 사원은 인
도의 대표적인 힌두교 사원으로 다양한 신들의 조각

화를 설명한 것이다. 사바나 기후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을 때에는 건기,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

상이 있다. ② 윤회 사상은 힌두교, 불교 신자들이 믿

을 때에는 우기가 나타난다. ① 열대 고산 기후 지역

는다. ③ 라마단은 이슬람교의 금식 기간이다. ④ 이
슬람교의 발상지는 서남 아시아이며, 힌두교의 발상

은 연중 봄과 같은 날씨가 나타난다. ② 열대 기후
지역은 기온의 연교차가 일교차보다 작다. ④ 열대

(가)는 최상위 세계 도시, (나)는 상위 세계 도시,
(다)는 하위 세계 도시이다. 세계 도시는 계층이 높

지는 남부 아시아이다. ⑤ 이슬람교는 보편 종교, 힌

우림 기후 지역은 거의 매일 대류성 강수가 발생한
다. ⑤ 서안 해양성 기후 지역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

을수록 동일 계층 도시의 수는 적으며, 도시당 다국
적 기업의 본사 수는 최상위 세계 도시에서 가장 많

아 연중 습윤하다.

다. 세계 도시는 국제 금융 영향력, 다국적 기업의

두교는 민족 종교이다.
2. [출제의도] 건조 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 모습 이해
하기

10. [출제의도]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의 갈등 지역 이

자료는 건조 기후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의 화폐이다.

해하기

ㄱ. 요르단의 전통 복장은 강한 일사와 모래바람으로

(가)는 캐나다 퀘벡주, (나)는 이탈리아 북부(파다니
아) 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지도의 B는 벨기에 플랑

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ㄴ. 모로코의 전통
건축물은 큰 일교차를 조절하기 위해 벽이 매우 두
껍고 창이 작다.
3. [출제의도] 해안 지형의 특징 이해하기
(가)는 영국 본머스의 사빈, (나)는 프랑스 에트르타
의 시 스택과 해식애, (다)는 프랑스 필라의 해안 사

라 기후 지역, ㄷ. 빙설 기후 지역, ㄹ. 서안 해양성
기후 지역의 그래프이다.
17. [출제의도] 세계 도시 체계 이해하기

본사 수, 생산자 서비스업 집중 정도, 국제기구 본부
수, 국제 항공 승객수, 주요 교통ㆍ통신의 결절 등의
중심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계층성을 파악할 수 있다.

드르, D는 에스파냐 카탈루냐이다. 벨기에 플랑드르

18. [출제의도] 몬순 아시아의 자연환경에 적응한 생활
모습 이해하기

와 에스파냐 카탈루냐는 모두 언어적 차이에 경제적
격차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분리주의 움직임이 지속

(가)는 베트남, (나)는 일본, (다)는 스리랑카에 대
한 설명이다. 지도의 A는 스리랑카, B는 미얀마, C는

되고 있다.

베트남, D는 인도네시아, E는 일본이다. 따라서 (가)

11. [출제의도] 세계의 인구 분포 특성 파악하기

는 C, (나)는 E, (다)는 A이다.
19. [출제의도] 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의 특징 이

구, (라)는 그리스 케르키라(코르푸)의 석호이다. ㄱ.

(가)는 독일, 스웨덴, 핀란드,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

사빈은 주로 파랑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된다. ㄹ. 석
호의 면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축소된다.

으로 높게 나타나고, 이집트, 콩코 민주 공화국, 파키
스탄, 방글라데시 등 개발 도상국을 중심으로 낮게

해하기

나타나므로 노년층 비율을 표현한 지도이다. (나)는

산 지형이다. B는 중국 구이린의 탑 카르스트 지형

인도,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몬순 아시아와 독일, 영
국 등 산업이 발달한 서부 유럽 등에서 높게 나타나

으로 석회암이 차별적인 용식을 받아 형성되었다.
ㄴ. 지표수에 용식된 지형은 주로 석회암 지대에서

고, 러시아와 같이 기온이 매우 낮은 지역과 오스트
레일리아, 리비아, 차드 등 사막이 넓게 분포하는 지

나타난다. ㄹ. 해수면 상승으로 빙식곡이 물에 잠겨
형성된 지형은 피오르이다.

4. [출제의도]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 이해하기
(가) 지역은 이탈리아의 나폴리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 ①은 스텝 기후 지역, ③은 온난 습윤 기
후 지역, ④는 열대 고산 기후 지역, ⑤는 사바나 기
후 지역의 그래프이다.
5. [출제의도] 건조 기후 지역에 발달한 지형 이해하기
(가)는 사구(바르한), (나)는 선상지, (다)는 버섯바
위이다. 따라서 (가)는 ㄴ, (나)는 ㄷ, (다)는 ㄱ이
다.
6. [출제의도] 세계화와 지역화 전략 이해하기
제시된 글은 우리나라 ○○ 자동차 회사가 세계 여
러 국가에서 자동차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각국의
자연 및 인문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자동차를 만들

역에서 낮게 나타나므로 인구 밀도를 표현한 지도이
다. 합계 출산율은 주로 개발 도상국에서 높게 나타
나고, 선진국에서 낮게 나타난다.

설명이다. 지도에 표시된 A는 나이지리아, B는 에티
오피아이다. 나이지리아는 이슬람교와 크리스트교 간

끄러지는 경계이다. B는 로키산맥, 안데스산맥, 알프

의 종교적 차이뿐만 아니라 정치적 상황과 자원 분

스산맥, 캅카스산맥으로 신기 습곡 산지이다. C는 애
팔래치아산맥, 스칸디나비아산맥, 우랄산맥으로 고기

포에 따른 지역 간 경제적 격차까지 얽히면서 갈등
을 겪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소말리아, 에리트레아와

습곡 산지이다. D는 동아프리카 지구대이다.

분쟁을 겪었다.

략이다. ④ 지리적 표시제는 특정 지역의 기후, 지형,

제시된 글에서 설명하는 국가는 뉴질랜드이다. 지도
의 A는 파키스탄, B는 중국, C는 필리핀, D는 오스

7. [출제의도] 화석 에너지의 특징 비교하기
(가)는 미국과 러시아에서 생산 비중이 높고, 러시아
에서 수출 비중이 높으므로 천연가스이다. (나)는 미
국,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 비중이 높고, 사우디아
라비아, 러시아에서 수출 비중이 높으므로 석유이다.
(다)는 중국의 생산 비중이 가장 높고, 오스트레일리
아와 인도네시아의 수출 비중이 높으므로 석탄이다.
② 석탄은 산업 혁명 초기의 주요 에너지 자원이었
다. ③ 석유는 주로 신생대 제3기층의 배사 구조에
매장되어 있다. ④ 석탄은 천연가스보다 연소 시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다. ⑤ 석유는 석탄보다 상용화
된 시기가 늦다.

성 파악하기

A는 샌안드레아스 단층으로 두 판이 서로 어긋나 미

13. [출제의도]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민족 및
종교 갈등 이해하기

도이다.

20. [출제의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자원 개발 특
(가)는 콩고 민주 공화국, (나)는 보츠와나에 대한

12. [출제의도] 세계 대지형의 특징 이해하기

어 판매하는 현지화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③ 장소
마케팅은 특정 장소를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드는 전
토양 등 지리적 요인과 관련 있는 상품에 대해 품질
을 인정하고 생산지의 이름을 상표화 할 수 있는 제

A는 일본 후지산으로 마그마가 분출하여 형성된 화

트레일리아이다.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지역에서 이슬
람교도와 힌두교도 간의 분쟁을 겪고 있다. 중국은
티베트족, 위구르족이 각각 중국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필리핀은 민다나오섬에서 이슬람교도와 크리스
트교도 간의 갈등을 겪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이
주한 유럽계 백인과 원주민 간의 갈등을 겪고 있다.
14. [출제의도] 세계 고지도의 특징 이해하기
(가) 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는 지도의 위쪽이 남
쪽이다. 아메리카 대륙은 (나)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
도에만 표현되어 있다.
15. [출제의도] 세계 주요 식량 작물의 특징 비교하기
(가)는 아시아의 경작 면적 비중이 가장 높으며 유
럽의 수출량 비중이 가장 높은 밀이다. (나)는 아메
리카와 아시아의 경작 면적 비중이 높으며 아메리카
의 수출량 비중이 가장 높은 옥수수이다. (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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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의도] 동아시아의 신석기 문화 파악하기
자료는 동아시아의 신석기 시대에 대한 것이다. 신석
기 시대 한반도에서는 빗살무늬 토기가 제작되었다.
①은 중국 상 왕조의 제사용 청동 솥, ②는 중국 양

면서 은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다. ㄱ의 삼포 왜란은

세기 중반 이후 에도 막부는 네덜란드 상관을 나가

조선의 무역량 통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발로 일어
났고, ㄷ의 징더전에서는 도자기 등이 생산되었다.

사키의 데지마로 옮겨 이곳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
게 하였다. 이 시기 한국에서는 대동법이 시행되었

8. [출제의도] 엔닌의 활동 이해하기
자료의 (가)는 엔닌이다. 9세기 전반 엔닌은 적산법

산시 상인, 휘저우 상인 등이 전국적으로 활약하였
다. 일본에서는 조카마치를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하

화원에 머물렀고, 당의 불교 성지를 순례한 후 일본

였다. ⑤는 무로마치 막부 시기에 해당한다.

에 돌아가 입당구법순례행기라는 여행기를 저술하
였다. ①은 혜초, ②는 혜자, ④는 현장, ⑤는 달마에
해당한다.
9. [출제의도] 성리학의 영향 이해하기

사오 문화의 채도, ④는 중국 다원커우 문화의 세 발

자료의 (가)는 성리학이다. 남송대 주희가 집대성한

달린 토기, ⑤는 중국 얼리터우 유적에서 발견된 청
동 술잔에 해당한다.

성리학은 동아시아 각국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한국
에서는 서원이 세워지고 향약이 만들어졌으며, 장자

2. [출제의도] 일본의 율령 체제 이해하기

다. 중국에서는 강남 지역에 시진이 발달하였으며,

중심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중국에
서는 대의명분론과 화이관이 강조되었고, 성리대전

15. [출제의도] 시모노세키 조약 이해하기
자료는 시모노세키 조약에 대한 것이다. 청ㆍ일 전쟁
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
(1895)하여 랴오둥반도를 획득하였으나 러시아가 주
도한 삼국 간섭으로 랴오둥반도를 청에 반환하였다.
①은 1933년, ④는 1896년, ⑤는 1937년에 해당한
다. ③의 동유 운동은 1905년에 시작되었다.
16. [출제의도] 요코하마 파악하기

자료는 일본의 율령 체제에 대한 것이다. 일본은 중

이 편찬되어 널리 보급되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사

자료의 (가)는 요코하마이다. 요코하마는 미ㆍ일 수

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이호 율령 등을 반

서오경왜훈이 저술되었다. ⑤의 헤이조쿄는 당의 장
안성을 본떠 8세기에 건설되었다.

호 통상 조약으로 개항되었다. 요코하마에서는 일본
최초의 일본어 일간지인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이

포하였다. 또한 중앙 관제로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
과 행정을 총괄하는 태정관을 두고 태정관 아래 8성
을 설치하였다. ①은 몽골 제국, ②는 발해, ④는 거
란(요), ⑤는 고려 등에 해당한다.
3. [출제의도] 흉노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흉노이다. 흉노는 최고 통치자인 선우
아래 좌현왕과 우현왕 등을 두었으며, 만리장성 이북

10. [출제의도] 난징 조약 이해하기
자료는 난징 조약에 대한 것이다. 영국은 대청 무역

창간되었고, 도쿄와 연결되는 일본 최초의 철도가 개
통되었다. ①은 부산, ②는 베이징, ③은 난징, ④는
상하이에 해당한다.

적자를 만회하고자 청에 인도산 아편을 밀매하였다.
이에 청 정부는 임칙서를 광저우에 보내 아편을 몰
수하고 단속을 강화하였고, 영국은 이를 빌미로 제1

17. [출제의도] 6ㆍ25 전쟁 이해하기
자료의 (가)는 애치슨 선언(1950), (나)는 6ㆍ25 전

차 아편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에서 패한 청은 상하

쟁의 정전 협정(1953)에 대한 것이다. 1950년 6ㆍ

의 초원 지대를 통합하였다. 한 고조는 평성 전투에
서 묵특 선우에게 패배하고 흉노와 화친을 맺었다.

이 등 5개 항구 개항, 홍콩 할양 등의 내용이 담긴
난징 조약을 영국과 체결하였다. ②는 신축 조약, ③

25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일본을 반공 기지로 구
축하기 위해 미ㆍ일 안보 조약을 체결하였다(1951).

①은 후금, 청, ③은 당, ④는 진(秦)에 해당한다. ②

은 톈진 조약과 이를 인정한 베이징 조약 등, ④는
강화도 조약 등, ⑤는 포츠머스 조약에 해당한다.

①은 1960년, ②는 1966년, ③은 1942년, ⑤는
1945년에 해당한다.

의 슈고는 일본 가마쿠라 막부와 무로마치 막부 시
기 지방에 파견되어 치안 등을 담당하였다.

11. [출제의도] 17 ～ 19세기 동아시아 서민 문화 이해
4. [출제의도] 7세기 동아시아 인구 이동 이해하기

하기

18. [출제의도] 태평천국 운동 이해하기

자료는 7세기 동아시아 인구 이동에 대한 것이다. 백

자료는 조선 후기 서민 문화에 대한 것이다. 이 시기

자료는 태평천국 운동에 대한 것이다. 홍수전 등이
주도한 태평천국 운동은 청 왕조 타도, 토지 균분 등

제가 나ㆍ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한 이후, 백제의 유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상공업과 도시의 발달로 서민
문화가 발전하였다. 조선에서는 판소리, 탈춤, 산대놀

을 내세우면서 농민과 하층민의 지지를 받았다. ②,
⑤는 5ㆍ4 운동, ③은 의화단 운동, ④는 신문화 운

민들은 당과 일본 등으로 이동하였다. ① 에도 막부
는 초기에 일본 상인들에게 일종의 무역 허가증인
슈인장을 발급하여 무역을 통제하였다. ②의 천계령
은 타이완의 반청 세력이 진압된 이후 해제되었고,
③의 오닌의 난은 무로마치 막부 시기에 쇼군 가의
후계자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났으며, ④의 정화의 함
대는 명대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일대 등을 항해하였

이 등의 공연이 성행하였고, 중국에서는 홍루몽 등
의 소설과 경극 등의 공연이 유행하였다. 일본에서는
가부키, 분라쿠, 우키요에 등이 유행하였다. ①은 고
려, ②는 당, ③은 춘추ㆍ전국 시대에 해당한다. ⑤의
야요이 문화는 기원전 3세기경 일본 열도에서 시작
되었다.

다.

자료의 (가)는 금이다. 12세기 초 만주 일대에서는
여진족이 발흥하여 아구다가 부족을 통합하고 금을
세웠다. 금은 여진족 등에게는 맹안ㆍ모극제를, 한족
등에게는 주현제를 시행하였다. ①, ③은 몽골 제국,
④는 북위, ⑤는 거란에 해당한다.
6. [출제의도] 당 왕조 파악하기
자료는 당에 대한 것이다. 당대에는 수도 장안을 중
심으로 활발한 동서 교류가 이루어져 국제적인 문화
가 발달하였다. 특히 장안의 서시는 발해, 일본 등에
서 온 사신과 상인이 방문하는 국제 시장이었다. 당
은 베트남 북부에 안남 도호부를 설치하였다. ①은
돌궐, ②는 송, ③은 위, ⑤는 몽골 제국에 해당한다.
7. [출제의도] 동아시아의 은 유통 이해하기
자료의 (가)는 은이다. 에스파냐는 16세기 후반 필리
핀 마닐라를 점령한 후, 갈레온선을 이용하여 멕시코
아카풀코에서 마닐라로 아메리카 은을 가져와 중국
의 비단, 도자기 등과 교환하였다. 이에 따라 막대한
양의 은이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16세기 후반 명은
세금을 은으로 납부하게 하는 일조편법을 확대 시행
하였다. 일본에서는 조선에서 개발된 은 제련법인 회
취법이 전해지고, 이와미 광산이 본격적으로 개발되

자료의 (가)는 한국 광복군이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는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한국 광복군을 창설
하였다. 한국 광복군은 조선 의용대의 일부를 받아들
였으며, 미국과 연합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하였

12. [출제의도] 제1차 국ㆍ공 합작 시기 파악하기
5. [출제의도] 금 파악하기

동에 해당한다.
19. [출제의도] 한국 광복군 활동 이해하기

자료는 제1차 국ㆍ공 합작에 대한 것이다. 중국 국민
당은 소련의 지원 아래 중국 공산당과 연합하여, 군
벌의 지배와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중국을 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로써 1924년에 제1차 국ㆍ
공 합작이 성립되었다. 중화민국 수립은 1912년, 5
ㆍ4 운동은 1919년, 만주 사변은 1931년, 중ㆍ일 전
쟁 발발은 1937년, 국ㆍ공 내전 발발은 1946년, 중
화 인민 공화국 수립은 1949년에 해당한다.
13. [출제의도] 병자호란의 영향 파악하기
자료는 병자호란(1636 ～ 1637)에 대한 것이다. 병자
호란이 일어나자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청군에 항전
하였으나 결국 삼전도에서 항복하고 청과 군신 관계
를 맺었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에서는 청을 정벌하여
수치를 씻고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는 북벌론이
대두되었다. ①은 1623년, ③은 1449년에 해당한다.
④의 산킨코타이제는 에도 막부가 지방의 다이묘를
통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에도에 거주하게 한 제도
이고, ⑤의 가마쿠라 막부는 두 차례에 걸친 몽골ㆍ
고려 연합군 침략의 영향으로 쇠퇴하였다.
14. [출제의도] 에도 막부 시기 동아시아 경제 상황 파
악하기
자료는 에도 막부(17 ～ 19세기)에 대한 것이다. 17

23

다. ㄱ은 청의 신군, ㄴ은 조선 혁명군에 해당한다.
20. [출제의도] 대약진 운동 이해하기
자료는 대약진 운동에 대한 것이다. 중국의 마오쩌둥
은 1958년 대약진 운동 당시 공업과 농업의 동시 발
전을 꾀하면서 공업 발전을 위한 철강 증산 운동을
실시하고, 인민공사를 설립하여 대부분의 농가를 가
입시켰다. ①의 도이머이 정책은 베트남에서 추진되
었고, ②의 55년 체제는 일본에서 1955년 보수 세력
의 결집으로 성립되어 1990년대 비자민당 연립 정권
이 수립되면서 붕괴되었다. ③의 10월 유신은 1972
년 한국에서 선포되었으며, ⑤의 한ㆍ일 기본 조약은
1965년에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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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특색이 나타나는 등 국풍 문화가 발달하였다.

(1783). 보스턴 차 사건은 1773년에 발생하였다. ①

②는 무로마치 막부 시대, ③은 에도 막부 시대에 해
당한다. ①의 다이카 개신은 7세기 중엽 당의 율령을

은 1756년, ④는 1794년, ⑤는 1648년에 해당한다.
②의 링컨은 1861년에 제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

모방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단행되었

다.

고, ⑤의 쇼토쿠 태자는 6세기 말에 집권하여 불교
진흥책을 펼쳤다.

16. [출제의도] 제1차 세계 대전 시기의 사실 파악하기
자료는 제1차 세계 대전(1914 ~ 1918) 이후 체결된

8. [출제의도] 몽골 제국 파악하기
1. [출제의도] 메소포타미아 문명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바빌로니아 왕국에서는 함무라비왕이 기존의
법을 집대성하여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하였다. 이 문
명의 사람들은 지구라트라는 신전을 축조하였다. ②
는 이집트 문명, ③은 중국 문명, ④, ⑤는 인도 문명
에 해당한다.
2. [출제의도] 카롤루스 대제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몽골 제국이다. 파스파 문자는 몽골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것이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끝
난 후 전승국은 패전국인 독일과 베르사유 조약을

제국 쿠빌라이 칸의 명령으로 제작되었다. 몽골 제국
은 광대한 영토를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 도로를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라 독일은 모든 해외 식민지를
상실하고, 배상금 지급 등을 강요받았다. 한편 러시

정비하고 역참을 설치하였다. ②는 후금, 청, ③은

아에서는 1917년 11월 볼셰비키가 주도한 무장봉기

청, ④는 당, ⑤는 수에 해당한다.

로 임시 정부가 무너지고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었
다(11월 혁명). ①의 국제 연맹은 1920년에 창설되

9. [출제의도] 이집트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이집트이다. 이집트의 무함마드 알리
는 유럽식 행정 기구를 도입하는 등 근대화 정책을

자료의 (가)는 카롤루스 대제이다. 프랑크 왕국은 카

추진하였다. 한편 아라비 파샤는 영국 등의 내정 간

롤루스 대제 사후 베르됭 조약과 메르센 조약에 의

섭에 맞서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 건설’을 주장하
며 혁명을 일으켰다. ①은 아바스 왕조 등, ②는 에

해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로 분열되었다. 한편
카롤루스 대제는 궁정 학교를 세워 문예를 부흥시켰

스파냐, ③은 영국, ④는 독일에 해당한다.

다. ①은 비잔티움 제국의 레오 3세, ②는 피핀, ③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⑤는 카롤루스 마르텔에 해당한
다.
3. [출제의도] 무굴 제국의 문화 이해하기

10. [출제의도] 위진 남북조 시대 이해하기
자료는 위진 남북조 시대에 도연명이 쓴 ｢귀거래사｣
에 대한 것이다.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이 대두하여 청

자료는 무굴 제국(16 ∼ 19세기)에 대한 것이다. 무

담 사상 등이 유행하였다. 또한 이 시대에는 인재 등

굴 제국의 아크바르 황제는 지즈야를 폐지하고 힌두
교도를 관료로 등용하는 등 종교적 관용 정책을 펼

용을 위해 9품중정제가 실시되었다. ①은 명, ③은
청, ④는 춘추 전국 시대에 해당한다. ②의 양세법은

쳤다. 또한 무굴 제국에서는 타지마할이 건립되었다.

당대에 도입되었다.

①은 마우리아 왕조, ④는 굽타 왕조에 해당한다. ③
의 자이나교는 기원전 6세기경에 출현하였고, ⑤의

11. [출제의도] 송의 경제 상황 이해하기

간다라 양식은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이후 간다라 지

자료는 송에 대한 것이다. 송은 문치주의 정책 등으

방에서 등장하였으며, 쿠샨 왕조 시기에 발달하였다.

로 인하여 국방력이 약화되었고, 거란(요), 금 등 북
방 민족의 침입을 받았다. 금은 송의 수도 카이펑을

4. [출제의도] 그리스ㆍ페르시아 전쟁의 영향 파악하기
자료는 그리스ㆍ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것이다. 그리
스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침략에 맞서 테르
모필레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을 벌였다. 전쟁 이후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되었다. ①의 크리스
트교는 밀라노 칙령에 의해 공인되었고, ②는 알렉산
드로스 원정의 영향에 해당하고, ④의 도편 추방제는
그리스ㆍ페르시아 전쟁 이전에 클레이스테네스가 마

함락하고, 송의 황제를 포로로 잡아갔다(정강의 변).
한편 송대에는 교자 등의 지폐가 유통되었다. ③, ④
는 명ㆍ청대, ⑤는 춘추 전국 시대에 해당한다. ①의
일조편법은 명대 장거정의 건의로 전국에 확대 실시
되었다.
12. [출제의도] 루이 14세의 정책 파악하기

었고, ②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1944년에 전개되
었고, ③의 켈로그ㆍ브리앙 조약은 1928년에 체결되
었고, ⑤의 무솔리니는 1922년 로마 진군을 통해 정
권을 장악하였다.
17. [출제의도] 차티스트 운동 이해하기
자료는 차티스트 운동에 대한 것이다. 19세기에 영국
에서는 제1차 선거법 개정을 통해 신흥 상공업자에
게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의 혜택
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인민헌장을 내걸고 차티스
트 운동을 전개하였다. ①의 대헌장은 귀족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13세기에 영국의 존왕
이 승인하였고, ②의 한자 동맹은 13세기에 결성된
북부 유럽의 도시 동맹이고, ③의 청교도 혁명은 찰
스 1세의 전제 정치에 반발하여 일어났고, ⑤의 심사
법과 인신 보호법은 찰스 2세의 전제 정치에 맞서
제정되었다.
18. [출제의도] 쑨원의 활동 파악하기
자료는 쑨원에 대한 것이다. 쑨원은 중국 동맹회를
결성하여 청 왕조를 타도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
다. 이후 신해혁명이 일어나 쑨원은 임시 대총통으로
취임하였다. ①은 장제스, ②는 장쉐량, ④는 마오쩌
둥, ⑤는 증국번, 이홍장 등에 해당한다.
19. [출제의도]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이해하기
자료의 (가)는 에라스뮈스이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는 16세기에 알프스 이북으로 확산되었다.

자료의 (가)는 루이 14세이다. 루이 14세는 콜베르

이 시기에 알프스 이북의 대표적 인문주의자인 에라

련하였고, ⑤의 라티푼디움은 포에니 전쟁 이후에 로

를 등용하여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베르사

마에서 확산되었다.

유 궁전을 건립하였다. 또한 낭트 칙령을 폐지하여
상공업에 종사하던 신교도들이 프랑스를 떠나는 원

스뮈스는 우신예찬을 출간하여 교회와 성직자의
타락을 풍자하였다. ①은 고대 그리스에 해당하고,

5. [출제의도] 한 무제의 정책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한 무제이다. 한 무제는 흉노 견제를
위해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하였고, 동중서의 건의를

해 집대성되었고, ③의 브나로드 운동은 19세기에 러
시아에서 전개되었고, ④의 사회 진화론은 19세기에

트르 대제, ④는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에 해당한다.

스펜서에 의해 제시되었고 이후 유행하였다.

받아들여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그
는 남월과 고조선을 멸망시켰다. 한편 한 무제는 잦
은 대외 원정으로 재정이 어려워지자 균수법과 평준

②의 스콜라 철학은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

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①은 러시아의 니콜라이 1
세, ②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③은 러시아의 표

13. [출제의도] 오스만 제국 파악하기

20. [출제의도] 냉전 체제 이해하기

자료의 (가)는 오스만 제국이다. 오스만 제국은 메

자료는 쿠바 미사일 위기(1962)에 대한 것이다. 제2

법을 시행하였다. ①은 청의 옹정제, ②는 명의 홍무
제, ③은 당의 공영달 등, ④는 청의 강희제에 해당

(흐)메트 2세 때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고 비잔
티움 제국을 멸망시켰다. 한편 오스만 제국은 일종의

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대립하
는 냉전 체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이

한다.

군사적 봉건제인 티마르제를 실시하였다. ②는 무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 하자, 미국은 이를
자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하여 쿠바 해상을 봉쇄

6. [출제의도] 비잔티움 제국 파악하기

제국, ③, ④는 아바스 왕조, ⑤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해당한다.

자료의 (가)는 비잔티움 제국이다. 비잔티움 제국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기에 벨리사리우스 등의 활
약으로 옛 로마 제국 영토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였

14. [출제의도] 청 이해하기
자료는 청에 대한 것이다. 청대 공행은 광저우에서

다. 한편 비잔티움 제국은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 군

서양 상인과의 무역을 독점하였다. 한편 청은 주요

관구제와 둔전병제를 실시하였다. ①, ⑤는 오스만
제국, ②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 ③은 정통 칼리프

관직에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임명하는 만한 병용제

시대의 이슬람 세력에 해당한다.

거란(요)에 해당한다.

7. [출제의도] 헤이안 시대 이해하기
자료는 헤이안 시대(8세기 ∼ 12세기)에 대한 것이
다. 헤이안쿄(교토)를 수도로 삼았던 헤이안 시대에
는 견당사 파견이 중지되고, 주택, 관복 등에 일본

를 실시하였다. ①은 한, ③은 수, 당, ④는 명, ⑤는

15. [출제의도] 미국 혁명의 전개 과정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영국이 북아메리카 식민지에 인지세
를 부과하는 법과 관련된 것이고(1765), (나)는 북
아메리카 식민지의 독립이 인정된 파리 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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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대서양 헌장 발표는 1941년, 중화 인민 공화
국 수립은 1949년, 제1차 비동맹 회의 개최는 1961
년, 닉슨 독트린 발표는 1969년, 베트남 전쟁 종전은
1975년, 독일 통일은 1990년에 해당한다.

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가지

[정치와 법]
1
6
11
16

①
③
②
①

2
7
12
17

④
②
③
⑤

3
8
13
18

①
③
⑤
④

4
9
14
19

①
④
⑤
④

5
10
15
20

지 않는다.
⑤
⑤
④
④

1.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A는 복지 국가의 원리, B는 국민 주권주의, C는 국
제 평화주의이다. ③ 국제 평화주의의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④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민 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강
조한다. ⑤ 국민 주권주의는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근거한다고 본다.

11. [출제의도]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이해하기

18. [출제의도] 국제 연합(UN) 이해하기
A는 국제 연합의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5개 상임 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으

①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이므로 구속 중인 갑은 활용할 수 없다. ③ 을의

로 구성되며, 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
다. ○○국에 대한 경제 제재안은 1개국의 반대만으

1심 재판을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담당하였으므

로 부결되었으므로, 해당 안건에 반대한 국가는 상임

로 을이 항소한다면 2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
부에서 담당한다. ④ ○○지방법원 단독 판사의 선고

이사국에 해당한다. △△국에 대한 평화 유지군 파견
안은 가결되었으므로, 5개 상임 이사국은 모두 해당

이후에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을에게는 무죄 추
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⑤ ○○지방법원 단독 판사는

안건에 찬성하였다. ㄴ. 국제법을 적용하여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은 국제 사

을에게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

법 재판소이다.

게 하는 판결을 내렸다.

19. [출제의도] 민법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12. [출제의도] 정치 참여 이해하기

A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B는 계약 공정의 원

유권자가 정책을 제안하고, 제안된 정책을 선거관리
위원회가 후보들에게 전달하여 후보자가 공약으로

칙이다. ㄱ.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적
합해야 한다는 것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A는 배분적 정의이다. 배분적 정의는 상대적ㆍ비례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시민의 정치에 대한

ㄷ. C는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로 개인주의,

적ㆍ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정의이다. 이는 개인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출제의도] 법의 이념 이해하기

능력과 상황 등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여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13. [출제의도]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하기

20. [출제의도] 가족 관계와 법 이해하기

A는 현실주의적 관점, B는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①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법을 통한 국제 평화 보장을

① 혼인 전 형성한 재산은 부부 각자가 관리하기 때
문에, 을은 갑이 혼인 전에 형성한 갑의 부동산을 임

갑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 을국의 정부 형태

강조한다. ②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에서 상대

의로 처분할 수 없다. ② 혼인 중에 임신하여 출생한

는 대통령제이다. ② 내각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

국에 대한 힘의 우위 확보를 강조한다. ③ 자유주의
적 관점은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

자는 부부 사이의 자녀로 추정되어 친자 관계가 성
립한다. ③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 이혼의 유

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형은 협의상 이혼이다. 갑과 을은 재판상 이혼을 하

3. [출제의도] 정부 형태 이해하기

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③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
이다. ④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는 정부 형태
는 대통령제이다. ⑤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였다. ⑤ 병은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되었기 때
문에 ○○ 재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14. [출제의도] 특수 불법 행위 이해하기

가지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가)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다. ① 갑이

4. [출제의도] 기본권의 유형 이해하기

지는 책임은 공작물 점유자 책임이다. ② 을과 B가
연대하여 지는 책임은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다. ③

A는 자유권, B는 청구권, C는 사회권이다. ② 재판

병이 지는 책임은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다. ④ 정이

청구권은 청구권에 해당한다. ③ 사회권은 자유권보
다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④ 자유권은 헌

지는 책임은 사용자 배상 책임이다.

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5. [출제의도] 정치 참여 집단과 정치 과정 이해하기
A는 시민 단체, B는 정당, C는 이익 집단에 해당한
다. ① (가)와 (나)는 투입에 해당한다. ③ 정당은 정
책 결정 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시민 단체와 이
익 집단은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6.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 기관 이해하기
A는 대통령, B는 국무총리, C는 국무 회의, D는 국
회이다. ③ 대통령은 조약 체결 및 비준권, 국회는 조
약에 대한 비준 동의권을 가진다.
7. [출제의도] 민주 정치 발전 과정 이해하기
A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B는 현대 민주 정치, C
는 근대 민주 정치이다. ④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에
서는 추첨과 윤번제를 통해 공직자를 선출하였다. ⑤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는 직접 민주제를 시행하
였다.
8. [출제의도] 죄형 법정주의 이해하기
A 원칙은 명확성의 원칙이다. ① 적정성의 원칙이다.
②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이다. ④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다. 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다.
9. [출제의도]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하기
A는 위법성, B는 책임이다. 따라서 (가)에는 위법성
조각 사례, (나)에는 책임 조각 사례가 들어간다. ①
범죄가 성립하는 사례이다. ②, ③ 책임이 조각되는
사례이다. ⑤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례이다.
10.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하기

15. [출제의도] 선거 제도 이해하기
개편안에서 선거구는 1-4, 2-5, 3-6으로 통합된다.
최근 의회 의원 선거의 정당별 득표 결과를 개편안
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선거구 1-4
선거구 2-5
선거구 3-6

A당
105
110
70

B당
80
55
80

C당
60
70
95

(단위: 표)
D당
55
65
55

① 현행 제도는 소선거구제, 개편안은 중선거구제에
해당한다. ③ 현행에서 A당은 B당과 달리 유권자의
의사가 과대 대표되었다. ⑤ D당은 개편안에서 의석
을 얻지 못한다.
16. [출제의도] 근로자의 권리 이해하기
② 연소 근로자의 법정 근로 시간은 1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1일
에 1시간, 1주에 5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④ 법정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근로 조건을
정한 근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따
라서 갑은 최저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⑤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
17. [출제의도] 지방 자치 이해하기
㉢과 ㉣은 모두 지방 자치 단체의 장으로 지방 자치
단체의 집행 기관이다. ① ㉠은 ○○시 조례이므로
○○시 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② ㉡은 법률이
므로 개정 및 폐지 권한은 국회가 가진다. ③ 지방
자치 단체 예산의 심의ㆍ확정은 해당 지방 의회가
담당한다. ④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주민 소환의 대
상이 된다.

ㄱ. 갑의 법정 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을과 정의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기 때문에 정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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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경제]
1
6
11
16

⑤
③
④
③

2
7
12
17

④
⑤
④
②

3
8
13
18

③
⑤
②
③

8. [출제의도] 인플레이션 이해하기

4
9
14
19

5
10
15
20

⑤
①
①
⑤

②
②
③
④

9. [출제의도] 시장의 공급 이해하기

1. [출제의도] 경제 주체 이해하기
그림에서 설명하는 경제 주체는 기업이다. ① 소비
활동의 주체는 가계이다. ② 기업은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이다. ③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④
조세를 부과하여 재정 활동을 수행하는 경제 주체는
정부이다.

자료에서 설명하는 노동 공급 곡선은 임금이 W0 이
하일 때는 공급 법칙을 따르므로 우상향하고, 임금이
W0보다 높을 때는 공급량이 L0으로 변함이 없으므로
수직이다.
10. [출제의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해하기

2. [출제의도] 경제 체제 이해하기
A는 시장 경제 체제, B는 계획 경제 체제이다. ① 시
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에서는 모두 자원의
희소성에 따른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② 원칙적으
로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보장하는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이다. ③ 계획 경제 체제보다 시장 경
제 체제에서 경제적 유인을 강조한다. ⑤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
3. [출제의도] 기업의 합리적 의사 결정 이해하기
표는 A 기업의 X재 생산량에 따른 총수입, 총비용,
이윤, 평균 수입, 평균 비용을 나타낸다.
(단위: 만 원)
생산량

1개

2개

3개

4개

5개

총수입

15

30

45

60

75

총비용

15

20

21

40

65

이윤

0

10

24

20

10

평균 수입

15

15

15

15

15

평균 비용

15

10

7

10

13

④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로 얻는 수입
은 15만 원으로 일정하다. ⑤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생산량이 3개째까지
감소하다가 4개째부터 증가한다.
4. [출제의도] 가격 규제 정책 이해하기
가격 상한제는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가격 수준에서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정책이다. 갑국 정부는
대부 자금 시장에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고,
㉠을 통해 가격 상한선을 더 낮추려고 한다. ㄱ. 자금
수요량은 증가한다. ㄴ. 자금 공급량은 감소한다.
5. [출제의도] 합리적 선택 이해하기
A, B 중에서 갑은 A를, 을은 B를 선택하였다. 그러
므로 갑의 경우 A 선택에 따른 순편익은 B 선택에
따른 순편익보다 크고, 을의 경우 B 선택에 따른 순
편익은 A 선택에 따른 순편익보다 크다. ㄴ. 을의 B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기회비용보다 작다. ㄹ.
을의 B 선택에 따른 편익에서 A 선택에 따른 편익을
뺀 값은 2만 원보다 크다.
6. [출제의도] 시장 실패 이해하기
정보의 비대칭성은 거래 당사자들이 가진 거래에 필
요한 정보의 양이 서로 다른 상태를 의미한다. 정부
는 정보의 비대칭성 개선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
분을 유도한다.
7. [출제의도] 시장 변동과 잉여 이해하기
① ㉠은 ㉡과 보완재 관계에 있다. ② ㉤은 ㉣의 생산
원료이다. ③ ㉠의 공급 감소는 ㉡ 시장의 균형 가격
하락 요인이다.

A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B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
션이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총수요의 증가로 인
해 나타나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총공급의 감소
로 인해 나타난다. ③ 수입 원자재 가격 하락은 총공
급 증가 요인이다.

ㄴ. A재 수요는 가격에 대하여 단위 탄력적이다. ㄹ.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 가격이 상승할
때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11. [출제의도] 고용 지표 이해하기
경제 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에서 경제 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
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ㄱ. 2019년의 비
경제 활동 인구는 2017년보다 증가하였다. ㄷ. 2019
년의 실업자 수는 2018년보다 증가하였다.
12. [출제의도] 환율 변동의 요인 이해하기
늦게 환전할수록 쓸 수 있는 달러화가 적어진다는
내용을 통해 원/달러 환율 상승을 예상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① 미국산 상품의 수입 감소는 원/달
러 환율 하락 요인이다. ② 대미 서비스 수지 흑자
증가는 원/달러 환율 하락 요인이다. ③ 국산 상품의
대미 수출 감소는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이다. ⑤ 미
국 거주자의 우리나라 채권 구입 증가는 원/달러 환
율 하락 요인이다.
13. [출제의도] 금융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가)는 주식, (나)는 채권이다. ① 주식은 만기가 없
다. ③ 정부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⑤ 주식은 이
자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14. [출제의도] 총수요와 총공급 이해하기
② 생산 요소 가격 하락은 총공급 증가 요인이다. ③
생산 요소 가격 상승은 총공급 감소 요인이다. ④ 생
산 요소 투입량 증가는 총공급 증가 요인이다. ⑤ 순
수출 증가는 총수요 증가 요인이고, 생산 기술 향상
은 총공급 증가 요인이다.
15. [출제의도] 정부의 경제적 역할 이해하기
① 현행 소득세제에서 과세 대상 소득 증가율과 소득
세액 증가율은 같다. ② 과세 대상 소득이 4,600만
원일 경우 처분 가능 소득은 현행 소득세제에서
4,140만 원, 1안에서 4,100만 원이다. ④ 과세 대상
소득이 600만 원일 경우 처분 가능 소득은 2안에서
1,040만 원, 3안에서 1,070만 원이다.
16. [출제의도] 경제 안정화 정책 이해하기
㉠은 확대 재정 정책, ㉡은 확대 통화 정책이다. ①
확대 재정 정책의 실시는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다. ② 확대 통화 정책의 실시는 실질 GDP를 증가시
키는 요인이다. ④ 국공채 매각은 긴축 통화 정책의
수단에 해당한다.
17. [출제의도] 경상 수지 이해하기
(가)는 본원 소득 수지이다. ① 갑국 거주자의 해외
주식 투자금은 금융 계정에 반영된다. ③ 제시된 자료
만으로는 경상 거래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 ④ 제시
된 자료만으로는 상품 수출을 통한 수취액을 파악할
수 없다. ⑤ 여행 수지가 포함되는 경상 수지 항목은
서비스 수지이며, 서비스 수지는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악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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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출제의도] 국내 총생산 이해하기
표는 갑국의 연도별 명목 GDP, 실질 GDP, GDP 디플
레이터,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다.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명목 GDP(달러)

30,000

31,800

30,700

실질 GDP(달러)

30,000

30,000

30,000

GDP 디플레이터

100

106

약 102

경제 성장률(%)

-

0

0

19. [출제의도] 가계의 수입과 지출 이해하기
갑의 경상 소득은 근로 소득인 월급 270만 원, 재산
소득인 주식 배당금 30만 원을 합한 300만 원이며,
자녀 돌 축하금 40만 원은 비경상 소득이다. ① 이전
소득은 발생하지 않았다. ③ 비소비 지출은 세금과
사회 보험료를 합한 75만 원이다. ④ 소비 지출은 통
신비, 교육비, 식료품비를 합한 265만 원으로 근로
소득보다 적다.
20. [출제의도] 무역 원리 이해하기
교역 이후 갑국은 X재만을, 을국은 Y재만을 생산하
는 것을 통해 갑국은 X재 생산에, 을국은 Y재 생산
에 비교 우위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① 갑국의 Y
재 최대 생산 가능량은 100개보다 적다. ② 을국의 Y
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재 1개 미만이므로 교역
이전 을국이 Y재 50개를 소비할 경우 소비할 수 있는
X재는 50개 미만이다. ③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보다 작다. ⑤ 교역 이후 갑국에서 X재 1
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증가하였다.

설명하는 것은 계층론이다. ④ 동일한 경제적 위치에

[사회ᆞ문화]
1
6
11
16

②
④
①
⑤

2
7
12
17

④
⑤
⑤
③

3
8
13
18

④
①
②
③

4
9
14
19

②
②
⑤
③

5
10
15
20

①
②
④
④

1. [출제의도] 사회ㆍ문화 현상의 특징 이해하기
㉠, ㉡은 사회ㆍ문화 현상, ㉢은 자연 현상이다. ①
사회ㆍ문화 현상은 당위 법칙을 따른다. ③ 자연 현
상은 몰가치적이다. ④ 자연 현상은 사회ㆍ문화 현상
에 비해 인과 관계가 명확하다. ⑤ 자연 현상과 사회
ㆍ문화 현상 모두 경험적 연구가 가능하다.
2. [출제의도] 정보 사회의 특징 이해하기
제시문에는 정보를 분석,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이려
는 기업의 다양한 노력이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정
보 사회에서 정보가 부가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중
시됨을 파악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 이해하기
A는 면접법, B는 실험법, C는 질문지법이다. ① 면접
법은 실험법에 비해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

속한 구성원 간의 강한 귀속 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계급론이다. ⑤ 계층론은 정치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
평등에 종속된다고 보지 않는다.
10. [출제의도] 사회ㆍ문화 현상의 연구 사례 이해하기

자료에 나타난 갑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현황은 다
음과 같다.

11. [출제의도] 사회 집단의 특징 이해하기
A는 이익 사회, B는 공동 사회이다. ③ 공동 사회는
이익 사회와 달리 결합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④ 친
족은 공동 사회의 사례이고, 학교는 이익 사회의 사
례이다.
12. [출제의도] 지위, 역할, 사회화 이해하기
ㄱ. ㉠은 갑의 역할 행동이다. ㄴ. ㉢과 ㉥ 모두 성취
지위이다.
13. [출제의도]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 이해하기
(가)는 사회 서비스, (나)는 사회 보험, (다)는 공공
보험이다. ④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 모두 소득 재분
배 효과가 있다. ⑤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비용을

모두 언어적 응답을 통한 자료 수집이 필수적이다.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공공 부조
이다.
14. [출제의도] 하위문화 이해하기

갑의 관점은 갈등론적 관점, 을의 관점은 기능론적
관점이다. ① 갈등론적 관점은 지배 계급과 피지배

한 사회 내의 일부 구성원만이 공유하는 문화를 하
위문화라고 한다. 하위문화는 그 문화를 누리는 구성

계급의 이익이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 ③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 모두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ㆍ

원의 문화 정체성과 소속감 형성에 도움을 주며, 한
사회 전체의 문화를 풍부하고 다양하게 한다. ㄱ. ㉠

문화 현상을 설명한다. ④ 갈등론적 관점은 집단 간

은 물질문화에 해당한다.

5. [출제의도] 문화 이해의 관점 이해하기

15. [출제의도]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 이해하기
① 남성 가구주 가구 수와 여성 가구주 가구 수가 제
시되어 있지 않아 전체 가구 중 여성 가구주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파악할 수 없다. ②, ③ 남성 가구주

갑이 가진 문화 이해의 관점은 비교론적 관점, 을이

가구와 여성 가구주 가구 각각의 5분위 평균 소득

가진 문화 이해의 관점은 총체론적 관점이다. ㄷ. 비
교론적 관점은 자문화의 객관적인 이해에 기여한다.

및 1분위 평균 소득의 구체적인 액수는 파악할 수
없다. ⑤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우, 1분위 평균 소득

6. [출제의도]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이 매년 상승하였고 2019년 여성 가구주 가구의 소
득 5분위 배율이 2018년에 비해 높아졌다. 따라서

하기
을의 관점은 사회 실재론이다. ㄱ, ㄷ. 사회 명목론에

2019년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우, 5분위 평균 소득
은 2018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대한 설명이다.
16. [출제의도] 사회ㆍ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이해하기
7. [출제의도] 문화 변동의 요인 및 양상 이해하기
① (가)에서는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 ② (가)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③ (나)에서는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④ (가)와 (나)에서는 모두 직접
전파가 나타났다.
8. [출제의도] 일탈 이론 이해하기
제시문에 나타난 일탈 이론은 낙인 이론이다. ② 일
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 규범 확립을 강조하
는 것은 아노미 이론이다. ④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한 일탈 행동의 학습 과정에 주목하는 것은 차별
교제 이론이다. ⑤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
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머튼의 아노
미 이론이다.

A는 양적 연구 방법, B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 ① 행
위의 동기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질적 연
구 방법이다. ② 계량화된 자료의 통계 분석을 중시
하는 것은 양적 연구 방법이다. ③ 양적 연구 방법에
서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을 분리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직관적 통찰을 통해 사회ㆍ문화 현상의 의미를 해
석하는 것은 질적 연구 방법이다.
17. [출제의도] 문화의 속성 이해하기
㉠에 부각되어 있는 문화의 속성은 변동성, ㉡에 부
각되어 있는 문화의 속성은 공유성이다. ① 공유성에
대한 설명이다. ② 학습성에 대한 설명이다. ④ 축적
성에 대한 설명이다. ⑤ 총체성에 대한 설명이다.
18. [출제의도] 사회 조직 운영 원리 이해하기

9. [출제의도]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이해
하기
갑의 이론은 계급론, 을의 이론은 계층론이다. ① 지
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은 계층론이
다. ③ 다차원적인 기준으로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단위: %)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설 1>은 <가설 2>와 달리
수용되었다.

부조이다. ① 강제 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사회

을 받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이다.

20. [출제의도] 계층 구조와 계층 이동 분석하기

타나 있다. ㄱ. 특정 연령대만을 표본으로 선정하였으
므로 대표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ㄹ. 자료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다. ③ 질문지법은 표준화ㆍ구
조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 ⑤ 면접법과 질문지법

갈등이 사회를 변동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본다. ⑤ 기
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이용된다는 비판

제시문에 나타난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은 순환
론이다. ㄱ, ㄹ. 진화론에 대한 설명이다.

자료에는 질문지법을 활용한 양적 연구의 사례가 나

이 높다. ② 질문지법은 면접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

4. [출제의도] 사회ㆍ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해
하기

19. [출제의도]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 이해하기

A는 탈관료제, B는 관료제이다. ① ㉠은 ‘아니요’, ㉡
은 ‘예’이다. ② 관료제는 탈관료제에 비해 중간 관리
층의 비중이 높다. ④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업
무 담당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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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세대

구분
자녀
세대
계

상층

중층

하층

계

상층

5

0

25

30

중층

0

40

0

40

하층

5

0

25

30

10

40

50

100

① 상층의 비율은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높다.
②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이다. ③ 세대 간 상승 이동 비율은 25%, 세대 간 하
강 이동 비율은 5%이다. ⑤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
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 일치 비율은 상층이
5/30, 하층이 25/30이다.

다 q에 해당하는 빛이 작으므로 q는 전자가   에
서   로 전이할 때 나타난 스펙트럼선이다.

[물리학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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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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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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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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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의도] 전자기파의 특징 이해하기
A. 온도계는 적외선을 이용하여 물체의 온도를 측정
한다. B.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음식
을 데운다. C. 소독기는 자외선을 이용하여 식기를
소독한다.
2. [출제의도] 고체의 에너지띠 이해하기
A: 에너지띠는 여러 개의 에너지 준위가 겹쳐져 있
으므로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지 않다. B: 전자가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전이하면 원자가 띠의 전자
가 있던 곳에 양공이 생긴다. C: 고체는 띠 간격이
작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좋다.
3. [출제의도] 파동의 속력 자료 분석 및 해석하기
파동이  동안 파동의 파장 만큼 진행하였으므로


주기는  이다. 진동수=  이므로 진동수는  이다.
주기

4. [출제의도] 운동량 보존 법칙 적용하기
 방향의 속도를 양(+)으로 할 때, 충돌 전 A의


속도는  이고, 충돌 후 A, B의 속도는 각각   ,




이다.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면 A    =



B 


 A   + B   이다. 따라서  =  이다.




A

5. [출제의도] 열기관 자료 분석 및 해석하기
ㄱ. 고열원에서 열기관이 흡수한 열은 (열기관이 한
일+열기관이 저열원으로 방출한 열)이다. A가 고열
원에서 흡수한 열은 20kJ이다. 따라서 A의 열효율은
kJ

= 이다. ㄴ. 열효율은 A가 B의 2배이므로 B

kJ 





의 열효율은  이다. 따라서  =  이므로

  kJ 
 =2kJ이다. ㄷ. A가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은
20kJ, B가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은 10kJ이다.
6. [출제의도] 전기력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하기
A와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므로 C=A
이다.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작으므로 C >B이
다. 따라서 C> A > B 이다.
7. [출제의도] 특수 상대성 이론 적용하기
ㄱ. 광속 불변 원리에 따라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
ㄴ. 빛의 경로의 길이는 B가 측정할 때가 A가 측정할
때보다 크고 빛의 속력은 일정하므로, A <B이다. ㄷ.
C가 측정할 때, A <B 이므로 B의 시간은 A의 시간
보다 느리게 간다.
8. [출제의도]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에 대한 탐구 설계
및 수행하기
ㄱ. 수소 원자의 전자가 전이할 때 선 스펙트럼이 나
타나므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ㄴ.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빛의 파장이 작을수록 크
다. 따라서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p에 해당하는 빛
이 q에 해당하는 빛보다 크다. ㄷ. 수소 원자의 전자
가   로 전이할 때 가시광선 영역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p에 해당하는 빛보

9. [출제의도] 열역학 과정 결론 도출 및 평가하기
ㄱ. (가) → (나) 과정에서 A의 부피가 증가하므로 A
는 외부에 일을 한다. ㄴ. 기체에 공급한 열은 기체
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기체가 한 일의 합과 같다.
(나) → (다)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하지 않
으므로 A에 공급한 열량  는 A의 내부 에너지 증가
량과 같다. ㄷ. 기체의 압력이 같을 때 기체의 부피
가 클수록 기체의 온도가 크다. 따라서 A의 온도는
(다)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17. [출제의도] 전반사와 광통신 탐구 설계 및 수행하기
ㄱ.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빛이 입사할
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굴절률은 A가 C보
다 크다. ㄴ. P가 공기에서 B로 굴절할 때가 공기에
서 A로 굴절할 때보다 더 많이 굴절되므로 굴절률은
B가 A보다 크다. 두 매질의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이 작으므로 P는 B와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
한다. ㄷ. 광섬유에서 굴절률이 큰 물질은 코어, 작은
물질은 클래딩이다.
18. [출제의도] 전자 현미경 적용하기
ㄱ. 투과 전자 현미경에서는 전자가 시료를 투과한

10. [출제의도] 다이오드 적용하기
ㄱ, ㄴ, ㄷ. X는 저마늄(Ge)에 원자가 전자가 3개인
불순물 인듐(In)을 첨가하였으므로 p형 반도체이다.
LED에 순방향 전압이 걸리므로 p형 반도체와 연결
된 전원 장치의 단자 ㉠은 (+)극이고,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11. [출제의도]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
장 결론 도출 및 평가하기
ㄱ, ㄴ. p에서 A,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평면에 각각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므
로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방향이고 C에 흐
르는 전류의 세기는  보다 크다. ㄷ. q에서 A, B, C
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12. [출제의도] 물체의 자성 탐구 설계 및 수행하기
ㄱ. (가)에서 A가 자석에서 밀리므로 A는 반자성체
이다. 따라서 ‘흐르지 않는다.’는 ㉠으로 적절하다.
ㄴ. (나)에서 B가 원형 도선을 통과할 때 원형 도선
에 유도 전류가 흐르므로 B는 강자성체이다. 강자성
체는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
다. ㄷ. (가)에서 C가 자석에 끌리고, (나)에서 C가
원형 도선을 통과할 때 원형 도선에 유도 전류가 흐
르지 않으므로 C는 상자성체이다.
13. [출제의도] 전자기 유도 법칙 이해하기
ㄱ. 자가발전 손전등에서 자석의 운동에 의해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므로 자가발전 손전등은 전자기 유
도 현상을 이용한 장치이다. ㄴ, ㄷ. 자석이 코일에
가까워지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에 의한 자기 선속
의 증가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코일에는 유도 전류
가 흐르고, 코일과 자석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자
기력이 작용한다.
14. [출제의도] 파동의 간섭 자료 분석 및 해석하기
P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므로 합성파의 진
폭은  이다. Q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므
로 합성파의 진폭은 0이다.
15. [출제의도] 광전 효과 이해하기
ㄱ. (가)에서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고, (나)에서
광전자가 방출되었으므로 진동수는 P가 Q보다 작다.
ㄴ. P를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으므로
P의 세기를 증가시켜도 광전자는 방출되지 않는다.
ㄷ.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의 증거이다.
16. [출제의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 적용하기
A, B가 각각 Q, R를 통과할 때의 속력을 각각 ,
라고 할 때, 가속도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
므로 -- =- 이다. 따라서 A가 Q를 통과

할 때의 속력은   , B가 R를 통과할 때의 속력은



이다.
B가
P에서
R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

 


은  이므로 가속도의 크기 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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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형광 스크린에 상을 맺으므로 시료의 2차원적 구
조를 관찰할 수 있다. ㄴ. 전자 현미경에서 시료를
관찰할 때 사용하는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은 가시광
선의 파장보다 짧다. 현미경의 분해능은 파장이 짧을
수록 좋으므로 분해능은 A가 광학 현미경보다 좋다.
ㄷ. 전자의 질량을  , 플랑크 상수를 라 할 때, Ⅰ


에서  = 
이므로 Ⅱ에서 ㉠은   이다.

 

19. [출제의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결론 도출 및
평가하기
ㄱ. q에서 물체의 속력을 라 할 때, p에서 물체의
속력은 이다. 물체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이고, 물체의 중

력 퍼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이다. 따라서

 =이므로 = 
 이다. ㄴ. q와 r의


높이 차를 ′ 이라 할 때, 물체가 q에서 r까지 운동하
는 동안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중력 퍼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같으므로   =′ 이다. 따라서 ′ =

이다. ㄷ. 물체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 감소량, 중력 퍼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각각
, 이므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이다.
20. [출제의도] 뉴턴의 운동 법칙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하기
실이 끊어지기 전 A, B, C가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므로 A, B, C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0이다. 빗
면 아래 방향으로 A,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각

각  ,   라고 할 때, 빗면 아래 방향으로 C에 작


용하는 힘의 크기는   이다. 실이 끊어진 후 A의

가속도의 크기를 , B와 C의 가속도의 크기를 ′ 이



라고 할 때,  =,  -   =′ ,   





=′ 이므로 =  , ′ =  이다. A의 속력이





만큼 감소하는 동안, C는  만큼 증가한다. 따라


서 C가 만큼 이동했을 때 C의 속력은  이다.




  =    - 이므로 =  이다.




[화학Ⅰ]
1
6
11
16

②
⑤
④
⑤

2
7
12
17

⑤
②
①
③

3
8
13
18

①
②
④
③

②
③
③
②

5
10
15
20

25℃에서  w=HO OH = ×   으로 일정

①
④
⑤
⑤


하므로 수용액 (가), (나)의 pH와 OH 는 다음과
같다.

수용액

(가)


1. [출제의도] 탄소 화합물이 일상생활에 활용되는 사
메테인(CH )은 C 원자 1개와 H 원자 4개로 이루
어진 화합물로 액화 천연가스(LNG )의 주성분이다.
2. [출제의도] 금속 결합과 공유 결합 이해하기
ㄴ. 다이아몬드는 비금속 원소인 탄소로만 이루어진
공유 결합 물질이다. ㄷ. 금속 결합 물질인 나트륨은
고체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고, 공유 결합 물질인 다
이아몬드는 고체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다.
3. [출제의도] 분자의 극성 이해하기
ㄱ. AB에는 공유 전자쌍이 B쪽으로 치우친 극성 공
유 결합이 있다. ㄴ. BC는 극성 분자로 쌍극자 모멘
트가 0이 아니다. ㄷ. 전기 음성도는 C>B>A이다.

5

9

OH 

 ×   M

 ×   M

BCl 

NH

분자 모양 평면 삼각형 삼각뿔형
결합각

 =120°

=107°

정사면체형

104.5°

109.5°

5. [출제의도] 산 염기의 정의 적용하기
화학 반응에서 브뢴스테드·로리 염기는 양성자(H  )
를 받는 물질이다. 따라서 HO 이 브뢴스테드·로리
염기로 작용하는 반응은 (가)이다.
6. [출제의도] 루이스 전자점식 이해하기
ㄱ, ㄴ. X~Z 의 원자가 전자 수와 원소 기호는 다음
과 같다.
X
4
C

Y
1
H

Z
5
N

12. [출제의도] 몰 농도 이해하기
용질의양mol
용액의부피L

용액의 몰 농도(M)=  이며, 용질의 양

=0.2molL ×0.25L이고, =0.1이다.

칙을 만족한다. ㄷ. Z  는 N 이고 Y 는 H 이며 공유
전자쌍 수는 각각 3, 1이다.
7. [출제의도] 오비탈에 들어 있는 전자의 양자수 이해
하기

Na 과 X  이 인력과 반발력의 균형을 이루며 가장
안정한 상태의 NaX를 형성하고, 이때 NaX의 이온
사이의 거리가 236pm이므로 <236이다. ㄷ. 이온
결합 물질은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녹는점이 높다. NaX와 NaY에서
이온의 전하량 크기는 같고, 이온 사이의 거리는
NaY>NaX이므로 녹는점은 NaX>NaY이다.

고체가 물에 용해되는 반응이 발열 반응인 경우에는
수용액의 온도가 올라가고, 흡열 반응인 경우에는 수
용액의 온도가 내려간다. 따라서 고체 A~C 중 물에
용해되는 반응이 발열 반응인 것은 A, C이다.
15. [출제의도] 오비탈의 전자 배치 이해하기
오비탈의총전자수
를 라고 하면 3주기 원소의 는

 오비탈의총전자수

원소 Na


(가)에서 +1, (나)에서 –3이므로 +=-2이다.

ㄱ. 동위 원소는 양성자 수는 같고 중성자 수가 서로
다르므로 X의 동위 원소는 (가)와 (다) 또는 (나)와
(다)이다. X의 평균 원자량은 63.6이고 원자량은










X > X 이므로, (가)~(다)는 각각 X , Y , X 이다.
ㄴ. (나)와 (다)는 동위 원소가 아니므로 원자에서






Mg

Al

Si

P

S

Cl

Ar





























따라서 (가)~(라)는 각각 Na, Mg , Al , Si 이고 홀
전자 수는 각각 1, 0, 1, 2이다. Al 의 바닥상태 전자
배치는    으로 전자가 들어 있는 오비
탈 수는 7이다.



이다. Ⅰ에서 A가 한계 반응물이라면, 반응 후 C의
질량은 8g 보다 커야 하므로 Ⅰ에서는 B가 한계 반
응물이다. Ⅱ에서 B가 한계 반응물이라면, Ⅱ에서가


A의 질량은 14g 이고, 생성된 C의 질량이 16g이므로
반응의 질량비는 A:B:C=14:2:16=7:1:8이다. 반응의
몰비는 A:C=1:1이므로 분자량비는 A:C=7:8이다. A
7g 을 mol , C 8g 을 mol 이라고 가정하고, Ⅰ과
Ⅱ에서 반응 전 B의 양(mol )을 각각 , 이라
하면 Ⅰ, Ⅱ에서 각 기체 양(mol )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실험 I
반응 전
반응
반응 후

A
3
-
2

+

실험 Ⅱ
반응 전
반응
반응 후

A +
2
-2
0

B

-
0
B

-2 
(  )

→

C
0
+


→

C
0
+2
2

전체 기체의 부피비에 따라 (3+):(2+):
((  )+2)=5:10:6이므로 =2,  =8이다.
따라서 분자량비는 A:B:C=14:1:16이고, B 1g 이 2
mol 이므로 =4이다.
20. [출제의도] 중화 반응 이해하기
ㄱ. Ⅰ과 Ⅲ에서 HA의 부피는 Ⅲ>Ⅰ이고 X의 양
(mol )은 Ⅰ>Ⅲ이므로 X는 OH  이다. ㄴ, ㄷ. Ⅰ~
Ⅲ의 X의 몰 농도와 X의 양( mol )은 다음과 같다.
비커

[X](M)

X의 양( ×  mol )

ㄱ.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의 양(mol )은 부피에 비
례하므로 몰비는 CH :CH =2:1이다. ㄴ. 분자량=

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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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g
이고, 질량비는 CH :CH =3:2이므로

물질의양mol

Ⅱ

 
=2

  

2(20+)

Ⅲ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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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제의도] 분자량, 몰, 기체의 부피 관계 이해하기

9. [출제의도] 동위 원소와 평균 원자량 이해하기

반응 후 C의 질량이 Ⅱ에서가 Ⅰ에서보다 2배 많으
므로 반응한 A, B의 질량은 Ⅱ에서가 Ⅰ에서의 2배

질량은 2배이므로 전체 기체의 부피는 2배가 아니다.
따라서 Ⅱ에서 A가 한계 반응물이다. Ⅱ에서 반응한

각각 1, 2, 2이고, 부(방위) 양자수()는 각각 0, 0,
1이다.

큰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모두 가져간다고 가정할
때, 각 원자가 갖는 전하이다. 따라서 Y의 산화수는

19. [출제의도]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이해하기

ㄱ. 그림에서 에너지가 최소인 지점의 오른쪽에서는
인력이 반발력보다 우세하고, 왼쪽에서는 반발력이
인력보다 우세하다. ㄴ. 에너지가 최소인 지점에서

다음과 같다.

산화수는 공유 결합하는 두 원자 중 전기 음성도가

→ 6Fe   () + 2Cr () + 7HO ()

Ⅰ에서보다 반응 전 질량이 A의 질량은  배, B의


, ,  에 들어 있는 전자의 주 양자수()는

8. [출제의도] 산화수 이해하기

6Fe  () + CrO  () + 14H  ()

13. [출제의도] 이온 결합의 형성 과정과 특징 이해하기

14. [출제의도] 열의 출입 측정하기

XY 에서 X는 Ne 의 전자 배치를 가지므로 옥텟 규

CrO   에서 O 의 산화수는 -2이고 Cr의 산화수는
+6이다. ㄷ. Fe 의 산화수는 +2에서 +3으로 증가하
고, Cr의 산화수는 +6에서 +3으로 감소한다. 증가
한 산화수의 총합과 감소한 산화수의 총합이 같아야
하므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15이다.

g
gmol

굽은형

18. [출제의도] 산화 환원 반응의 화학 반응식 완성하기
ㄱ. Fe   은 전자를 잃고 Fe  으로 산화된다. ㄴ.

ㄱ. 바닥상태 원자 O , F, Mg , Al 의 홀전자 수는
각각 2, 1, 0, 1이므로 (나)는 O , (라)는 Mg 이다.
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가 전자
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증가하므로 (가)~(라)는
각각 Al , O , F , Mg 이고  <4.07이다. ㄷ. 같은 주
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고,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은 커
지므로 원자 반지름은 Al >F 이다.

(mol )은 서로 같으므로  molL ×0.1L + 

CH

따라서 HO 과 CH 은 각각 영역 Ⅰ과 Ⅱ에 속한다.

원소
원자가 전자 수
원소 기호

11. [출제의도] 원소의 주기적 성질 분석하기

질량
화학식량

HO

가 3인 Al 이고,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
온화 에너지는 감소하므로 X는 K, Y는 Na이다.

로 >496이다.

(mol )=  이다. 혼합 전과 후 용질의 양

4. [출제의도] 분자의 구조와 결합각 이해하기

ㄱ, ㄴ. Z는  <  <  ≪  이므로 원자가 전자 수

ㄷ.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화 에너
지는 대체로 증가하고, 이온화 에너지는 Al >Na이므

(나)

pH(=  logH O  )

례 이해하기

분자

17. [출제의도] 순차 이온화 에너지 이해하기

10. [출제의도] 물의 이온화 상수와 pH 이해하기

4
9
14
19

 
 

분자량비는 CH :CH =  :  =3:4이다. ㄷ. CH  에

양성자 수(=전자 수)가 서로 다르다. ㄷ. X와 X
의 존재 비율(%)을 각각 100-, 라고 할 때,

서 구성 원자 수비는 C:H=  :  =

×    ×
   이므로 =30이다.


 
: =3:4이므로 =4이다. CH 의 분자량은 40이므

 


C의질량
H의질량
C의원자량 H의원자량

로 CH 의 분자량은 30이며 =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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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4,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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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은 ㉡에 해당한다. ㄷ. 식물의 낙엽으로 인

가 없으므로 P에서 a는 성염색체에 있다는 것을 알

해 토양이 비옥해지는 것은 ㉠에 해당한다.

수 있다. ㄱ. ⓐ + ⓑ + ⓒ + ⓓ = 7이다. ㄷ. ㉣에서
B가 4이고, ㉡에서 B가 0이므로 Ⅳ에는 중복이 일어

10. [출제의도] 사람의 유전 분석하기
(가)의 유전은 복대립 유전, (나)의 유전은 다인자
유전이다. ㉠과 ㉡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나)의 표현형이 ㉠과 같을 확률은 


1. [출제의도] 생물의 특성 이해하기

난 염색체가 없다.
18. [출제의도] 방어 작용 분석하기
방어 작용은 병원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비
특이적 방어 작용과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특이적으
로 일어나는 특이적 방어 작용이 있다. 항원이 체내

아메바는 세포 구조이며 물질대사를 한다. 박테리오


이므로 (가)의 표현형이 ㉠과 같을 확률은  이다.


파지는 세포 구조가 아니며 핵산을 가진다. ㄷ. 박테

이를 통해 D는 A와 B에 대해 우성이고, A는 B에 대

에 처음 침입하면 B 림프구가 형질 세포로 분화하여
항체를 생성하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ㄴ. 구

리오파지는 세포 구조가 아니므로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다.

해 우성임을 알 수 있다. (가)와 (나)의 유전자가 서
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하므로 ㉠에서 생성될 수

간 Ⅱ에서 A에 대한 기억 세포가 형질 세포로 분화
되었다.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16가지이다. (가)에 대
2. [출제의도]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분석하기
연역적 탐구 방법은 관찰 및 문제 인식 후 가설을
설정하고 탐구 설계 및 수행 과정을 통해 가설을 검
증하며, 이 과정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여 대
조 실험을 수행한다. ㄱ. 이 탐구 과정은 연역적 탐
구 방법이다. ㄷ. 생콩즙의 첨가 유무는 조작 변인에
해당한다.
3. [출제의도] 염색체와 DNA 이해하기
Ⅰ은 수컷, Ⅱ는 암컷이다. (가)와 (다)는 Ⅰ의 세포
이고, (나)는 Ⅱ의 세포이다. (나)와 (다)에는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므로 핵상은 2이다. 염색체에는 히
스톤 단백질이 있다. ㄱ. Ⅱ는 암컷이다.
4. [출제의도]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분석하기
(가)는 소화계, (나)는 순환계, (다)는 배설계이다.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어 혈액을 통해 순
환계로 이동한다. 콩팥은 배설계에 속한다.

가지이고, (나)에 대한 유전자형이 EeFFGg와 eeffgg
인 부모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3가지이다. 따라서 유전자
형이 AAEeFFGg인 아버지와 BDeeffgg인 어머니 사
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와 (나)의 표현형은 최대 6가지이다. ㄱ.
㉠과 ㉡의 (가)에 대한 표현형은 다르다.

(가)는 2차 천이, (나)는 1차 천이를 나타낸 것이다.
㉠은 초원, ㉡은 양수림, ㉢은 지의류이다. ㄱ. (가)
는 2차 천이를 나타낸 것이므로 개척자는 지의류가
아니다.

A는 감각 뉴런, B는 연합 뉴런, C는 운동 뉴런이다.
감각 뉴런은 구심성 뉴런이고, 운동 뉴런은 원심성
뉴런이다. 골격근에 연결된 운동 뉴런의 축삭 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
다.

㉠은 G2기, ㉡은 M기, ㉢은 G1기이다. 물질 X는 G1
기에서 S기로의 진행을 억제하므로, A에 X를 처리하
면 ㉢ 시기의 세포 수는 처리하기 전보다 증가한다.
ㄱ. ㉡ 시기에 2가 염색체가 관찰되지 않는다. ㄴ. 세
포 1개당 DNA 양은 ㉠ 시기의 세포가 ㉢ 시기의 세
포보다 많다.

2로부터 (나)의 표현형이 다른 5와 7이 태어났으므
로 (나)는 우성 형질이다. 7, 9에서만 (다)가 발현되
었으므로 (다)는 열성 형질이다. 1과 5에서 (가)의
유전자형은 Hh이다. 이 집안의 (가) ～ (다)에 대한
유전자형을 가계도에 나타내면 그림과 같다.

간 Ⅱ에서보다 많다. ㄱ. 글루카곤은 이자섬의 세포
에서 분비된다.
12. [출제의도] 방어 작용 분석하기
이다. ㉠은 3이다. 무좀균은 곰팡이이다. 결핵균, 무
좀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모두 유전 물질을 가진
다. 결핵균과 무좀균은 독립적으로 물질대사를 한다.
결핵의 치료에 항생제가 사용된다. ㄴ. A는 인플루엔
자 바이러스이다.

㉠의 염색체 수는 23이다. ㉢이 ㉠으로 되는 과정은
감수 1분열이고, ㉠이 ㉡으로 되는 과정은 감수 2분
열이다. ㉢은 감수 1분열 중기의 세포이므로 T의
DNA 상대량은 2이다. 감수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
가 분리되고, 감수 2분열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A는 1차 소비자, B는 2차 소비자, C는 3차 소비자이
다. Ⅰ은 C, Ⅱ는 A, Ⅲ은 B이다. ㄴ. Ⅲ의 에너지
효율이 15 %이므로 ㉠은 15이다. ㄷ. C의 에너지 효

율은  × 100 = 20 %이다.

15. [출제의도] 흥분의 전도 분석하기
 은 5 ms,  는 6 ms이다.  일 때  에서의 막전위

8. [출제의도] 근육 수축의 원리 분석하기
 일 때 X의 길이는 A대의 길이 + (2 × ㉡의 길이)
㉡의

(나)와 (다)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있다.

호르몬 X는 글루카곤, Y는 인슐린이다. 호르몬 ㉠은
Y이다. 간에서 글리코젠 합성량은 구간 Ⅰ에서가 구

14. [출제의도] 에너지 흐름 분석하기

7. [출제의도] 세포 주기 분석하기

때

1과 2 사이에서 6이 태어났으므로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고, (가)는 열성 형질이다.

11. [출제의도] 항상성 조절 적용하기

13. [출제의도] 생식세포의 형성 적용하기

6. [출제의도] 신경계 적용하기

 일

19. [출제의도] 사람의 유전 분석하기

A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B는 결핵균, C는 무좀균

5. [출제의도] 군집의 천이 이해하기

= 2.0 ㎛이다.

한 유전자형이 AA와 BD인 부모 사이에서 아이가 태
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2

길이는

X의 길이 – A대의 길이
= 0.7 ㎛이다. 따라서 ㉡의


길이는  일 때가  일 때보다 짧다. ㄷ.  일 때 ㉠
A대의 길이 – H대의 길이
의 길이는  = 0.3 ㎛이고,

㉠의 길이

A대의 길이는 1.6 ㎛이므로  =  이다.
A대의 길이

9. [출제의도] 생태계 이해하기
생태계의 구성 요소에는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
인이 있다. 같은 종의 개체들이 모인 집단을 개체군
이라고 한다. ㄴ. 수온이 돌말의 개체 수에 영향을

가 -80 mV이므로 A에서 흥분의 전도는 1 ms당 1
cm씩 이동한다. ㄴ. B의 흥분 전도 속도는 3 cm/ms
이다. ㄷ.  일 때 B의  에서 막전위가 -80 mV이므
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16. [출제의도] 항상성 조절 분석하기
㉠은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은 오줌 삼투압이
다. ADH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 ㄴ. ㉠은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이다. ㄷ. 혈장 삼투압이 높
아지면 혈중 ADH 농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단위 시
간당 오줌 생성량은  에서가  에서보다 많다.
17. [출제의도] 유전자 이상 적용하기
Ⅰ은 ㉢，Ⅱ는 ㉣, Ⅲ은 ㉠, Ⅳ는 ㉡이다. ⓐ는 4, ⓑ
는 0, ⓒ는 1, ⓓ는 2이다. ㉢에 a가 있지만 ㉣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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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과 8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 ～ (다) 중 (가)와 (나)만 발현될 확률은  ×



=  이다. ㄱ. (나)는 우성 형질이고, (다)는 열



성 형질이다.
20. [출제의도] 개체군과 군집 분석하기
㉠은 포식과 피식, ㉡은 상리 공생이다. ⓐ는 ‘이익’
이다. 뿌리혹박테리아와 콩과식물 사이의 상호 작용
은 상리 공생이므로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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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의도] 대륙 이동설과 해양저 확장설 이해하기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 이후 홈스가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맨틀의 대류로 설명했다.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저

16. [출제의도]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 이해하기

ㄱ. 해수면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양이 많을수록
표층 수온이 높게 나타난다. ㄴ. A 시기에 ㉠ 구간

ㄱ. 대류핵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복사층을 거쳐 표면
까지 이동하는 별(A)은 중심핵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에서는 염분이 거의 일정하고 수온은 감소한다. 따라서
㉠ 구간에서의 밀도 변화는 염분보다 수온의 영향이

복사층과 대류층을 거쳐 표면까지 이동하는 별(B)보다
질량이 크다. ㄴ. 주계열성은 정역학적 평형 상태에

크다. ㄷ. 혼합층은 바람에 의한 혼합 작용으로 수온이

있다. ㄷ. 주계열성은 질량이 클수록 수소 핵융합 반응

일정한 층이다. 따라서 혼합층의 두께는 A보다 B 시기에
두껍다.

중 CNO 순환 반응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10. [출제의도] 해수의 표층 순환 이해하기

17. [출제의도] 외계 행성 탐사 방법 이해하기
ㄱ. T 일 때 ‘백두’는 시선 속도가 양(+)의 값이므로

퇴적물의 두께는 두꺼워진다. 고지자기 줄무늬가 해령을
축으로 대칭적으로 분포하는 것은 해령에서 생성된

ㄱ. ㉠ 구간에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방향으로 난류가
흐른다. ㄴ. ㉡ 구간의 표층 해류는 무역풍의 영향을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 ㄴ. 태양으로부터 외계 행성
까지의 거리는 중심별의 시선 속도가 후퇴에서 접근으로

해양 지각이 양쪽으로 멀어지기 때문이다.

받아 서쪽으로 이동한다. ㄷ. 북태평양에서 아열대
표층 순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변할 때보다 접근에서 후퇴로 변할 때 멀다. 따라서
태양으로부터 ‘한라’까지의 거리는 T 보다 T 일 때

2. [출제의도] 지질 구조 이해하기
ㄱ. 습곡에서 아래로 오목한 부분을 향사라고 한다.
ㄴ. (나)는 상반이 단층면을 따라 위로 이동한 역단층
이다. ㄷ. 습곡과 역단층은 모두 횡압력을 받아 형성되는
지질 구조이다.
3. [출제의도] 변동대의 마그마 생성 과정 이해하기
ㄱ. 섭입대 부근에서 생성된 마그마의 SiO  함량은

11. [출제의도] 엔소(ENSO) 이해하기
(가)와 (나)에서 편차가 0에 가까운 A 시기가 평상시
이다. B 시기는 무역풍이 약화되고 동태평양에서 20℃
등수온선 깊이가 깊어졌으므로 엘니뇨 시기이다.
C 시기는 무역풍이 강화되고 동태평양에서 20℃
등수온선 깊이가 얕아졌으므로 라니냐 시기이다.

멀다. ㄷ.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별로부터 공통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므로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가 커진다.
18. [출제의도] 생명가능 지대 이해하기
ㄱ. ㉠은 생명가능 지대에 위치한 행성으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ㄴ. ㉡은 B의 생명가능 지대에
위치한 행성보다 중심별로부터 가까이 위치하고 ㉢은

B보다 A가 높다. 따라서 A는 Y이다. ㄴ. 해양 지각

ㄱ. 동태평양의 용승은 평상시보다 엘니뇨 시기가
약하다. ㄴ.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수온 약층 깊이

으로부터 물이 공급되면 해양 지각과 맨틀을 구성하는
암석의 용융점이 낮아져 마그마가 생성된다. ㄷ. 마그마의

차이는 평상시보다 라니냐 시기가 크다. ㄷ. 엘니뇨
시기에는 동태평양의 해수면 평균 기압이 낮아지고

멀리 위치한다. 따라서 행성의 평균 표면 온도는
㉡보다 ㉢이 낮다. ㄷ. 별의 광도가 클수록 생명가능

온도는 A보다 B가 높다. 따라서 온도는 ㉠에 해당하는

서태평양의 해수면 평균 기압은 높아진다. 라니냐

지대가 중심별로부터 멀어지고 폭은 넓어진다. A, B와

물리량이다.

시기에는 동태평양의 해수면 평균 기압이 높아지고
서태평양의 해수면 평균 기압은 낮아진다. 따라서

비교할 때 C는 생명가능 지대에 위치한 행성까지의
거리가 가까우므로 생명가능 지대의 폭이 가장 좁다.

4. [출제의도] 지질 시대 특징 이해하기
ㄱ. 육상 척추동물은 고생대 석탄기에 최초로 출현
하였다. ㄴ. 대륙의 수는 ㉠, ㉢보다 ㉡ 시기에 적으므로
㉡ 시기의 대륙 분포는 A이다. ㄷ. 대륙의 수는 ㉡보다
㉢ 시기가 많으므로 해안선의 길이는 ㉡보다 ㉢ 시기에
길었다.
5. [출제의도] 지층의 생성 순서 이해하기
이 지역에서 암석의 생성 순서는 셰일 → 사암 →
화강암 → 이암 순이다. ㄱ. 화강암과 이암층 사이의
부정합은 ㉠ 시기에 나타났다. 따라서 ㉠ 시기에 융기와
침식 작용이 있었다. ㄴ. 셰일층과 사암층 퇴적 이후,
마그마가 관입하여 화강암이 생성되었으므로 사암층은
㉡ 시기 중에 퇴적되었다. ㄷ. 셰일층에 건열이 나타
나므로 셰일층은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었다.
6. [출제의도] 판의 운동과 열점의 특징 이해하기
ㄱ. 화산의 연령과 거리로 보아 태평양판의 이동 속도는
일정하지 않았다. ㄴ. 하와이섬은 지구 내부의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여 생성된 지역이다. ㄷ. 태평양판이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새로 생성되는 섬은
하와이섬의 남동쪽에 위치할 것이다.
7. [출제의도] 태풍의 특징 이해하기
ㄱ. 태풍의 세력은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강하므로
06시보다 12시에 약하다. ㄴ. 관측소 B는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하므로
위험 반원에 위치한다. ㄷ. A에서 05시경에 측정된
기압보다 B에서 11시경에 측정된 기압이 낮다. 태풍의
중심 기압은 05시경보다 11시경이 높으므로 태풍의
이동 경로와 관측소 사이의 최단 거리는 A보다 B가
짧다.
8. [출제의도] 위성 영상을 해석하여 집중 호우 이해하기

동태평양의 해수면 평균 기압
은 엘니뇨 시기보다
서태평양의 해수면 평균 기압

19. [출제의도] 허블 법칙 이해하기
ㄱ. 팽창하는 우주에서는 우주의 중심을 알 수 없다.
ㄴ. 허블 법칙(v  H r)에 의하면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는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 A로부터의

라니냐 시기가 크다.
12. [출제의도] 지구 기후 변화 이해하기
온실 기체의 평균 농도가 높다. ㄱ. 1월에 이산화 탄소와
메테인의 농도는 A에서 높고 B에서 낮으므로 A는

거리는 C가 B의 3배이므로 A에서 관측되는 후퇴
속도는 C가 B의 3배이다. ㄷ. B로부터의 거리는 C가
A의 2배이므로 후퇴 속도는 C가 A의 2배이다. 외부

30°N에 위치한 관측소이다. ㄴ. 2010년 1월에 이산화

은하의 후퇴 속도와 방출선의 파장 변화량은 비례

탄소의 평균 농도는 30°S보다 30°N에서 높다. ㄷ.
이 기간 동안 이산화 탄소 농도의 평균 증가율이 메

하므로 방출선의 파장 변화량은 C가 A의 2배이다.

테인 농도의 평균 증가율보다 높다.

λ  은 600nm이다.

화석 연료 사용 등의 영향으로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13. [출제의도] 표층수와 심층수의 순환 이해하기

A와 C에 나타나는 방출선의 파장 차가 14nm이므로

20. [출제의도]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이해하기

ㄱ. A는 표층수의 흐름이고, B는 심층수의 흐름이다.

A는 광학적으로 관측 가능하지는 않지만, 중력이

ㄴ. 표층수는 심층수보다 유속이 빠르다. ㄷ. ㉠ 해역으로
빙하가 녹은 물이 유입되면 해수의 밀도가 낮아져

작용하는 암흑 물질이다. B는 우주의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암흑 에너지이다. ㉠은 암흑 에너지, ㉡은

침강이 약해진다.

암흑 물질, ㉢은 보통 물질이므로 A는 ㉡, B는 ㉠이다.

14. [출제의도] 별의 물리량 이해하기
별에서 방출되는 최대 복사 에너지 파장은 A보다 B가
짧으므로 별의 표면 온도는 A보다 B가 높고, 단위
시간당 동일한 면적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도
A보다 B가 크다. 흑체 복사 곡선의 면적은 B보다
A가 크므로 별의 광도는 B보다 A가 크다. 별의 광도
L  R T  이므로 반지름은 B보다 A가 크다.
수소 흡수선이 나타나는 파장에서 복사 에너지의
세기가 줄어드는 정도로 보아 수소 흡수선의 세기는
A보다 B가 크다.
15. [출제의도] 별의 진화 과정 이해하기
ㄱ. H - R도 상에서 좌상단으로 갈수록 주계열성의
질량이 크므로 질량은 A 보다 B 이 작다. ㄴ. A 와

ㄱ. 집중 호우가 발생한 A 지역의 대기는 불안정하다.

B 는 주계열성에서 거성으로 진화하는 단계의 별이며,

ㄴ. 위성의 가시광선 관측은 주간에만 가능하고 적외선
관측은 24시간 가능하다. ㄷ. 적외 영상은 고도가

별의 내부에서 수소각 연소가 진행된다. ㄷ. 주계열성이
거성으로 진화할 때 질량이 큰 별일수록 반지름이

낮은 구름보다 고도가 높은 구름이 밝게 표현되므로
구름 정상부의 고도는 A보다 B 지역이 낮다.

C의 생명가능 지대에 위치한 행성보다 중심별로부터

크게 증가하므로

A 의 반지름
>
A 의 반지름

이다.

31

B 의 반지름
B 의 반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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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제의도] 돌림힘의 평형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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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제의도] 중력 렌즈 효과 이해하기

A, B가 막대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각각  A , B 라
할 때, 막대의 오른쪽 끝을 회전축으로 하는 돌림힘

1. [출제의도] 힘의 분해와 합성 적용하기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수평 성분은 왼쪽 방향으로
1N이고, 알짜힘의 수직 성분은 아래쪽 방향으로 1N
이므로 알짜힘의 크기는 
 N이다.
2. [출제의도] 평면상의 물체의 운동 자료 분석 및 해
석하기
ㄱ. 0초부터 4초까지 변위의 성분의 크기는 8m, 
성분은 0이므로 변위의 크기는 8m이다. ㄴ. 방향으
2

로 등속도 운동, 방향으로 가속도의 크기가 1m/s
인 등가속도 운동하므로 2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ㄱ, ㄴ, ㄷ.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은 은하단
주위의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진행하고, 은하단의 질

이 평형을 이룬다. 따라서 × =  A × 이므

량이 클수록 주위의 시공간은 더 많이 휘어진다.

로  A =이고,  A =이다. 막대에 작용하는

17. [출제의도] 가속 좌표계의 자료 분석 및 해석하기

힘이 평형을 이루므로  A =  B , A + B =이

A의 질량을  , 엘리베이터의 가속도의 크기를 라

다. 따라서  B= 
 이다.

할 때, A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방향은 엘리베이터의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이고 크기는 이다. 따라서

10. [출제의도] 원운동 탐구 설계 및 수행하기
실이 고무마개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추의 무게와
같으므로 실의 길이를 로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로
추의 질량만을 증가시키면 고무마개에 작용하는 구
심력의 크기가 증가한다. 따라서 고무마개의 속력은
증가하고 주기는 감소한다.

A에 작용하는 관성력은 0초부터 2초까지, 2초부터 4
초까지 각각 0, -5N이므로, A가 엘리베이터 바닥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각각 10N, 15N이다.
18. [출제의도] 단진자 운동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가설 설정하기
ㄱ. 마찰과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단진자 운동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므로 물체의 속력은 최저점

11. [출제의도] 케플러 법칙 이해하기
A: 태양 중심과 행성 중심을 연결한 직선이 쓸고 지

O에서 최대이다. ㄴ.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은 물체

1m/s2이다. ㄷ. 1초일 때와 3초일 때  의 방향은

나가는 면적은 p에서 q까지가 q에서 r까지보다 작으

같고  의 방향은 반대이므로 속도의 방향은 반대

므로, 행성이 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p에서 q까
지가 q에서 r까지보다 작다. B: 태양에 가까울수록

의 운동 방향과 항상 수직이므로 실이 물체를 당기
는 힘이 하는 일은 0이다. ㄷ. 가만히 놓은 지점부터

방향이 아니다.

행성이 빠르게 움직이므로 행성의 속력은 p에서가 q
3. [출제의도] 힘의 분해와 합성 탐구 설계 및 수행하기

빗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을 라 할 때,  sin=  

이므로 =30°이다. 물체가  를 받아 정지해 있으므로

 cos°= sin°이다. 따라서  = 
이다.


4. [출제의도] 등속 원운동 이해하기

ㄱ. =  이므로 각속도는 p와 q가 같다. ㄴ, ㄷ. 



=, = 이므로 속력,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p가
q보다 작다.

에서보다 크다. C: 행성의 가속도 크기는 태양 중심
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행성이 운동
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다.
12. [출제의도] 케플러 법칙 적용하기
행성이 P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행성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행성이 P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Q의궤도의반지름

는 a에서가 b에서의 9배이므로  =
P의궤도의긴반지름

이다. 공전 주기의 제곱은 긴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므로

5. [출제의도] 열의 일당량 및 에너지 전환 결론 도출
및 평가하기

  

Q
  
=  =  이다.

P



13. [출제의도] 구심력 자료 분석 및 해석하기

ㄱ, ㄴ. 추가 잃은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물에 공급
되므로 B에서 열의 일당량이 4.2J/cal임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A에서 추가 잃은 역학적 에너지는
1kg×10m/s2×=0.5cal×4.2J/cal=2.1J이므로 ㉠은 2.1,
=0.21m이다. ㄷ. 추가 만큼 낙하할 때 물이 얻은
열량은 B가 A의 2배이므로 ㉡은 2이다.
6. [출제의도] 포물선 운동 결론 도출 및 평가하기
물체가  만큼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을 라 할 때



 =   이므로 =  이다. 물체의 수평 이동




거리  =이므로 =  이다.





7. [출제의도]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문제 인식 및 가
설 설정하기
ㄱ.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중력이므로 A의 가속도
방향은 일정하다. ㄴ.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방향은
빗면과 나란한 방향이므로 B의 속도의 수평 성분의
크기는 증가한다. ㄷ. 연직 방향의 가속도 크기는 A가
B보다 크므로, A가 B보다 먼저 수평면에 도달한다.

p, q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각각  ,  , 물
체의 질량을  , 물체의 주기를  라 할 때,  cos
 
=,  sin=  sin  이다. 따라서  =


 

ㄱ, ㄴ, ㄷ. q를 회전축으로 하는 무게 중심에 의한 돌
림힘과 p에 작용하는 힘에 의한 돌림힘이 평형을 이
루어야 하므로 (가), (나)에서 p에 작용하는 힘의 방
향은 각각 연직 위, 연직 아래 방향이다. 따라서 (나)
에서 A의 무게와 p에 작용하는 연직 아래 방향의 힘
은 수평면이 A에 작용하는 힘과 평형을 이룬다. p에
작용하는 힘을 제거할 때 q를 회전축으로 하는 A의
회전 방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서로 다르다.


=  이다.

19. [출제의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과 포물선 운동 결
론 도출 및 평가하기
A, B가 던져진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A
A

,  = 
-   ,
시간을 라 할 때, = 






=B+   이므로 A=
 , B=이다. 따라

B

서 =
이다.
A 

20. [출제의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자료 분석 및 해석
하기
ㄱ.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실이 끊어지기

 
전과 실이 끊어진 후가 각각  ,  이므로 B의


가속도 크기는 실이 끊어진 후가 실이 끊어지기 전
의 2배이다. ㄴ. A의 질량을 A , 실이 끊어지기 전


 cos
이다.





14. [출제의도] 일ㆍ운동 에너지 정리 탐구 설계하기
ㄱ.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를  라 할 때, 물
체가 =0에서 = 까지 운동하는 동안  가 한 일
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으므로  × =


 이다. 따라서  =  이다. ㄴ, ㄷ. 물체가 =0에

서 =  까지 운동하는 동안  가 한 일은 물체의 운

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으므로  ×  =   이다. 따라


서 =  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이고, 물체



의 속력은 = 에서가 =  에서의
배이다.





15. [출제의도] 포물선 운동 적용하기
8. [출제의도] 무게 중심과 안정성 탐구 설계 및 수행하기

O점까지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물체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따라서  -cos°

ㄱ. p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이라 할 때, q에



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이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므로 q에서 중력 퍼텐셜 에너지는 q에서 운동
에너지와 같다. ㄴ. q에서 중력 퍼텐셜 에너지가
이므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다.

ㄷ. r에서 물체의 속력을 라 할 때,   +

=이므로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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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가속도 크기를 라 할 때 실이 끊어지기 전에는
 -A  = + A  이고, 실이 끊어진 후에는

= ×이다. 따라서  A =   이다. ㄷ. B가

=0에서 =  까지 운동하는 동안 C의 역학적 에너
지 감소량과 A,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의 합이
같으므로



 -  =    +   +  이고,



  = 이다. 따라서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은  -  = 이다.

AB이다. ㄷ. (가)의 단위 세포에 포함된 A의 수는
2이므로, A의 수는 B의 음이온 수의 2배이다.

[화학Ⅱ]
1
6
11
16

④
①
①
⑤

2
7
12
17

③
①
②
⑤

3
8
13
18

②
③
④
②

4
9
14
19

④
④
③
⑤

5
10
15
20

②
③
⑤
③

1. [출제의도] 수소 결합에 의한 물의 특성 이해하기

11. [출제의도] 끓는점 오름 이해하기
ㄱ. 끓는점 오름(Δ  b)= b ×  이고 Δ  b는 (나)>
(가)이므로 물 100g 에 녹아 있는 용질의 양(mol )
은 (나)>(가)이다. ㄴ. A, B의 분자량이 각각 A ,

B 일 때, 수용액 (가), (나)의 Δ  b는 각각 0.15℃,








물 분자 사이에는 수소 결합이 존재하여 액체의 표
면적을 작게 하려는 힘인 표면 장력이 크다.

0.30℃이며 몰랄 농도는 (가):(나)=1:2=  : 

2. [출제의도] 분자 사이 힘과 끓는점의 관계 이해하기

이므로, A =3 B이다. 따라서 분자량비는 A:B

분자량이 비슷할 때, 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은 무극
성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보다 끓는점이 높다. (나)는 극
성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면서 수소 결합을 하고, (다)
는 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며, (가)는 무극성 분자
로 이루어진 물질이므로 기준 끓는점은 (나)>(다)>
(가)이다.
3. [출제의도] 기체의 압력, 부피, 온도 관계 파악하기

   에서 이 일정할 때  ∝  이므로 
=0.5, =800이다. 따라서  ×  =400이다.
4. [출제의도]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 이해하기
ㄱ. 염화 리튬은 결정성 고체이다. ㄴ. 유리는 비결정
성 고체이므로 녹는점이 일정하지 않다. ㄷ. 철은 금
속 결정이고 염화 리튬은 이온 결정이므로, 고체 상
태에서 전기 전도성은 철이 염화 리튬보다 크다.
5. [출제의도] 몰랄 농도, 몰 농도 이해하기
용질의양mol
용매의질량kg

몰랄 농도( )=  이다. (가)에서 수용
액의 밀도가 1g /mL이므로 수용액의 질량은 101g ,
A의 질량은 1g , 물의 질량은 100g 이다. A의 화학
A의양mol
식량이 A 일 때, 0.1 =  이고, A의 양
kg
g

=0.01mol =  이므로 A 는 100이다. 따라서 (나)
A

용질의양mol mol
에서 몰 농도는  =  =0.08M이
용액의부피L
L

므로 =0.08이다.

A

B

kg kg

  
:
:
이므로 혼합 수용액의 기준 끓는점은

 
 


100.30℃보다 낮다.
12. [출제의도] 헤스 법칙을 이용하여 반응 엔탈피 구하기

인력은 A<B이다. 따라서 A는 HO 이다. ㄷ. 기준
끓는점에서의 증기 압력은 대기압으로 모두 같다.



 

라서 A : B=  :  =3:2이다. ㄷ.  ,  가 일
정할 때, A 2 g 은 A  g 보다 양(mol )이 2배이므
로 도 2배이다. 따라서 외부 압력은 0.04기압이다.
18. [출제의도] 결합 에너지로 반응 엔탈피 구하기
반응 엔탈피(Δ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생성
물의 결합 에너지 합)이므로 Δ  ={((N ≡ N의 결합
에너지)+3×(F  F 의 결합 에너지))-(6×(N  F의
결합 에너지))}=-230kJ 이다.
19. [출제의도] 이상 기체 방정식 이해하기
ㄱ.    에서  ,  가 일정할 때  ∝ 이므
로 (가) 과정 후 실린더 속 기체의 압력은 H (g):
 
 

He (g)=  :  =1:1이다. ㄴ. (가) 과정 후 강철 용

2CH (g)+5O (g)→4CO  (g)+2HO ()의 반응 엔
탈피(Δ  )는 주어진 열화학 반응식과 헤스 법칙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H (g)+O  (g)→2HO ()

Δ  =kJ

기 속

=300   이고,

실험

Ⅰ에서

용질의

양=0.1mol 이고

 =

mol
이므로 ㉠은 100이다. 실험 Ⅱ에서 퍼센

㉠×  kg
g

트 농도는  ×100=1.8%이므로 ㉡은 1.8이다.
g

f × 이다.

Δ f =1.5℃이고,

몰랄

농도는

mol
=0.05 이므로 f =30℃/ 이다.

kg

9. [출제의도] 기체의 분자량 구하기

 =300K,  =1기압,   - =0.2g ,  =0.15L 이므
    

g×  × K

로 =  =  =400  이다.

기압×L
10. [출제의도] 고체의 결정 구조 이해하기
ㄱ. A의 결정 구조는 단위 세포의 중심과 꼭짓점에
입자가 있는 구조이므로 체심 입방 구조이다. ㄴ.
(나)의 단위 세포에 포함된 A의 양이온 수는 1이고,
B의 음이온 수는 1이다. 따라서 (나)의 화학식은

과정

후

H (g)의

압력=

후 실린더 속 H (g)의 압력은 1기압(300   )이다.

따라서 =+4-2이다.

ㄷ. (다) 과정 후 실린더 속 H (g)와 He (g)의  ,

 가 같으므로  ∝  이다. 실린더 속 H (g)의 양은

13. [출제의도]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 파악하기
응축기에서 냉매는 액화하는 과정에서 주변으로 열
을 방출하므로 냉매의 엔탈피는 감소하고, 증발기에
서 냉매는 주변의 열을 흡수하여 기화한다.



= mol 이고, He (g)의 양은  =0.5 mol 이므









로 실린더 속 He (g)의 부피는 2L ×  =  L이다.
20. [출제의도] 기체의 몰 분율, 부분 압력 이해하기

14. [출제의도] 표준 생성 엔탈피 이해하기
HO (g)의 표준 생성 엔탈피(Δ f )는 25℃, 표준 상
태에서 1mol 의 HO (g)가 생성될 때의 엔탈피 변화



(H (g)+  O (g)→HO (g), Δ f =-242kJ /mol )이
다. 반응 엔탈피는 물질의 양에 비례하므로 2H (g)+

ㄱ.  가 일정할 때,   ∝ 이고, X가 C(g)일 때


(나) 과정 후 B(g)의 몰 분율(B)이  이므로 기

체 양(mol )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A(g)

+

 B(g)

→

2C(g)

반응 전



6



반응
반응 후

-
0

- 
(6-)

+2
3

  
  

15. [출제의도] 용액의 증기 압력 내림 이해하기




B=    에서 =4.5로 는 3 이하의 자연

ㄱ. 용액의 증기 압력( 용액 )=용매의 증기 압력

수가 아니다. 따라서 X는 A(g)이다. 그러므로 (나)

( 용매 )×용매의 몰 분율(용매 )이다. 수용액의 증기

과정에서 기체 양(mol )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A(g)

+

 B(g)

→

2C(g)

매의 질량은 (가)와 (나)가 같으므로 녹아 있는 A의

반응 전

2

6

0




반응
반응 후

-2
0

-2 
(6-2)

+4
4

질량은 (가)>(나)이다. ㄴ. ℃에서 47= 용매 × 






이므로 용매 =  이다. ㄷ. 45=  ×㉠이므로

㉠은  이다.


8. [출제의도] 용매의 몰랄 내림 상수 구하기
어는점 내림(Δ f )=용매의 어는점-용액의 어는점=

(나)


mol ×  ×K


=300   이다. 따라서 (나) 과정

L

압력은 (나)>(가)이므로 용매 은 (나)>(가)이다. 용
7. [출제의도] 용액 제조하기


mol ×  ×K


L

H (g)의 압력(=1기압)= 

4C(, 흑연)+4O  (g)→4CO  (g)
Δ  =4kJ
+ 2CH (g)→4C(, 흑연)+2H (g)
Δ  =-2kJ
2CH (g)+5O (g)→4CO  (g)+2HO () Δ  =kJ

이다.

ㄱ, ㄴ. 같은 온도에서 증기 압력이 A>B이므로 기
준 끓는점은 A<B이고, 액체 상태에서 분자 사이의




()은 ,  ,  ,  가 일정하므로  ∝  이다. 따

=3:1이다. ㄷ. 몰랄 농도는 (가):(나):혼합 수용액=

O (g)→2HO (g)에서 반응 엔탈피(Δ  )는 -484kJ

6. [출제의도] 액체의 증기 압력 곡선 해석하기

농도는 B()이 A()보다 크다. ㄴ. A()과 B

16. [출제의도] 농도 변환 이해하기
ㄱ. 1 A() 1040g 에는 물 1000g 에 A 1mol
(40g )이 녹아 있다. 따라서 1 A() 52g 에 녹아
있는 A의 질량을 g 이라고 하면, 용액의 질량:용질
의 질량=(1000+40):40=52:이므로 =2이고, 물
의 질량은 50 g 이다. ㄴ. (나)에 녹아 있는 A의 양은
0.5M×0.1L=0.05mol 이다. ㄷ. (나)에 녹아 있는
A의 질량은 2g (=0.05mol ×40g /mol )이므로 (다)
에서 용액의 질량은 200g 이고, A의 질량은 4g 이다.
g

따라서 퍼센트 농도는  × =2%이다.
g
17. [출제의도] 삼투압 이해하기
ㄱ. =  에서  가 일정할 때,  ∝  이므로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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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에서 =2이다. ㄴ. (나) 과정 후
B(g), C(g)의 양(mol )은 각각 2  , 4  이며,  , 
가 일정하고  ∝ 이므로 기체가 차지하는 전체 부
피는 6 L이다. 따라서 실린더 속 혼합 기체의 부피는
2 L이다. ㄷ. (나) 과정 후 C(g)의 부분 압력( C )은
C × 


기압이므로 실린더 속 C(g)의 양=  = 





mol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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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확산이며, 물질의 이동 속도가 ATP 농도에 영향

물, D는 옥살아세트산이다. ㉠은 CO2, ㉡은 NADH,

을 받지 않은 Y의 이동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나)
는 막단백질을 이용하는 능동 수송이며, 물질의 이동

㉢은 FADH2이다. ㄴ. B는 5탄소 화합물이다. ㄷ. Ⅰ
에서 기질 수준 인산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속도가 ATP 농도에 영향을 받은 X의 이동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X는 3PG, Y는 RuBP, Z는 PGAL이다. RuBP가 3PG
11. [출제의도] 명반응 분석하기

1. [출제의도] 생명과학의 역사 이해하기
생명 과학자의 업적은 (가) → (나) → (다) 순서로
밝혀졌다. 캘빈의 클로렐라를 이용한 실험에 방사성
동위 원소 14C가 사용되었다. ㄱ. (가) ～ (다) 중 가
장 먼저 밝혀진 업적은 멘델의 업적인 (가)이다.
2. [출제의도]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이해하기

PGAL로 전환되는 과정에 ATP와 NADPH가 사용된
다. RuBP의 1분자당 탄소 수는 5, 1분자당 인산기

소를 통해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틸라코이드 외부로
이동하고, 이때 ATP가 합성된다. ㄱ. ㉠은 8이다.

인산기 수
수는 2이므로  =
탄소 수
당 탄소 수는 3, 1분자당

ㄷ. (다)의 A에 빛을 비추면 틸라코이드 내부의 pH
는 빛을 비추기 전보다 낮아진다.
12. [출제의도] 효소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하기

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없다. 식물 세포는 셀룰

A는 저해제가 없을 때, B는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로스 성분의 세포벽이 있고,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있다. 대장균과 식물 세포에는 모두 핵산이

때, C는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이다. ㉠은 A, ㉡

3. [출제의도] 리포솜의 활용 적용하기
리포솜은 인지질 2중층으로 이루어진 공 모양의 작
은 구조물이다. 리포솜의 막은 세포막처럼 유동성이
있어 세포막과 쉽게 융합할 수 있다. 이 특성을 이용
하여 수용성 약물이나 영양소는 리포솜 내부 공간 A
에 넣어, 지용성 약물이나 영양소는 인지질 2중층 사
이에 삽입하여 세포로 운반해 주는 매개체로 활용한
다.
4. [출제의도]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 적용하기
동물의 구성 단계는 세포 → 조직 → 기관 → 기관계 →
개체, 식물의 구성 단계는 세포 → 조직 → 조직계 →
기관 → 개체이다. ㄴ. B는 조직이다.
5. [출제의도] 세포의 연구 방법 분석하기
A는 미토콘드리아, B는 소포체이다. 세포 분획법은
원심 분리 속도와 시간을 다르게 하여 세포 소기관
을 분리하는 세포의 연구 방법이다. 상층액 ㉠에는

은 B, ㉢은 C이다. ㄴ. (가)의 B에서 효소 ․ 기질 복
합체의 농도는 S 1일 때가 S 2일 때보다 낮다. ㄷ.
(나)에서  1일 때 생성물의 농도는 ㉠에서가 ㉡에서
보다 높다.
13. [출제의도] 광합성 색소 분석하기
㉠은 엽록소 a, ㉡은 엽록소 b이다. 광계 Ⅰ과 광계
Ⅱ의 반응 중심 색소는 엽록소 a이다. 엽록체의 틸라
코이드 막에 엽록소 a와 엽록소 b가 모두 있다. ㄴ.
광계 Ⅱ의 반응 중심 색소는 ㉠이다. ㄷ. 이 식물은
파장이 450 nm인 빛에서가 550 nm인 빛에서보다 광
합성이 활발하다.
14. [출제의도] 삼투 현상 분석하기
흡수력은 삼투압과 팽압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다.
ㄱ. ㉠은 흡수력이다. ㄷ.  3일 때 A는 팽윤 상태이
다.
15. [출제의도]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 이해하기
㉠은 미토콘드리아 기질, ㉡은 스트로마이다. 미토콘

미토콘드리아와 소포체가 모두 있고, 미토콘드리아는

드리아 기질과 스트로마에 모두 리보솜이 있다. 미토
콘드리아와 엽록체에 모두 인지질 2중층이 있다. ㄱ.

크리스타를 갖는다.

㉠에서 해당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6. [출제의도] 해당 과정 적용하기
X는 ATP, Y는 ADP이다. ㉠은 2, ㉡은 2, ㉢은 4이
다. 포도당이 과당 2인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ATP가 소모되고, 과당 2인산이 피루브산으로 분해
되는 과정에서는 탈수소 반응과 기질 수준 인산화가
모두 일어난다. ㄱ. X는 ATP이다. ㄴ. ㉠ ＋ ㉡ ＋ ㉢
= 8이다.
7. [출제의도]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 이해하기
㉠은 ‘구성 성분에 당이 포함된다.’, ㉡은 ‘탄소 화합
물이다.’, ㉢은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이다.’이
다. 지질은 중성 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등으로 구
분되며, 콜레스테롤은 스테로이드의 한 종류이다. ㄴ.
ⓐ는 ‘×’이다. ㄷ. ㉡은 ‘탄소 화합물이다.’이다.
8. [출제의도] 세포 소기관의 구조와 기능 이해하기
A는 중심체, B는 골지체, C는 핵이다. ㄷ. 핵은 2중
막 구조이다.
9. [출제의도] 효소의 반응 분석하기
기질이 생성물로 전환되는 반응이 진행될 때 에너지
장벽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이다. ㄱ.
이 효소는 이성질화 효소가 아니다. ㄷ. 이 효소에
의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이 아니다.
10. [출제의도]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분석하기
(가)는 촉진 확산, (나)는 능동 수송, (다)는 단순
확산이다. (다)는 막단백질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단

로 전환되는 과정에 루비스코가 작용한다. 3PG가

㉠은 8, ㉡은 4이다. 틸라코이드 내부의 pH가 틸라
코이드 외부의 pH보다 낮을 때 H+이 ATP 합성 효

대장균은 펩티도글리칸 성분의 세포벽이 있고, 막으

있다.

20. [출제의도] 캘빈 회로 분석하기

16. [출제의도] 세포 호흡의 전자 전달계 분석하기
Ⅰ은 막 사이 공간, Ⅱ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다. 전
자 전달계에서는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방출되
는 에너지를 사용하여 H+이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막 사이 공간으로 능동 수송된다. 막 사이 공간의
H+이 ATP 합성 효소를 통해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이동할 때 ATP가 생성된다. ㄱ. Ⅰ은 막 사이 공간
이다. ㄷ. (나)가 억제되면 Ⅱ에서 ATP 생성량은 억
제하기 전보다 감소한다.
17. [출제의도] 광합성 실험 분석하기
구간 Ⅰ에는 빛이 있으므로 광합성의 명반응이 일어
난다. (나)에서 광합성을 통해 발생하는 기체는 H2O
로부터 유래했으므로 ㉠은

18

O2, ㉡은 O2이다. ㄴ. 스

NADP 의 양
트로마에서  은  1일 때가  2일 때보다
NADPH의 양
작다.
18. [출제의도] 발효 분석하기
효모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알코올 발효를 한다.
(다)에서 KOH 수용액을 A에 넣었더니 맹관부 기체
의 부피가 10 mL에서 2 mL가 된 것을 통해 맹관부
에 모인 기체에는 CO2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ㄴ. ⓐ < 10이다.
19. [출제의도] TCA 회로 분석하기
A는 시트르산, B는 5탄소 화합물, C는 4탄소 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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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PGAL의 1분자


인산기 수는 1이므로

인산기 수

=  이다. ㄴ. 이 회로 반응의 방향은 ㉡

탄소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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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제의도] 광상의 특징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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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A는 암석이 풍화, 침식, 운반되는 과정 중에 유용
광물이 집적되어 형성된 퇴적 광상이다. ㄴ. B는
마그마가 냉각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화성 광상이다.
ㄷ. C는 변성 광상이고, 보크사이트는 주로 퇴적
광상에서 산출된다.

1. [출제의도] 지구의 진화 과정 이해하기

(가)는 감람석, (나)는 각섬석이다. ㄱ. 감람석은 유색

존재한다. ㄴ. B에서는 밀도가 큰 물질이 지구 중심

광물이다. ㄴ. 결합 구조가 복사슬인 각섬석은 두
방향의 쪼개짐이 나타난다. ㄷ. 모스 굳기는 (나)보다

원시 지각이 형성되었으므로 지구 표면의 온도는 B보다
C에서 낮다.
2. [출제의도] 지진파 이해하기
ㄱ. A에는 직접파와 굴절파가 동시에 도착했다. B는
A보다 진원 거리가 크므로 B에는 직접파보다 굴절파가
먼저 도착한다. 따라서 X는 굴절파, Y는 직접파이다.
ㄴ. 진원 거리가 A보다 가까운 지표면에도 직접파는
도달한다. ㄷ. 진원 거리가 A보다 먼 지점에서의
직접파와 굴절파의 도착 시간 차이는 진원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따라서 X와 Y의 도착 시간 차이는
B보다 C에서 크다.
3. [출제의도] 지각 열류량 이해하기
ㄱ. 방사성 동위 원소인 우라늄, 토륨, 칼륨의 함량은
현무암보다 화강암이 많다. ㄴ. 암석 1kg 당 방사성
동위 원소 발열량은 현무암보다 화강암이 많으므로,
현무암질로 이루어진 해양 지각보다 화강암질로
이루어진 대륙 지각의 암석 1kg 당 방사성 동위 원소
발열량이 많다. ㄷ. 암석 1kg 당 방사성 동위 원소
함량과 원소별 발열량을 고려하면 원소 1mg 당 방사성
동위 원소의 발열량은 우라늄 > 토륨 > 칼륨 순이다.
4. [출제의도] 해양 에너지 자원 이해하기
(가)는 조류 발전, (나)는 조력 발전, (다)는 파력
발전 방식이다. ㄱ. (가)는 조류의 흐름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조류 발전 방식이다. ㄴ.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하는 조력 발전 방식은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파력 발전 방식보다 생산 가능한
발전량을 예측하기 쉽다. ㄷ. (가)와 (나)는 조력
에너지, (다)는 파력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이므로
(가), (나), (다)는 모두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이용한다.
5. [출제의도] 지구 자기 요소 이해하기
두 지점은 자북이 진북에 대해 서쪽 방향으로 치우친
서편각(-)이고, 복각의 크기로 보아 A보다 B가
고위도에 위치한다. 연직 자기력은 전자기력의 수직
방향 성분이므로 복각을 고려할 때 연직 자기력은 A
보다 B에서 크다.
6. [출제의도] 지각 평형의 원리 이해하기
ㄱ, ㄴ. 나무토막의 높이는 A보다 B가 높지만 두
나무토막이 물에 잠긴 깊이는 같으므로, 나무토막의
밀도는 B보다 A가 크다. 이는 프래트설로 설명이
가능하다. ㄷ. A가 물에 잠긴 깊이는 ㉠cm이므로
밀도가 A 이고, 높이가 h B 인 나무토막을 물에 띄우면
물에 잠긴 깊이는 ㉠cm보다 깊다.
7. [출제의도] 지구 자기장의 변화 이해하기
ㄱ, ㄴ. 자기 폭풍은 태양풍의 영향으로 지구 자기장이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이 자료에서 자기
폭풍이 발생하지 않은 평상시 지구 자기장의 세기는
대체로 밤보다 낮에 강하다. ㄷ. 지구 자기장 세기의
일변화는 주로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 발생한다.

변성 작용이 일어난다. 따라서 ㉠에 작용하는 압력은
㉡보다 크다.
18. [출제의도] 변성암의 특징 이해하기
ㄱ. 석회암이 변성 작용을 받으면 대리암이 된다. ㄴ.
석회암과 사암은 변성 작용을 받아 입상 변정질 조직이

9. [출제의도] 규산염 광물의 특징 이해하기

ㄱ. 마그마 바다 시기에 물은 대부분 기체 상태로
으로 가라앉아 핵을 형성하였으므로 지구 중심부의
밀도는 A보다 B에서 크다. ㄷ. 지구 표면이 냉각되면서

판이 섭입되는 ㉠에서는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여 광역

발달한 암석이 된다. ㄷ. 셰일이 열과 압력에 의해
재결정 작용을 받아 생성된 편마암은 열에 의한 변성
작용을 받아 생성된 혼펠스보다 입자의 크기가 크다.
19. [출제의도] 한반도의 지사 이해하기

(가)가 크므로 (가)와 (나)를 서로 긁으면 (나)가

ㄱ. A는 고생대에 생성된 지층으로 삼엽충 화석이

긁힌다.

산출된다. ㄴ, ㄷ. (나)의 ㉠은 신생대, ㉡은 중생대
이다. B는 신생대에 생성된 지층으로 주로 퇴적암이

10. [출제의도] 지질도 해석하기
ㄱ. 주향선은 지층 경계선이 하나의 등고선과 만나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으로, 이 직선의 방향이 주향이다.

분포한다.
20. [출제의도] 한반도의 지질 계통 이해하기

따라서 A와 B의 주향은 EW(동서)이다. ㄴ. 지층의

ㄱ. A는 중생대에 생성된 경상 누층군으로 육성층

경사 방향은 하나의 지층 경계선이 만드는 주향선 중
고도가 높은 주향선에서 고도가 낮은 주향선을 수직

이다. ㄴ. ㉠은 백악기에 생성된 불국사 화강암, ㉡은
쥐라기에 생성된 대보 화강암이므로 ㉡이 ㉠보다

방향으로 향하므로, B의 경사 방향은 북쪽이다. ㄷ.
지질도의 연속된 두 지층 중 지층 경계선에서 경사

먼저 생성되었다. ㄷ. ㉡은 대보 조산 운동에 의해
생성된 화강암이므로 경상 누층군보다 먼저 생성

방향 쪽에 위치한 지층이 상부층이다. 따라서 A는 B

되었다.

보다 나중에 퇴적된 지층이다.
11. [출제의도] 광물 자원의 특징 이해하기
ㄱ. 아연의 매장량은 약 1,700만 톤, 운모의 매장량은
약 2,100만 톤으로 아연보다 운모의 매장량이 많다.
ㄴ. 금속 광석에서 금속을 얻기 위해서는 제련 과정이
필요하다. ㄷ. 석영은 유리의 원료, 광학 기구, 전자
부품 등에 쓰인다.
12. [출제의도] 암석 박편 관찰 결과 해석하기
ㄱ. (가)는 현무암, (나)는 화강암, (다)는 편암이다.
ㄴ. 입자의 크기가 더 큰 (나)가 (가)보다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암석이다. ㄷ. (다)에서 광물들이 열과
압력에 의한 변성 작용을 받아 압력에 수직 방향
으로 나란하게 배열된 줄무늬인 엽리가 관찰된다.
13. [출제의도] 중력 이상 이해하기
ㄱ. A, B, C는 위도가 같으므로 표준 중력이 같다.
ㄴ. C에서는 실측 중력이 표준 중력보다 작으므로
중력 이상(실측 중력 - 표준 중력)은 0보다 작다.
ㄷ. 중력계에서 추의 위치는 C보다 A에서 지표면에
가까우므로, 실측 중력은 C보다 A에서 더 크다.
따라서 지하 물질의 밀도는 ㉠보다 ㉡이 작다.
14. [출제의도] 편광 현미경의 원리 이해하기
ㄱ. A 방법은 상부 편광판을 끼운 직교 니콜, B 방법은
상부 편광판을 뺀 개방 니콜로 관찰한 것이다. ㄴ.
개방 니콜에서 재물대를 회전시키면 흑운모는 방향에
따라 빛을 흡수하는 정도가 달라져 색과 밝기가
변하는 다색성이 나타난다. ㄷ. 흑운모는 개방 니콜
에서 다색성이 나타나고, 직교 니콜에서 간섭색과
소광이 나타나므로 광학적 이방체이다.
15. [출제의도] 해양 자원 이해하기
A는 망가니즈 단괴, B는 가스 수화물이다. 가스
수화물은 저온 고압의 환경에서 생성되며, 주성분이
메테인이므로 연소 과정에서 온실 기체를 배출한다.
16. [출제의도] 한반도의 형성 과정 이해하기
ㄱ. 현재의 한반도는 한중 지괴, 경기 육괴, 영남
육괴 등 여러 지괴가 합쳐져서 형성된 것이다. ㄴ.
한반도를 형성한 지괴들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였다. ㄷ. 독도는 신생대에 생성되었다.
17. [출제의도] 변성 작용 이해하기
ㄱ. 접촉 변성 작용의 주요 요인은 열이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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