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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lim

 → ∞



 


 

 
 
 

  
  

 

 li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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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출제의도]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여 극한값 구하기

[해설] (분자)         
      (분모) 

 



   
 



  
 





            
  


  이므로

(준식) lim
 → ∞


 


 

     
 

23. [출제의도] 역행렬을 이용하여 행렬의 성분구하기

[해설] 

, 


 


이므로          ,

   
   
     

  
   
  

, 

     
  

 

준식    

  ∴    

24. [출제의도] 로그방정식의 해 구하기

[해설] 양변에 밑을 으로 하는 로그를 취하면


  
이며   

이므로      
  라 하면      은 서로 다른 두 실
근을 가진다. 이를  , 라 하면 두 근의 합은 
       이므로   이다.

25. [출제의도] 수리‘가’형 25번과 같음

26. [출제의도] 수열의 극한의 성질 이해하기

[해설]       ⋯

              ⋯이므로 

ㄱ. lim
→∞



  

ㄴ. lim
→∞
    

ㄷ. , 모두 발산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27. [출제의도] 부분분수로 표현된 수열의 합 구하기

[해설]    이므로
     


 


×

 이다.


 



 


 
 




  




 

              
 

 
  



28. [출제의도] 지수함수의 평행과 칭이동 이해하기

[해설] ㄱ.       


 
 

  



밑이 


이므로 평행, 칭이동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ㄴ. 준식 →   에 칭 → 축 방향으로  만큼 
평행이동하면 ㄴ이 된다.
ㄷ. 준식 →   에 칭 → 축 방향으로 

 , 축방

향으로 
 만큼 평행이동하면 ㄷ이 된다.

29. [출제의도] 행렬의 거듭제곱의 성질 이해하기

[해설] ㄱ.          
     ∴ ∈
ㄴ.       
                       
                      
     ∴∈
ㄷ. (반례)     

   
,     

   
일 때,

           ≠    ∴∉

30. [출제의도] 연립일차방정식과 행렬의 관계 이해하기

[해설]      
    


에서

     
  

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므로
      이며,  는 원의 방정식
      을 만족한다.
그림에서    은 점  에서 원
위의 점  까지의 거리이므로 최댓값은    , 
최솟값은   이다.
 ∴        

 

    

   





• 3교시 외국어(영어)영역 •
1 ② 2 ④ 3 ③ 4 ④ 5 ④
6 ⑤ 7 ① 8 ④ 9 ④ 10 ⑤
11 ③ 12 ④ 13 ② 14 ③ 15 ③
16 ① 17 ① 18 ② 19 ⑤ 20 ①
21 ⑤ 22 ① 23 ③ 24 ② 25 ①
26 ③ 27 ② 28 ③ 29 ② 30 ⑤
31 ① 32 ④ 33 ⑤ 34 ④ 35 ②
36 ⑤ 37 ⑤ 38 ② 39 ① 40 ⑤
41 ④ 42 ① 43 ① 44 ③ 45 ①
46 ③ 47 ③ 48 ⑤ 49 ② 50 ⑤

[듣    기]
1. [출제의도] 설명하는 상 파악하기

W: Excuse me. Could you help me? 
    I’d like to exchange this sweater.
M: What’s the problem with it?
W: My friend bought it for me, but I don’t like it.
    It’s too old-fashioned. I want something more  
    stylish. 
M: I see. Well, why don’t you look around? 
    How about comfortable round-neck sweaters    
   with three buttons?
W: I don’t think round-neck sweaters are stylish. 
    I want a more fashionable sweater.
M: Then how about that V-neck sweater with a    
    silk belt? 
W: Hmm... That looks better than the round-neck  
    one. But the sleeves are a little short. 
    I like long, wavy style sleeves.
M: Yes, we have exactly what you want. 
    It is a V-neck with a belt and long, wavy 

sleeves.
W: It looks great! But I’d rather have the same     
    style sweater with a brooch.
M: No problem. I’ll exchange it for you.

[어구] brooch 양복 깃이나 앞가슴에 다는 장신구

[해설] V-neck sweater, silk belt, long, wavy 

style sleeves, brooch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스

웨터를 알 수 있다.

2. [출제의도] 여자의 심경 추론하기

W: Where does your sister work?
M: In a restaurant.
W: Oh, really? My brother works in a restaurant,   
    too. He’s an assistant cook.
M: How does he like his job?
W: He doesn’t like it very much. He doesn’t like 

the chef. I heard the chef is so demanding in 
everything.

M: That’s too bad. What restaurant does he work for?
W: The Pilgrim restaurant on 5th avenue.
M: What a coincidence! My sister works there, too.
W: Oh, that’s interesting. What does she do?
M: Actually, she’s the chef.

[어구] chef 요리사 demanding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해설] 여자의 남동생을 힘들게 만드는 요리사가 바로 남자의 

여동생임을 알고 당황해 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3. [출제의도] 설명하는 상 파악하기

M: This is one of the most famous Korean art 
forms in existence, and a method of singing 
developed in the mid-Joseon Dynasty.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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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ve singing style, theatrical lyrics, and rich 
narrative are delivered by a single performer with 
song, expression and body language all playing a 
part. The vocalist is accompanied by a drum and 
some performances last over three or four hours. 
There were originally 12 Madang, but only five 
have been passed down by the former masters.

[어구] theatrical 연극조의 lyrics (유행가 따위의) 가사

[해설] 북 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연극조의 노래이며, 이야

기체의 12마당으로 구성되어 여러 시간 동안 공연된다

는 것으로 보아 판소리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출제의도] 남자가 할 일 고르기

W: Honey, we need to replace the ceiling light.
M: Don’t worry. I can do it with this instruction.
   It looks easy.
W: Just get an electrician. Look at all the wires!
M: Yeah, but there are instructions. 
   You just read them. I’ll do the wiring.
W: I don’t know about this. Okay. It says match    
    the black wire in the light to the black wire    
    from the ceiling. Then white to white.
M: You are on the wrong page!
   There’s nothing black or white here.
W: I’m on the ONLY page. It seems to be more    
    difficult than what we expected.
M: All right. We’d better get some help from an expert.
W: That’s what I thought. Here is the phone book, 

honey.

[어구] instructions (제품의) 사용설명서 expert 전문가 

[해설] 남자는 사용설명서를 읽고 직접 천장에 있는 등을 

고치려다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알고 전기 기사를 

부르게 된다.

5. [출제의도] 지불할 총액 고르기

M: Good morning! How may I help you?
W: Good morning! I’m here to rent a car. 
M: I see. This catalog shows all the cars available.
   You can choose any one you like. 
W: I like this economy car. 
   What’s the rate for this car? 
M: We have a weekday rate of $20 and weekend   
    and holiday rates are $30 per day. 
    How long would you like to use it? 
W: From next Saturday to Sunday. Two days. 
M: Okay. Then we can offer you the weekend rate.
   And would you like limited or unlimited mileage? 
W: I’ll take unlimited mileage. 
M: Unlimited mileage costs $5 more a day.
W: That’s fine. No problem. 

[어구] unlimited mileage 운행거리에 제한이 없는 요금제

[해설] 하루에 $30씩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틀간 

사용하게 되며, unlimited mileage가 하루당 

$5씩 가산되므로 $70이 된다.

6. [출제의도]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 파악하기

W: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Due to the 
many reports of insects in the apartment complex, 
we will be spraying insecticide in all of our 6 
apartment buildings beginning with blocks 1 and 2, 
starting tomorrow for three days. Residents in 
blocks 1 and 2 should have someone in the house 
allow the workers in during the afternoon from two 
to four. The spraying of blocks 3 and 4 will take 
place the day after tomorrow and blocks 5 and 6 
on Thursday. If you have any pets, please be sure 
to find a suitable place for them to stay during the 
spray.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어구] insecticide 살충제

[해설] 벌레가 너무 많아서 아파트 단지 내에 살충제를 

뿌릴 계획이므로 그에 따른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출제의도]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 고르기

[Telephone rings.]
W: Hello? Tom? It’s me, mom.
M: Hi, mom.
W: How are you? How’s the new job going?
M: It’s okay, but I am tired.
    I’m in the office until eight o’clock every night.
W: Eight o’clock! That’s terrible. 
    Have you been eating well?
M: Yes. After work, I go out for something to eat.
W: That’s good. By the way, I’m going to San      
    Francisco next Tuesday for a teachers’         
    conference. Can I stay at your apartment. 
M: Next Tuesday? Of course you can stay here.
W: Wonderful! I can’t wait to see you again, son.
M: Same here, See you next week, and give my 

love to dad!   
W: Okay, honey. Take care.

[해설]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아들에게 숙소 제공을 부탁하고 있다.

8. [출제의도] 화자의 관계 파악하기

W: Excuse me.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e  
   washer. It won’t spin. 
M: Did you put coins in? 
W: Yes, but it won’t work.
M: Then perhaps it’s because the clothes inside put  
    It off balance. 
W: What should I do? 
M: Open the lid and redistribute the clothes evenly. 

Close the lid, then the machine will start 
automatically. 

W: All right. [slight pause] Oh, now it’s working. 
Thanks. What time do you close? Can I go 
shopping while my clothes finish? 

M: We will be open until 10 p.m. Take your time 
and enjoy your shopping. 

W: Thanks.

[어구] washer 세탁기 redistribute 재분배하다 

evenly 평평하게  laundromat 셀프서비스 세탁소

[해설] 여자가 동전을 투입한 세탁기가 작동하지 않아서 

작동법을 묻고 있으며 세탁이 다 될 때까지 쇼핑을 

다녀오겠다는 화로 미루어보아 빨래방에서 이루어

지는 화임을 알 수 있다.

9. [출제의도] 화가 이루어진 장소 파악하기 

W: Good morning. May I help you?
M: Yes, I’m looking for a job.
W: Well, you’ve come to the right place. 
   We match every job seeker with an appropriate job.  
   Please fill out this form.
M: I’ve never seen this before. 
   Can you show me how to fill it out?
W: Sure. Just write your phone number and 

previous jobs here.
M: I hope you can read my handwriting.
W: It’s fine. What kind of job are you looking for?
M: I want a job that will allow me to work outside.
   I can’t stand being in an office all day.
W: Would you like to work in sales?        
M: That sounds good.

[어구] job seeker 구직자    

[해설]  match every job seeker with an 

appropriate job, fill out the form등을 통해 

직업소개소임을 파악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남자가 여자를 위해 할 일 고르기

W: What do you want to do in the future? 
M: I don’t know what kind of job I want, but I know  
   I want to study languages.
W: That sounds interesting. 
   Which languages do you want to study? 
M: Korean and Spanish. What do you think you’ll do?
W: I want to be an architect. After I graduate, I hope  
   to get a job back in my hometown and settle down. 
   I’d like to design houses and buildings there. 
M: That sounds like a good plan.
W: My parents want me to study business, but I’m  
   not sure that’s right for me. 
M: We still have three years until graduation.
   Take your time.
W: For now I’d like to have a part time job as an  
    assistant architect. 
    Do you know any architects I can assist?
M: Sure. My uncle is an architect. 
   Maybe you can help him. I’ll talk to him. 
W: Thanks. Lunch is on me.

[어구] architect 건축가 settle down 정착하다

[해설] 건축가 지망생인 여자에게 남자가 건축 일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시켜 주려고 한다.

11. [출제의도] 세부사항 파악하기

M: Hi, Rachel. What can I do for you?
W: I want to register for next semester, bu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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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know what course to choose. 
M: Your major is Chemical Engineering. How about  
   Chemistry? 
W: I’ve already chosen subjects related to my       
   major, but I’m concerned about electives. 
M: What about geology 101, then?
W: Indeed, I’m interested in animals, especially in   
   cloning. It’s just fascinating to me how people   
   can clone animals. 
M: Okay, then I have a perfect class for you,       
   genetics 302. It’s a pretty general class as far   
   as genetics goes.
W: That’s perfect, but I have a part time job at     
   that time.
M: Then you can take biology 201. It’s about the   
   scientific study of living organisms.
W: That sounds interesting, but I want to study         
   genetics anyway. I think I’ll quit my part time job.
M: As you wish.

[어구] major 전공 electives 선택과목 genetics 유전학 

biology 생물학

[해설] 여자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유전학 과목을 

선택하려 한다. 

12. [출제의도] 세부사항 파악하기

M: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fifth 
annual photo contest. Past participants have ranged 
in age from 13 to 86. Grand prize winners have 
included a 60-year-old teacher from Malaysia and 
an 18-year-old high school senior from Minnesota. 
This year’s contest will close on Thursday, January 
3, at 2 p. m. Winners in five categories will each 
receive $500, and the grand prize winner will get a 
four-day and three-night adventure. All entries 
must be submitted online. For details and contest 
rules, please go to photocontest.smithmag.com.

[어구] participant 참가자

[해설] 각 종목의 우승자는 $500을 상금으로 받으며, 

상수상자에게는 3박 4일 체험여행의 기회가 주어

진다.

13. [출제의도] 그림 상황에 알맞은 화 고르기

①
W: It is hot in here, isn’t it? 
M: Right! The air-conditioner seems to be out of order.

②
W: Come on! If we hurry, we can catch the bus. 
M: You don’t need to hurry. 
   There’ll be another one in 10 minutes.

③
W: Can you tell me when to get off? 
M: Sure. We have five more stops from here!
 
④

W: How much is this toy bus? 
M: It costs $3.

⑤
W: Have a seat here. I’ll get off at this stop. 
M: Thank you.

[해설] 여자는 버스를 향해 뛰어가면서 남자에게 빨리 

오라고 하는데, 남자는 다음 버스를 타려고 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14. [출제의도] 화에 적절한 응답 파악하기

M: I can’t stand it, Judy. This work is so boring.
  What should I do?
W: You should stop complaining. 
   This job is better than any other job.
M: You keep telling me that. 
   But it’s the same thing every day.
   I never get a chance to do anything interesting.
W: Have you told your boss how you feel?
M: No. I don’t want to talk to him. 
   Besides, he’s too busy running for mayor.
W: Listen. I get along pretty well with your boss.
   I’ll talk to him for you.
M: Don’t waste your time. 
   He doesn’t care about people’s feelings.
W: I don’t think you’re being fair.
M: Oh, you’re always defending my boss.
   It was silly of me to ask you for advice.
W:                                             

[어구] complain 불평하다 mayor 시장

[해설] 여자가 남자의 상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자 

남자가 허탈해 하는 상황에 어울리는 여자의 답

을 찾는 문제이다.

 

15. [출제의도] 화에 적절한 응답 파악하기

W: Have you heard about Jennifer?
M: No, I haven’t talked to her in a while. 
   How are things with her?
W: Not so good. She sprained her ankle.
M: That’s terrible. How did it happen?
W: Well, she went inline skating last Sunday. 
   She had a bad fall and sprained her ankle.
M: That doesn’t sound so good, but I’m glad it wasn’t  
    worse. How’s she doing with her schoolwork?
W: Haven’t you heard? She’s decided to stay out of  
    college temporarily and become a singer.
M: You’re kidding! What made her decide to do that?
W: Well, you know the CD she made in her home  
   recording studio. She sent it to a record company  
    and they’re giving her a contract!
M:                                             

[어구] sprain (발목·손목 따위를) 삐다

[해설] 두 사람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음반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 이에 어울리는 답을 고르는 

문제이다.

16. [출제의도] 화에 적절한 응답 파악하기

W: This farm is too much trouble, honey. 
   I wish we could sell it and move to the city.
M: What would we do in the city? 
   Farming is the only life we know.
W: You could work for your brother. 
   He’d give you a job.
M: No thanks. 
   I couldn’t stand working in a supermarket.
W: Oh, it wouldn’t be so bad.
M: You’d get homesick for this old place.
W: I could start a bakery with the money we’d get  
   from this farm. 
   I wouldn’t have time to get homesick.
M: Even though you would be busy, you’d miss all  
   your friends. I know you.
W: We could make new friends in the city. 
   There would be more places to go and things to  
   do. We’d have a great time.
M:                                              

[어구] homesick 향수병에 걸린

[해설] 도시로 이사 가서 다른 일을 하자는 여자의 의견에 

해 남자가 만류하고 있는 상황에 어울리는 답을 

찾는 문제이다.

17. [출제의도] 담화의 상황에 알맞게 말하기

W: In history class students take turns to present 
their homework in front of the class. As usual one 
of our class mates is presenting her homework 
very eagerly and each student is paying attention 
to her presentation. She is making a presentation 
about famous historical sites. It is an interesting 
topic and everyone is enjoying that class. But at 
the moment there is a melody coming from 
somewhere. Everyone, including the history teacher, 
is surprised at the sound. It is coming from Toby’s 
school bag. He was too busy this morning and left 
his cell phone on.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Toby most likely say to the teacher?

[어구] historical sites 역사적인 유적지

[해설] 역사시간에 실수로 핸드폰을 켠 채로 수업을 받다가 

전화벨이 울렸으므로 이 상황에 Toby가 선생님께 

할 수 있는 사과의 말을 찾는 문제이다.

[읽    기]
18. [출제의도] 설명하는 상 파악하기

 [해석] 

많은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이것을 연구하지만 이것이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 인간, 나무, 물, 햇빛, 공기, 식
물 그리고 우주에 있는 모든 다른 것들도 이것으로 만들
어져있다. 과학시간에 우리는 이것이 결코 창조되거나 파

카페 샘아창(http://cafe.daum.net/jsbios)과 영아창

(http://cafe.naver.com/jsbios)은 학습자료 공유문화

의 개방화와 선진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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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되는 것은 아니라고 배웠다. 이것은 단순히 한 형태에
서 다른 형태로 변형되는 것이다. 발전소에서는 이것을 
전기로 변환시키고, 식물은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을 이용
한다. 이것은 사과나무에 영양을 공급하는 햇빛으로 부터 
오고 우리에게 걷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어구] transform 변형시키다 power plant 발전소

electricity 전기

[해설] 에너지에 해서 설명하고 있다.

19. [출제의도] 지칭하는 상이 다른 것 찾기

 [해석] 

백 명 이상의 어른들과 아이들이 추운 저녁에 모여 깜깜
한 Virginia 언덕에 서서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상한 일은 그들은 결코 손전등을 켜지 않는다는 것이
다. 그들은 도시의 불빛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Washington D.C.에서 한 시간 이상 운전하여 시골로 온
다. 사람들은 도시의 불빛 공해에서 벗어나 하늘에 있는 
물체들을 훨씬 더 잘 본다. 어른들과 아이들은 완전한  
어둠속에서 star parties를 즐긴다. star parties는 전문가
들과 아마추어 천문가들이 망원경을 설치하고 사람들을 
초 하여 밤하늘에 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이다. 

[어구] chatter 재잘재잘 지껄이다 absolute 완전한

astronomer 천문학자

[해설] 앞 4개의 They(they)는 star parties에 참석한 

사람들을 지칭하나 마지막 They는 star parties를 

지칭한다.

20. [출제의도] 글의 목적 파악하기

  [해석] 

최근에 우리 마을에서 좋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주전에 몇 몇 주민들은 그들의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을 
도난당했습니다. 그 우편물에는 급료지급명세서, 개인 계
좌번호, 개인적인 정보가 담겨있는 서류도 있었습니다. 
그 도난사건이 일어난 직후 이곳 주민들은 이웃주민이나 
이웃의 친구라고 사칭하는 사람들로부터 잡지를 구독하
라는 간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또한 잡지를 구독
하는 주민들의 서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는 방문판매의 간청에 해서 주의하여야 하고 그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적인 질문 한 두 가지를 해
야 합니다. 

[어구] payroll check 급료지급명세서 solicit 간청하다 

signature 서명, 사인 cautious 조심하는

[해설] 우편물 도용을 이용한 방문판매 강요에 해서 

주의 시키려는 글이다.

21. [출제의도] 어법에 맞는 표현 파악하기

 [해석] 

27세 직장인인 Stephanie Nichols는 한 살짜리 딸 Sara
를 탁아소에 보내야 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때 그녀
는 webcam을 갖춘 많은 보육원과 탁아소가 생겨나고 있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실에 있는 카메라는 중앙에 위
치한 서버와 연결되어있다. 비 번호가 있으면 직장에서 
컴퓨터로 아이들을 볼 수 있고 심지어 여행을 하면서 노

트북으로도 아이들을 볼 수 있다. webcam은 사전에 승
인을 받은 가족들만이 아이들을 볼 수 있도록 암호화되
어있다. Nichols는  점심을 먹으면서 사무실 컴퓨터로 
Sara가 점심 먹는 것을 종종 본다. “저뿐만 아니라 
Washington에 있는 친척들도 언제든지 딸이 노는 것을 
볼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어구] preschool 보육원 encode 암호화하다  

approve 승인하다

[해설] (A)에서는 discover동사의 목적어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을, (B)에서는 you travel 절

을 이끄는 접속사 while을, (C)에서는 지각동사+

목적어+동사원형으로 play를 써야 한다.

22. [출제의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고르기

  [해석] 

Jerboa는 유럽에서 애완동물로서 꽤 인기가 있다. 아프리
카와 아시아의 다양한 서식지에서 발견되는 Jerboa는 밝
고 짙은 갈색의 털에 의해 구별되는 작은 설치류의 동물
이다. Jerboa는 여름에는 닫혀있고, 겨울에는 열려있는 
상태인 작은 굴에서 산다. Jerboa가 먹이를 찾는 동안에
는 밤에도 먼 거리를 이동한다고 알려져 있다. 먹이를 구
하기 위해 먼 거리를 가지만 묘하게도 Jerboa는 좀처럼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 Jerboa가 불안함을 느낄 
때는 공격자의 얼굴에 뒷발로 모래를 차서 뿌리려고 한다.

[어구] rodent 설치류(쥐, 다람쥐, 토끼)의 동물  

burrow 구멍, 굴 oddly enough 아주 묘하게도

[해설] find의 주어인 Jerboa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발견되는 것이므로 found로 고쳐야 한다.

23. [출제의도]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기

 [해석] 

세상에서 가장 큰 동전은 4톤에 가까운 무게가 나간다. 
① 이런 동전들은 태평양의 Caroline 군도에 있는 Yap섬
에서 사용되었다. ② 그 동전들은 수백 마일 떨어진 다른 
섬의 동굴에서 발견되는 석회암으로 만들어졌고 동전의 
무게와 그것을 운반하는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동전의 
가치가 매겨졌다. ③ 동전들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
치를 측정하는 기준이다. ④ 많은 사람들이 이 큰 돌을 
Yap으로 옮겨오다가 목숨을 잃었다. ⑤ Yap 화폐의 가장 
적은 액면금액도 매우 컸으며 가장 작은 동전도 직경이 
약 23센티미터였다. 

[어구] limestone 석회암 currency 통화, 화폐

[해설] Yap섬의 큰 동전의 특징에 해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비해 ③은 일반적인 동전의 기능에 해서 

설명하는 내용이므로 전반적인 흐름과 관련이 없다.

24.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해석] 

부분의 살아있는 세포는 약 한 달 이상 지속되지 않지
만 주목할 만한 예외가 있다. 간세포 내에 있는 구성요소
는 며칠간격으로 재생된다 할지라도 간세포는 오랫동안 
살아남는다. 뇌세포는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지속된다. 
사람은 천억 개 정도의 세포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것이 

그가 갖게 되는 전부이다. 그 세포중 시간당 5백 개가 죽
는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으므로 만약 생각해야 할 중요
한 사안이 있다면 낭비할 시간이 없다. 다행인 것은, 당
신의 뇌세포에 있는 각각의 구성요소가 꾸준히 재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세포와 마찬가지로 뇌세포의 어
떤 부분도 한 달 이상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

[어구] notable 주목할 만한, 현저한 component 구성

요소 estimate 추정하다, 어림잡다

[해설] 간세포와 마찬가지로 뇌세포도 재생된다는 내용이다.

25.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해석] 

전 세계의 여성들이 미의 상업적인 정의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고 외모를 바꾸려고 노력한
다. 서양의 방송매체들이 여성들로 하여금 다이어트나 다
른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바꾸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
게 만들며 세계적으로 미의 개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체육전문가 Dominique Dawes는 다음과 같이 말
한다. “ 부분의 소녀들은 살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신
에 소녀들은 자신감을 증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미의 개념을 형성하는데 있어
서 역할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마른 
것에 해 집착한다면 딸들도 그럴 것입니다. 따라서 부
모는 각각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아름다움을 
강조해야 하고 이루기 힘든 목표를 쫓아가는 것을 그만
두게 해야 합니다.”

[어구] compel 강요하다 gymnast 체육전문가 boost 

증 시키다 be obsessed with ~에 집착하다  

unattainable 이루기 힘든, 달성할 수 없는

[해설] 맹목적으로 상업적인 미를 쫓기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고유의 아름다움이 소중함을 깨닫는데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내용이다.

26.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해석] 

미국인들은 항상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일해야 한다고 강
하게 믿는다. 백만장자는 자신의 존재에 한 지속적인 
확신이 필요하므로 여전히 주당 60시간을 일한다. 최근에 
승진한 중간 관리자는 이미 다음번 승진이 눈앞에 보이
기 때문에 더욱 더 열심히 일한다. 우리의 직업의식은 너
무나 강하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일
과 우리 자신의 사람 됨됨이를 동등시하고, 우리가 열심
히 일하고 자신의 직업적 입지를 향상시킨다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똑같은 일을 
30년간 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그 직업이 
새로운 도전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때만 그렇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출세할 가망이 없는 일에 
정체되어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

[어구] billionaire 백만장자 affirmation 확신

    ethic 윤리 unconscious 무의식적인 dead end 

더 출세할 가망이 없는 지위

[해설] 미국인들은 직업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직업에서의 

입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30년간 새로운 

도전을 주지 않는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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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판에 박힌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는 글이다.

27.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해석] 

딸꾹질은 여러분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 중 가장 짜증
스러운 것 중의 하나이다. 갑자기 여러분이 이상한 소리
를 내는데 멈춰지지가 않고 당황스럽고 신경을 쓰면 쓸
수록 딸꾹질을 더 많이 하게 된다. 딸꾹질을 멈추게 하는 
‘꺼짐’ 버튼은 어디에 있을까? 다행스럽게도, 딸꾹질을 멈
추게 하는 치료책은 여러분의 몸속에 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내뿜는 이산화탄소이다. 이산화탄소
는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게 만드는 ‘횡격막 수축’
을 막아준다. 여러분의 얼굴을 극적이고 인상적인 홍당무
가 될 정도로 숨을 참으면, 부수적으로 여러분의 폐 속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고 몇 초 후 딸꾹질이 멈추게 
된다.

[어구] hiccup 딸꾹질 ridiculous 이상한 exhale 내뿜다 

contract 수축하다 incidentally 부수적으로

[해설]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딸꾹질을 멈추는 

방법에 한 것으로 얼굴이 시뻘게지도록 숨을 참으면 

폐 속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고 몇 초가 지나면 

딸꾹질이 멈추게 된다는 내용의 글이다.

28. [출제의도] 적절한 어휘 추론하기

 [해석] 

통계에 따르면, 미래의 세계인구 증가는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남아시아에 집중될 것이다. 어느 인구통계학자
는 “오늘날의 세계의 인구 증가는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합
니다. 유럽에서는 자연적 인구 증가가 없으며, 심지어 미
국조차도 인구 증가는 이민에 크게 의존합니다.”라고 말
했다. 2050년까지 유럽의 인구는 7억3천만 명에서 6억6
천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와 동시에 북부
지역과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 인구는 9억 
명에서 거의 20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남아시아의 인구는 16억 명에서 거의 25억 명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구] centralize 집중화하다 diminish 감소하다 

statistics 통계(학) demographer 인구 통계학자 

estimation 추정 immigration 이민자 surge 증가

하다 swell 증가하다 shrink 줄다

[해설] 미래의 세계인구 증가는 개발도상국에 집중되며 

미국에서는 이민자들이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인구증가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글이다.

29. [출제의도]  어휘의 쓰임이 올바르지 않은 것 찾기 

 [해석] 

여러분은 1,000 킬로그램이 넘는 무게의 빠르게 움직이
는 자동차가 어떻게 상 적으로 가볍게 브레이크 페달을 
누름으로써 멈춰질 수 있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위의 그
림은 유압 상승이 발생하는 파스칼의 원리를 묘사한 것
이다. 액체 용기에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움직이는 피스
톤을 보아라. 작은 피스톤은 브레이크 페달에 연결되어 
있는 피스톤과 같다. 유압 상승에서는 가해진 힘이 작은 
피스톤을 위로(아래로) 움직이게 하고 액체에 압력을 가

한다. 그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똑같이 전달되고 따라서 
똑같은 압력이 큰 피스톤에 가해진다. 그러나 큰 피스톤
의 면적이 작은 피스톤의 면적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힘이 생성된다. 그러므로 큰 피스톤과 그 위에 놓여 
있는 짐(하중)도 상승한다.

[어구] lift 상승(하다) exert 힘을 가하다

[해설] 1,000 킬로그램이 넘는 무게의 빠르게 움직이는 

자동차를 상 적으로 가벼운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것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파스칼의 원리인 유압 상승

현상이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작은 쥐를 작은 피스톤에 

올려 둠으로써 발생하는 압력이 큰 피스톤과 그 위에 놓여 

있는 코끼리를 상승시킨다는 것을 설명한 글이다. 

30. [출제의도]  심경 파악하기

 [해석] 

한 성직자가 길을 따라 걷다가 길 건너편에서 어느 집의 
초인종을 누르려고 애쓰고 있는 아주 작은 소년을 발견
한다. 그러나 그 소년은 너무 키가 작아서 높은 곳에 있
는 초인종에 손이 닿지를 않는다. 잠시 소년이 애를 쓰는 
모습을 보다가 성직자는 소년이 있는 곳으로 다가간다. 
그는 재빠르게 길을 건너서 작은 소년의 뒤로 걸어간다. 
아이의 어깨에 손을 다정하게 얹고는 초인종을 힘차게 
누른다. 성직자는 아이의 키까지 몸을 낮추고는 자비롭게 
미소 지으며 묻는다. “이제 뭘 해줄까, 얘야?” 그 질문에 
소년은 이렇게 답한다. “이제 우리 도망가요!”

[어구] crouch 몸을 구부리다 benevolently 자비롭게

[해설] 키가 작은 소년이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있는 

초인종을 누르려고 애쓰는 것을 보고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신 눌러주었는데 알고 보니 아이는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장난을 하고 있던 것

이었다. 본의 아니게 이런 장난에 가담하게 된 

성직자의 심경은 놀랍고 혼란스럽다.

31.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해석] 

인간의 활동이 바다에 미치는 하나의 중요한 영향은 해
양 오염이다. 그것은 단순히 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과 불
법적으로 버려지는 탱크 세척 쓰레기뿐만이 아니다. 해양 
환경에 한 기름 유출이 가시적으로 크게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름 유출의 양은 다른 원인으로 만들어
지는 오염물질의 양에 비하면 아주 적다. 육지에 관련된 
원인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오염물질의 약 44%를 차지
하고 기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오염물질은 약 33%를 
차지한다. 그와는 조적으로, 해양 운송은 겨우 약 12%
만 차지한다. 오염의 영향은 다양하다. 하수구 배출물과 
농업에서 나오는 과다 영양소로 인한 오염(부영양화)으
로 연안 바다에서는 해조류가 눈에 거슬릴 정도로 위험
하게  번식한다. 이러한 해조류가 죽고 썩으면 물속에 있
는 산소를 모두 써 버린다.

[어구] marine 해양의 discharge 배출하다 dwarf 작게 

만들다 sewage 하수구 algae 해조류

[해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해양 오염이 다른 오염원에 

비해 상 적으로 적으며 육지의 오염물질이 44%, 

기의 오염물질이 33%이고 해양 운송으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은 12%에 지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이다.

32. [출제의도] 도표 이해하기

 [해석] 

위의 도표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업 치료사와 학교 외
에서 근무하는 직업 치료사간의 직업만족 요인들이 상당
히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① 두 그룹 모두 ‘고객과의 
인간관계’를 직업만족의 가장 높은 요인으로 꼽았다. ②
두 그룹 모두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직업만족 요인은 ‘동료
와의 인간관계’로 밝혀졌다. ③ 학교에서 근무하는 치료사
와 학교 외에서 근무하는 치료사간의 가장 큰 차이는 ‘환
자  치료사의 비율’ 항목에서 보여 졌다. ④ ‘복지혜택’
에 한 인식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치료사와 학교 외에
서 근무하는 치료사간에 차이가 전혀 없었다. ⑤ 학교에
서 근무하는 치료사의 20% 이상은 ‘직무 안정성’에 한 
인식을 전반적인 만족도에서의 한 요인으로 평가했다.

[어구] therapist 치료사 overall 전반적인

[해설] ‘복지혜택’에 한 인지도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치료사와 학교 외에서 근무하는 치료사간에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33. [출제의도] 필자의 주장 파악하기

  [해석] 

채소는 지방과 칼로리가 적고 섬유질이 많으며 건강을 
지켜주는 요소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과일과 채소는 종
종 살충제가 뿌려지고, 살균제로 덮이거나, 토양에 뿌려
진 것을 뿌리로 빨아올리기 때문에 독소로 가득 차 있다. 
우리 사회에 도래하고 있는 가장 건강한 변화 중 하나는 
화학물질이 없는 농산물에 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한 
유기농업의 성장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런 요구를 하는 

중들의 목소리에 여러분도 가세할 것을 촉구한다. 여러
분이 사는 장소에 따라 공급되는 것을 이용하고 가능한 
한 많은 유기농산물을 구입하거나 어떤 농작물이 가장 
많이 오염되었는지 알아보고 그런 오염된 농산물이 유기
농법으로 지어진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데 집중하라.

[어구] pesticide 살충제 fungicide 살균제 toxin 독소 

organic produce 유기농산물

[해설] 화학물질이 없는 농산물에 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한 유기농업의 성장을 바람직한 변화로 보며 이런 

요구를 하는 중의 목소리에 적극으로 참여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34. [출제의도] 주제 찾기

 [해석] 

하루에 15분씩 하나의 주제에 시간을 할애하면 5년 후에
는 그 주제에 해 달인이 될 것이라고 거듭 증명되고 
있다. 날짜나 심지어 시간 단위로 생각하지 말고 생산적
인 활동의 짧은 시간 단위로 여러분의 스케줄을 계획하
라.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과의 약속시간에 10분이나 
15분을 늦는다 해도 여러분의 시간은 버려지지 않게 된
다. 여러분은 그런 시간에 비한 계획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책을 쓴다는 생각에 압도되고 
말지만 만약 그들이 하루에 몇 분의 시간을 내서 약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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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로 된 반 페이지의 글을 쓴다면 일년 후에는 5만 단
어로 이루어진 원고를 갖게 될 것이다.

[어구] overwhelm 압도하다 manuscript 원고

[해설] 하루에 15분씩 하나의 주제에 시간을 할애하면 

5년 후에는 그 주제에 해 달인이 될 것이니 작은 

단위 시간을 잘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글

이다.

35. [출제의도] 주제 찾기

 [해석] 

많은 사람들은 낙타에 해 널리 알려져 있는 그릇된 개
념을 버려야 한다. 낙타는 등에 수통을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낙타의 혹은 물을 담는 자루가 아니다. 그것은 
지방을 보관한다. 그러나 낙타는 지방을 물로 변환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낙타는 화가 났을 때 침을 뱉는 
더러운 습관으로 탈수가 될 것이다. 뜨거운 태양에 직접
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낙타는 땀을 흘리지 
않는다. 사실 낙타는 땀을 흘릴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낙
타가 털 코트를 덮고 있기 때문이다. 등의 털은 충분히 
두꺼워서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열이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비교적 털이 적은 배 부분
은 체열을 밖으로 배출하게 해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낙타는 항상 호감이 가는 동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잘 만
들어진 동물이다.

[어구] dispose of ~을 버리다 misconception 그릇된 

개념 canteen 수통 hump 낙타의 혹 convert  

바꾸다  nasty 더러운

[해설] 낙타는 등에 혹을 달고 다니며 혹 속에 있는 지방을 

물로 바꾸고, 등의 털 코트는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고 땀을 흘리지 않게 해주며, 배 부분은 털이 적어서 체열을 

밖으로 보내는 등 환경에 잘 적응이 된 동물이라는 내용의 

글이다.

36. [출제의도] 글의 내용 일치 파악하기

 [해석] 

  Gertrude Ederle는 남자선수의 가장 빠른 기록을 깨며 
영국해협을 헤엄쳐 건너간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 그녀에
게 수영을 가르친 사람은 어머니였다. 어머니에게서 수영
을 배우기 시작한지 단지 4년 만에 800야드 자유형에서 
기록을 세웠다. 그 후, 뉴욕에 있는 여성수영협회의 
Charlotte Epstein은 아마추어 경기협회가 여성수영선수
들을 협회에 등록하게 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Gertrude의 
언니는 동생이 협회에서 수영할 것을 권했고 그곳에서 
연습과 지도를 받았다. 파리에서 열린 1924년 올림픽에
서는 5개의 여성선수 종목에서 금메달 한 개와 두 개의 
동메달을 획득했다. 

[어구] set a record 기록을 세우다 encourage 격려

하다  

[해설] 영국해협을 남성의 최고기록을 갱신하며 횡단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37. [출제의도] 글의 내용 불일치 파악하기

 [해석] 

Conkers는 상수리 열매를 이용한 아이들의 놀이의 이름
으로 약 400년 동안 즐겨져왔다. 놀이명은 ‘conquer’ 라
는 단어에서 유래된 듯하다. 또한 상수리 열매 자체를 
conker라고 부르기도 한다. 녹색껍질을 상수리 열매에서 
벗겨내어 그 열매를 줄에 꿰는데 놀이 중 날아가지 않도
록 하기 위해서 열매의 한쪽 끝에 매듭을 짓는다. 놀이 
참여자들은 conker중 하나가 부서질 때까지 번갈아가며 
자신의 conker를 상 방의 것을 향해 휘두른다. 2000년 
영국학교 조사 결과는 교장선생님들이 놀이 중에 아이들
이 부상당할 것을 염려하여 많은 학교에서 이 놀이를 허
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4년에는 고글을 착
용할 때만 Conker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어구]  peel off 벗겨지다 knot 매듭을 짓다 

[해설] 아이들의 놀이로써 부모와 함께 했다는 사실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38. [출제의도] 글의 요지 파악하기

 [해석] 

해리스 쿠퍼는 약 30년 간 연구를 검토한 결과 인종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아이들은 보통 여름방학을 거치는 동안 
지난 1년 동안 배운 학습내용의 약 1개월분을 놓치게 된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산수계산
과 철자법에서 심각하다. 여름방학 중 학습활동을 한 아
이들과 비교할 경우 학습활동을 하지 않은 아이들은 개
학 후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학부모들이 할 수 있
는 해결책은 수학교사의 역할을 신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계속 머리를 쓸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이 먼저 계획을 짜는 것이다. 아이의 학습 의욕
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학, 박물관 또는 도서관의 여름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것도 좋다.  

[어구] acute 격심한 at a disadvantage 불리한 입장

에서  

[해설]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머리를 쓰게 하는 것이 학습의 

연속성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통해 

글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39. [출제의도] 글의 요지 파악하기

 [해석] 

격언에 있듯이 뭔가에 해서 요청하는 사람은 5분 동안
은 바보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
람은 평생토록 바보일 수 있다. 더 많이 요구할수록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지만 이것에 익숙해지는데도 연습이 
필요하다. 성공이란 횟수 게임이다. 불교의 현인들이 말
하는 것처럼 과녁의 중심점을 맞추는 모든 화살은 백번
의 실수 끝에 얻은 결과인 것이다. 몇 주에 걸쳐서 좋아
하는 음식점에서 편안한 식사를 위해 더 좋은 자리를 요
구해보거나 동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무료로 한 번 더 
달라고 하거나 다음 번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때는 무료
로 등급의 상향을 요구해 보면서 당신의 요청이라는 근
육을 유연하게 단련시켜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진정한 
마음으로 요구할 때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풍요로운 

것들에 놀라게 될 것이다.    

[어구] the bull’s eye 과녁의 중앙 complimentary 

무료의 

[해설] 자신의 원하는 바를 적극적인 자세로 요청하고 

이뤄질 때까지 시도하는 것의 필요성이 나타나 있다. 

40. [출제의도] 글의 흐름 파악하기

 [해석] 

불꽃놀이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종이 통 또는 가연성 
물질로 가득 찬 판지 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불꽃을 잘
못 사용하면 화상과 부상이 생길 수 있기에 다루는 사람
과 지켜보는 사람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다. 게다가, 불
꽃놀이는 가연성 물질에 떨어지면 화재를 일으키기도 한
다. 이런 이유로, 일반적으로 불꽃놀이의 사용이 법적으
로 제한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불꽃 성분의 함량에 따라
서 소비자용 불꽃놀이와 전시용 불꽃놀이로 분류하고 있
다. 전시용 불꽃놀이는 전문가만 사용하도록 법으로 제한
하고 있다. 소비자용 불꽃놀이는 중이 이용할 수 있으
며 위험상황을 줄이기 위해 성분함량이 제한된 좀 더 작
은 변형 판이다.

[어구] combustible, flammable 타기 쉬운 

pyrotechnic 불꽃의 composition 성분

[해설] ‘미국에서는 불꽃성분의 함량에 따라서 소비자용 

불꽃놀이와 전시용 불꽃놀이로 분류하고 있다.’ 라는 

내용 다음에 주어진 문장의 내용이 들어가야 글의 

흐름이 논리적이다.

41. [출제의도] 제목 찾기

 [해석] 

다채로운 PlayPump는 아프리카의 시골 아이들이 처음으
로 접한 최초의 놀이터 기구이다. 아이들이 PlayPump를 

다가 뛰어올라 탈 때면 얼굴에는 경이로운 미소가 터
져 나온다. 둥글게 원을 돌며 느끼는 재미는 경이로움의 
한 부분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런 엄청난 발명품은 놀이
시간을 바꿔주었을 뿐 아니라 삶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회전목마가 돌때 지하 깊은 곳에서 깨끗한 물을 끌어올
려 그것을 커다란 탱크에 저장하게 된다. 사람들은 모두 
언제든지 여기에 와서 물을 맘껏 마셨다. 이 덕분에 물을 
구하는 것이 빠르고 쉬워졌으며 심지어 남자아이들까지
도 이 일에 함께할 수 있었다. 펌프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물을 길으면서 함께 모이는 사회적 활동의 중심이 되었
다. 

[어구] whirl 회전하다 

[해설]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놀이기구인 PlayPump가 

재미 뿐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물을 얻을 수 있어서 

사회적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글의 

제목을 찾을 수 있다.

42. [출제의도] 제목 찾기

 [해석]

빛은 인간이 잠들고 깨어나는 주기를 결정한다. 부분의 
동물과 사람들에게 수면의 욕구는 멜라토닌으로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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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생겨난다. 멜라토닌은 뇌의 송과선
으로 알려진 작은 선(腺)에서 생겨난다. 저녁이 되면 송
과선은 줄어드는 빛에 해 반응하여 멜라토닌을 만들어
내기 시작한다. 만들어진 멜라토닌은 혈액 속으로 유입되
고 우리의 몸 전체로 흘러들어 졸음이 오게 만든다. 우리
가 깊은 잠을 자고 있는 한밤중에 호르몬의 분비가 최고
조에 이르게 된다. 아침이 되면 눈을 통해 들어온 밝은 
빛이 멜라토닌 생성을 중단함으로써 반응하는 송과선에 
이르게 되어 잠자고 싶은 욕구를 없애준다.

[어구] pineal gland 송과선 switch off 끊다, 끄다  

[해설] 빛의 감지를 통해 생성된 호르몬이 인간의 수면 

주기를 조절한다는 내용을 통해 이 글의 제목을 찾을 

수 있다. 

43. [출제의도] 글의 분위기 추론하기

 [해석] 

“제리, 어디 있는 거니?” 지붕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
다. 옆방으로 달려가 손을 뻗치며 개에게 오라고 소리쳤
지만 붙잡기도 전에 많은 양의 물이 집안으로 려들어
왔다. 그녀의 발목과 무릎으로 물이 빠르게 흘러들어왔
다. 몇 초 후에는 수위가 가슴 위까지 이르렀다. 물이 방
으로 려들어오자 Lisa는 개를 머리위로 들어올렸다. 무
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려들어오는 물속에서 
균형을 잡고 바로 서 있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침착함
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다. 물은 무자비하게 계속해서 올
라오고 있었다.

[어구] grab 움켜쥐다 surge 밀어닥침 relentlessly 

무자비하게

[해설] 집으로 밀려들어온 물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는 긴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44. [출제의도] 글의 흐름 이해하기

 [해석] 

인간은 감정과 본능 보다는 이성을 통제하는 두뇌의 한 
부분인 뇌피질을 통해 갑작스런 질문에 해서 반응하
게 된다. (B) 과학자 Jean Martin Charcot는 여성 환자에
게 최면을 건 후 우산을 건네주며 펼쳐보라고 요청했다. 
환자는 최면에서 깨어났을 때 손에 들려진 우산을 보고 
놀랐다. (C) 그러자 과학자는 그녀에게 왜 우산을 실내에
서 펼쳐서 들고 있느냐는 질문을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지시받은 사항을 기억하지 못했다. 당황한 나머지 천장을 
올려다 본 후 과학자를 다시 바라보며 말하길 “비가 오고 
있었어요.” 라고 답했다. (A) 질문을 받았을 때는 그녀
는 무엇인가 답을 생각해내야 한다고 느꼈고 비가 오
고 있었다고 답하는 것이 유일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논리적인 답변이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예상치 못한 질문
에 해 논리적인 것처럼 들리는 답을 하며 그 답은 
질문자조차도 이미 예상한 답변이다.

[어구] hypnotize 최면술을 걸다 perplexed 당혹스런  

[해설] 갑작스런 질문에 하여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답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내용 다음에 주어진 문장의 

내용이 들어가야 글의 흐름이 논리적이다.

 

45. [출제의도] 요약문 완성하기

 [해석]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상 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의견에 확신을 가지는 것만큼 상 방
도 모든 면에서 확신을 가진다.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자
기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한다. 여기서 나는 새로운 전략
을 제안하고자 한다. 당신의 친구가 “진보주의자들이(혹
은 보수주의자들이) 사회 문제의 주된 원인이야.” 라는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의 의견이 무엇이든 간에 
그 말을 듣고 반사적으로 당신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려
고 하기 보다는 상 의 견해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와 
같이 말해라. “네가 왜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이유
를 말해주렴.” 당신 자신의 입장을 지키려고 비하는 자
세로 말하지 말고 단순히 다른 견해를 알고자 하는 자세
로 말해라. 잘못을 지적하거나 당신의 친구가 얼마나 잘
못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게 하려고 애쓰지 마라. 단지 친
구로 하여금 자신이 옳다는 만족감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어라. 상 의 다른 의견을 듣는 연습을 해라.

[어구] liberal 자유주의자 conservative 보수주의자 

[해설] 당신이 논쟁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자신의 입장만을 

옹호하기보다는 먼저 다른 사람의 견해를 살펴보라는 

내용의 글이다.

46-48 장문 독해

 [해석]

(A)
나는 몇 년 전에 안전 면도칼을 샀다. 왜냐하면 모든 사
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한동안
그것은 새로운 물건으로서의 기쁨과 함께 완벽한 면도를 
할 수 있다는 즐거움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몇 달이 지
나자 나는 그 물건에 해 실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
에 가지고 있었던 일반 면도칼로도 더 나은 면도를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나
는 면도가 잘되게 하려면 완벽한 면도칼뿐만 아니라 또
한 완벽한 비누가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
었다.

(C)
그래서 나는 아무개 비누를 샀고, 나의 아침 면도가 현저
하게 좋아졌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 아무개 면도칼과 비
누를 가지고 씨름하는 동안 다시 그것들이 불만족스러워 
지는 와중에, 친구에게 (c) 완벽한 면도용 브러시에 한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즉시 그 아무개 브러시를 구입하
여 비누를 사용하기 전에 찬물로 얼굴을 적시고, 그 아무
개 비누를 브러시로 발랐다.

(D)
전쟁 이후에 나는 처음으로 (d) 일련의 만족스런 면도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 비누가 없다면, 그 날카로운 면도 
칼 만으로는 (e) 완벽한 면도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 브
러시가 없다면, 그 비누조차도 효과가 적을 것이다. 그 
면도칼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브러시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다. 
‘어느 하나의 물건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 하지 말자.’

(B)
우리는 항상 한 물건만 가지고 있으면 마치 (a) 완벽함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기 하지만, 사실은 각 물건들의 전
체적인 조합이 없다면 완벽함을 얻을 수 없다. 하나의 원
칙만을 가지고는 우리는 완벽한 상태에 이를 수 없으며, 
벽돌 하나만 가지고는 (b) 집을 지을 수 없다. 적어도, 내
가 완벽한 비누와 완벽한 브러시를 가지고 얼굴에 비누
칠을 하고 그리고 완벽한 면도칼을 가지고 면도할 때 그
런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내가 아침에 면도하는 동안 나 
자신에게 확고하게 단언했던 말이다.

[어구] so-and-so  아무개  assertively 단언적으로 

stubbornly 확고하게 

46. [출제의도] 글의 흐름 파악하기

 [해설] 완벽한 면도를 위해 처음에는 면도칼을 샀으나 

곧 만족스럽지 않게 되어 그 다음은 비누를 사게 

되고 또 그 다음은 브러시를 사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하나하나의 물건에서는 만족감을 느낄 

수 없었으나 모든 물건을 한꺼번에 사용하고 나서야 

완벽한 면도에 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내용

이다.

47. [출제의도] 지칭하는 상이 다른 것 찾기

[해설] (a),(b),(d),(e)는 모두 총체적으로 결합된 상태를 

지칭하며, (c)는 총체를 이루는 하나의 부분만을 

지칭한다. 

48.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해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부분만으로는 최고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의 사이므로 

‘어느 하나의 물건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 하지 말자.’ 

라는 것이 답이 된다.

49-50 장문 독해

 [해석] 

Person A 나는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온도를 증가시키
며, 이러한 변화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
다. 지구주변의 평균온도가 이전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
으며, 이것은 인간이 기후변화를 야기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과학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다. 나는 온도의 
미미한 상승만으로도 이전보다 더욱 심각한 날씨를 유발
하고, 극지방의 만년설을 녹게 하며, 세계의 농업 관행을 
교란시키고, 질병을 퍼트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인간이 지구 기후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Person B 온도 변동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인간에 의해서
가 아니라 자연적인 순환과정에 의한 것이라고 많은 사
람들은 주장한다. 나는 인간 행동이 어떤 기후변화를 야
기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온도가 오르고 있다
는 것조차도 확정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전의 빙하시 에서 보여주듯이 지구 기후는 자연적으
로 변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교토 의정서와 같은 노력이 세계의 기후에 어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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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끼칠 것이라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고 진술하는 
바이다. 나는 지구 온난화에 한 주장이 그릇된 경종이
라고 생각한다.

[어구] fluctuation 변동, 파동 modest 미미한

inconclusive 확정이 안 난, 결론에 이르지 못한 

ice cap 만년설

49. [출제의도] 글의 쟁점 파악하기

[해설]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온도 변화를 유발시켜 재난을 

야기한다는 주장과 지구의 온도는 자연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립하고 있다.

 

50. [출제의도] 공통 빈칸 추론하기

[해설] 인간이 지구 기후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말과 지구의 기후는 자연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어구를 

찾는 문제이다.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윤리(윤리와 사상⋅전통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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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인간의 특성 이해하기

 [해설] 지문은 인간의 마음속에 천도(天道)가 덕성으로 주
어져 있다는 내용이다. 인간은 타고난 도덕성을 바탕으
로 스스로 가치를 추구하고 의식적으로 행위하는 윤리적 
존재이다.

2. [출제의도] 고자와 순자의 인성론 파악하기

[해설] 지문 ‘갑’은 고자, ‘을’은 순자이다. 고자에 의하면 인
간의 본성은 타고난 식욕과 성욕일 뿐, 선악(善惡)이 없
다. 순자에 의하면 성(性)은 이익을 좋아함, 질투와 증오
심, 눈과 귀의 감각적 욕망 등이며 본성의 악함을 인정하
고 있다. 그는 악해지려는 경향을 예(禮)를 통해 선으로 
변화시켜야 한다[化性起僞]고 주장하였다.

3. [출제의도] 사회 사상의 다양성 이해하기

[해설] A는 개인을 중시하며 보수적인 사회 사상이다. 개
인주의는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
선시하며, 보수주의는 사회의 기존 질서를 유지ㆍ보
존하려고 한다. 

4. [출제의도] 동도 서기적 개화 사상 이해하기

[해설] 지문은 신기선의 『농정신편』의 일부이다. 개화사상
은 동양의 전통적 도덕규범을 준수하면서도 이것을 지키
기 위한 방편으로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자는 동도서기적 

개화사상과, 기존의 유교 질서를 부정하고 서구적 근  
국가를 건설하자는 변법적 개화 사상으로 전개되었다. 

5. [출제의도] 장자의 인격 수양 방법 파악하기

[해설] 지문은 장자의 『장자』의 일부이다. 장자는 자아의 
세계로 부터 나와 너의 립을 해소하고 만물을 차별화
하지 않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인 제물(齊物)을 지향하였
다. 제물은 조용히 앉아서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을 잊어
버리는 좌망(坐忘)과, 마음을 비워서 깨끗이 하는 것인 
심재(心齋)를 통해 추구될 수 있다.

6. [출제의도] 윤리의 필요성 이해하기

 [해설] 지문 (가)는 윤리의 전제로서의 자유의지를 설명
한 글이며, (나)는 범죄 행위에 한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화의 일부이다. 인간은 외부의 제약이나 
구속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세운 목적을 실행할 수 있
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을은 행위가 자유의
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하
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7. [출제의도] 사회 제도와 사회 운동의 특징 파악하기

[해설] 지문의 ㉠은 사회 제도, ㉡은 사회 운동이다. 어떤 
사회 사상을 토 로 하느냐에 따라 사회 제도의 성격이 
결정되며, 사회 운동은 이론 체계로서의 사회 사상을 필
요로 한다. 그러므로 사회 제도와 운동이 현실 사회 개
혁에 필요

한 사상 체계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

8. [출제의도] 원효의 원융회통 사상 이해하기

[해설] 지문은 원효의 주장이다. 원효는 종파와 사상 간
의 분열과 립을 해소하고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원융회통(圓融會通) 사상을 정립하였다.

9. [출제의도] 공자와 맹자의 사상 이해하기

[해설] 공자는 조건적ㆍ분별적 사랑인 인을 통해 사회 문제
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인의 실천을 위해 타인을 배려하
는 서(恕)를 제시하였으며, 이상적 국가의 모습으로 사
회적 약자도 부양되는 동 사회를 제시하였다. 맹자는 
의(義)를 통해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도
덕적인 교화로 인을 실천하는 왕도정치를 주장하였다.

10. [출제의도] 효의 의미 이해하기

 [해설] 지문은 효를 주제로 한 시조이다. 효는 자신의 
근원인 부모에 한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11. [출제의도] 묵자의 겸애 이해하기

[해설] 지문의 (가)는 타가(他家), 타국(他國)을 자가(自
家), 자국(自國)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묵자의 주장이
다. 그러므로 (나)에 해 존비친소의 구별이 없는 
겸애(兼愛)를 실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2. [출제의도] 동양 문화의 특징 파악하기

[해설] 그림은 동양 문화의 특징을 질문한 것이다. 서양의 
문화는 이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분석적인 사고에 기
초한 과학 정신을 중시한 반면, 동양의 문화는 직관적 
사유를 통해 전체적 흐름 속에서 부분을 해석하며, 인간
의 존재성을 사회적 제 관계 속에서 파악한다.

13. [출제의도] 이황의 이기론 이해하기

[해설] 지문은 이와 기에 한 이황의 주장이다. 이황은 이
기이원론적 우주관에 입각하여 사단과 칠정이 각각 이와 
기에서 발한다는 이기 호발설을 주장하였다. ㄱ,ㄷ은 이
이의 주장이다.

14. [출제의도] 도가의 ‘도(道)’이해하기

[해설] 지문은 도가의 도에 관한 내용이다. 도가에서의 도는 
우주 만물을 관통하는 법칙이자 근원이며 감각과 인식을 
초월한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나 도덕적 판단의 기준의 역할을 하는 유교의 
도와는 차이가 있다. ㄱ은 유교의 도이다.

15. [출제의도] 이상 사회의 특징 파악하기

[해설] 지문은 노자의 소국 과민과 바쿠닌의 무정부주의이다. 
소국 과민은 문명의 발달이 없는 무위와 무욕의 사회이
며, 바쿠닌의 무정부 사회는 일체의 정치적 조직과 권위
를 부정하고 국가 권력 기관의 강제 수단을 철폐함으로써 
개인의 자유가 실현되는 사회이다. 두 사회는 인간의 본
성을 해치는 인위적인 제도와 권력을 부정하고 있다.

16. [출제의도] 주희와 왕양명의 사상 비교하기

[해설] 지문의 (가)는 주희, (나)는 왕양명의 주장이다. 
주희는 성즉리설(性卽理說)을 기초로 격물치지(格物
致知)와 존양성찰(存養省察)의 수양법을, 왕양명은 
심즉리설(心卽理說)을 바탕으로 치양지(致良知)와 지
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하였다. 왕양명은 순수한 본
래성만 유지한다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
는데, 이 점에서 도덕적 실천과 이론적 탐구를 통한 
지식 확충을 함께 주장한 주자학과 차이가 있다.

17. [출제의도] 동양 사상의 이상적 인간상 이해하기

[해설] 그림의 A는 승불교의 보살, B는 유교의 군자, 
C는 도교의 지인, 신인, 천인이다. 하늘을 인간 본성
의 근원으로 간주하는 것은 유교의 관점이며, 도교에
서 우주 만물의 근원은 하늘이 아닌 도(道)이다.

18. [출제의도] 정약용의 인간관 이해하기

[해설] 지문은 정약용의 『여유당전서』의 일부이다. 정약용
은 인간의 본성을 기호로 보고 좋아함의 근거에 따라 형
구의 기호와 영지의 기호로 나누었다. 그에 의하면 인간
은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인 자주지권을 가지며, 
덕은 행위의 실천을 통하여 형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