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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듣기]

 [1~5]
1. 라디오 교양 프로그램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

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기 만화가 

허 선생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며 프로그램을 열까 
합니다.

선생의 작업실 한쪽 벽에는 큼지막한 메모가 붙
어 있다고 합니다.

<권투 선수가 12회전 뛰듯>
 새벽 5시 반 화실가기
 낮 12시 산책하기
 오후 6시 운동하기
 오후 8시 귀가하기
 밤 11시 취침하기

이 메모에는 시간대별로 선생의 하루 일과가 적
혀 있는데요, 선생은 대부분의 일을 오전 중에 끝내
고, 오후에는 그림 소재를 구하기 위한 취재를 다니
거나 운동, 독서, 영화 감상 등으로 스트레스도 푼다
고 합니다. 화실에 출근하는 시간이 일러서 마치 수
험생의 하루 일과가 연상될 정도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만화를 창작하는 것은 참으로 고
단한 작업이기 때문에 집중력과 지구력을 잘 유지해
야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지요.

이번 기회에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허 선생의 메
모에 담긴 교훈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출제의도] 이야기에 담긴 교훈 파악하기
[해설] 허 선생은 자신이 정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매일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실천하고 있다. 

2.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
음에 답하십시오.
우리가 물체를 볼 때,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보

는 방향과 초점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양쪽 눈
에 비치는 각각의 이미지를 중첩하여 대상을 지각하
게 되는데, 이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것이 3D 영화
입니다.

3D 화면을 만들 때에는 스테레오 카메라를 사용
하는데요, 스테레오 카메라는 사람이 두 눈으로 대상
을 보듯이 두 개의 렌즈로 대상을 촬영합니다. 이렇
게 촬영한 각각의 영상을 두 대의 프로젝터로 한 화
면에 동시에 비추면, 두 개의 이미지가 포개져 나타

납니다. 그래서 맨눈으로 보면 겹쳐진 영상만이 보이
는데, 이런 현상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것이 3D 안
경입니다.

우리가 영화관에서 쓰는 3D 안경은 편광방식의 
필터로 만듭니다. 편광방식이란, 일정한 방향으로 진
동하는 빛만 통과시키는 방식인데요, 안경의 한쪽은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시키는 수직편광
필터를, 다른 한쪽은 수평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시키는 수평편광필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3D 
안경을 착용하면, 한쪽 눈에 한 개의 이미지만 보이
고, 각각의 이미지는 중첩되어 입체감을 지닌 영상으
로 뇌에서 지각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영상은 대상이 
지닌 입체감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평면화
면에 비하면 훨씬 더 사실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출제의도] 강연을 듣고 내용 이해하기
[해설] 3D 안경은 편광방식의 필터를 이용해 화면에 
비친, 겹쳐진 영상을 왼쪽과 오른쪽 눈에 한 개씩만 
보이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3. 이번에는 TV 프로그램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요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요리연구가 김 선생님을 모셨습
니다. 김 선생님? 오늘은 어떤 요리를 만들어 주실 
거죠?

김 선생님 : 오늘 소개할 요리는 탕수갈비입니다. 탕
수육은 다들 아시죠? 탕수육은 원래 중국 광둥요리
의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아요. 오늘 
만들 탕수갈비는 갈비에 탕수를 부어 만드는 요리
입니다. 탕수는 설탕과 식초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탕수요리처럼 탕수갈비도 달고 신 맛이 있어
요. 

사회자 : 탕수갈비, 벌써 입맛이 도는데요. 그런데 선
생님, 탕수육이 광둥요리라고 하셨는데, 시청자분들
께 광둥요리에 대해 소개를 좀 해 주시죠.

김 선생님 : 그럴까요? 중국에는 4대 요리가 있는데
요, 광둥요리는 상하이, 쓰촨, 베이징 요리와 함께 
중국 4대 요리에 속합니다. 광둥 지방은 16세기 이
후 외국 선교사와 상인들의 교류가 빈번했던 곳인
데, 그래서 요리도 서양 요리법이 가미된 특성을 가
지고 있지요. 대표적인 요리로는 오늘 만드는 탕수
요리를 비롯하여 상어지느러미찜, 팔보채, 딤섬 등
을 들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아~, 우리가 잘 아는 팔보채도 광둥요리군
요. 언제 기회가 되면 팔보채나 딤섬도 한 번 만들
어 보기로 하고요, 오늘 만들 요리의 재료부터 알려 
주시죠.

김 선생님 : 네. 탕수갈비의 주재료는 돼지갈비이고
요, 부재료는 목이버섯, 당근, 완두콩입니다. 그 외 
전분, 간장, 식초, 설탕, 물 등이 필요합니다. 

사회자 : 그런데 선생님, 탕수요리에는 대체로 목이
버섯이 들어가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 선생님 : 네, 목이버섯에는 여러 가지 효능이 있
어요. 혈액 정화 작용이 뛰어나 고혈압,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좋고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여 골다
공증 예방이나 빈혈 치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자 : 목이버섯에 그런 효능이 있다니 놀라운데
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까요?

  [출제의도] 대화의 세부 정보 파악하기
[해설] 광둥 지방은 교류가 빈번했던 지역이어서 요리
에도 서양 요리법이 가미된 특성이 있다고 했다. 서양 
요리법에 영향을 주었다는 언급은 없다. 

[4～5] 이번에는 대담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
고 4번과 5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 최근 축구 경기에서 오심 논란이 자주 일어
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심 개선 방안을 주제로 김
종호 축구 해설 위원과 이진아 국제 심판을 모시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김 위원님
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 위원 :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골라인에 2명의 심판을 더 배치하는 6심제 시행, 둘
째, 비디오 판독기 도입, 셋째, 골라인을 넘어서면 반
응하는 스마트-볼 사용 등이 눈에 띕니다. 6심제는 
이미 유럽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어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디오 판독기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사회자 : 6심제 시행, 비디오 판독기 도입, 스마트-볼 
사용 등이 유력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군요. 이 심
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심판 : 네～. 저는 심판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심판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축구 경기에 전자기기를 도입하는 것은 많
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심판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
씀이신데, 전자기기를 도입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요?

이 심판 : 예, 국제축구연맹이 오심 논란에도 불구하
고 전자기기 도입을 꺼리는 것은, 축구가 인간적인 
매력을 지닌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비디오 판독기
나 스마트-볼 같은 전자기기가 도입되면 축구의 매
력이 반감될 것입니다. 전자기기를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자 : 요즘은 심판들이 헤드셋을 쓰고 경기를 진행
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전자기기
는 도입된 셈이 아닌가요? 비디오 판독기 도입에 그
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 심판 : 비용 문제뿐 아니라 축구 경기에서는 흐름
이 끊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드셋을 사용한다
고 경기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디오 판독
기가 도입되면, 판정이 애매할 때마다 비디오 판독 
요청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경기의 흐름이 자
주 끊기게 됩니다. 축구 경기를 보는 재미는 한결 덜
해지겠지요.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즐기려면 축구에 
비디오 판독기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
다. 

사회자 : 이 심판님은 비디오 판독기 도입에 부정적이
신데요, 김 위원님께서는 이 심판님의 생각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 위원 : 비디오 판독기 도입 문제는 다른 스포츠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구나 테니스에서
는 이미 비디오 판독 규정이 도입되어 홈런과 파울, 
인(in)과 아웃(out)을 정확히 판정하여 선수와 감독, 
팬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심판님의 우려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재미가 좀 떨어지더라도 비
디오 판독기를 도입하여 오심 논란을 잠재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자 : 지난 남아공 월드컵에서도 경기장에 설치된 
36대의 카메라가 오심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피파를 
곤혹스럽게 했는데요. 자, 그럼 이런 논란에 대해 방
청객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출제의도] 대담의 내용 파악하기
[해설] ‘이 심판’은 전자기기를 도입할 경우 많은 비
용이 드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⑤에 대한 언급
은 없다. 

5. [출제의도] 사회자의 역할을 이해하기
[해설] 사회자는 대담자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발언 
내용을 요약하면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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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6~12]
6. [출제의도] 두 자료로부터 연상하기

[해설] 상황 [1]에서 B는 A와 달리, 신발은 가볍게 
만들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어 새로운 생
각을 이끌어 내고 있다. 상황 [2]의 B′는 일반적인 
관점으로 본 A′와 달리, 같은 대상이라도 다른 관점
으로 보면 얼마든지 다르게 분류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7.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해설] [자료 2]는 육아 부담이 여성이 취업하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인임을 보여 준다. [자료 3]은 민간 
기업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두 자료에서 여성과 장애인의 경제 활동
이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여성과 장애인을 차별하는 
현상이 지속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8. [출제의도] 개요를 바르게 수정ㆍ보완하기
[해설] ㉣ ‘국가 경쟁력의 강화’는 상위항목인 ‘Ⅱ-3’
과 연관성이 없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이것을 ‘국가 
경쟁력의 약화 원인’으로 수정하더라도 ‘국가 청렴도
가 낮은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Ⅱ-2로 옮기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③ ‘Ⅱ-2-다’는 상위 항목(국가 청렴도
가 낮은 이유)과 거리가 있다. ‘Ⅱ-3-다’와 대응하도
록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9. [출제의도] 제시된 조건에 맞게 쓰기
[해설] ②는 잘못을 사과하는 내용(‘내가 경솔했어’)
과 속담/격언의 활용(‘친구는 얻기보다 잃기 쉽다’), 
직유법이나 은유법(‘넌 나의 영원한 보석’)을 써야 하
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10.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 고쳐쓰기
[해설] 호응 관계상 ㉡의 ‘소음이 발생시켜’는 ‘소음
을 발생시켜’로 고쳐야 자연스럽다. 

11. [출제의도] 관용어 의미 파악하기
[해설] ‘손이 빠르다’는 ‘일 처리가 빠르다’의 의미이
다. ㉠은 ‘손을 벌리다’, ㉡은 ‘손을 뻗치다’, ㉢은 ‘손
에 붙다’, ㉣은 ‘손이 크다’, ㉤은 ‘손이 맵다’로 결합
되어 쓰인다. (참고로 ㉤은 ‘손을 대어 건드렸거나 
매만진 결과가 모질다’의 의미도 있다.) 

12. [출제의도] 높임법의 개념과 유형 이해하기
[해설] ㉡의 ‘모시다’는 ‘데리다’의 높임말이다. ‘모시
-’가 어간이며, ‘시’는 주체높임 선어말어미가 아니
다. 
[오답풀이] ㉠은 주체높임 선어말어미(‘-시-’), 조사
(‘께서’)를 사용한다(①). ㉡은 서술어의 대상(객체)
을 높이는 어휘(‘모시다’)를 사용한다(②). ㉢은 대화 
상대를 높이는 종결어미(‘-ㅂ니다’)를 사용한다(③). 
㉠, ㉢은 주체높임법 중 간접높임이다(④).

[현대시]

[13~16] 현대시
출전 : (가) 백석,「 수라(修羅) 」
       (나) 김지하,「 무화과(無花果) 」
       (다) 이시영,「 공사장 끝에 」
13.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해설] (가)와 (나)에는 화자가 ‘나’로 드러나 있으
며, (가)에는 거미를 보며 느낀 화자의 정서가 표현

되어 있고, (나)에는 무화과를 통해 화자의 정서가 
표현되고 있다. 
[오답풀이] ② (다)에만 ‘불빛’과 ‘칠흑’의 이미지가 
대조되고 있다. ③ 공간의 이동은 (나)의 3연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에서는 ‘거미’를 통해 화자의 
처지를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나, (나)와 (다)에
는 해당하지 않는다. ⑤ (가), (나), (다)에 동일한 
문장이 부분적으로 반복되고 있지만, 그것이 구조의 
안정감을 높이는 데 기능하고 있지는 않다.

14.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해설] 1연(2행), 2연(4행), 3연(6행)으로 갈수록 
행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거미들에 대한 화자의 정
서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화자는 
거미를 통해 가족 공동체가 붕괴된 상황에 대한 안
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지만, 동경하는 세계에 대한 화
자의 의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⑤ 화자는 거미를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
를 반복하지만 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는 ‘무심코 
보기’ → ‘다가가 보기’ → ‘연민과 슬픔 느끼기’처럼 달
라지고 있다.

15.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 이해하기
[해설] 화자는 꽃이 없는 무화과처럼 자신의 삶 역
시 ‘꽃시절’을 가져 보지 못했다는 회한에 잠겨 한탄
하고 있다. ‘친구’는 화자에게,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꽃이 피는 열매라고 말하
며, 화자의 살아 온 삶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라고 
위로하고 있다. 

16. [출제의도] 자료 활용하여 작품 이해하기
[해설] ‘루핑집 안 단칸’방은 바깥세상의 위협이 하
루 더 유보된 공간일 뿐 위협이 차단된 안전한 공간
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아무 것도 모르고 잠든 ‘어린 것들’과 
갓 알에서 깨어난 ‘새끼 거미’는 철거와 가족 이산
(離散)의 상황을 더욱 비극적으로 느끼게 한다. ② 
‘그 여자’와 ‘큰거미’는 부정적 현실에 무방비로 노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④ 인부들은 ‘그 여
자’의 가족을 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미 가족이 
비록 ‘찬 밖’이지만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나’와 대
상을 안쓰러워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⑤ ‘공사장 
끝’이라는 제목에 나타난 부정적 한계상황은 ‘아수라
장’의 현실과 닮아있다.

17.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해설] ㉠과 ㉡은 ‘검은’, ‘칠흑’의 색채이미지를 통해 암
울한 상황을 비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오답풀이] ① 둘 다 시각적 이미지만 나타난다. ②
둘 다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암울한 심리가 암시되고 
있지만 감정이입으로 볼 수 없다. ③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은 ‘칠흑(漆黑)처럼’과 ‘깜깜한
‘이라는 유사한 의미를 지닌 수식어가 중첩되어 ‘밤’
을 수식하고 있으나 ㉠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과학]

[18~21] 
출전 : 논문(재구성한 글)
18. [출제의도] 글의 주제 파악하기

[해설] 제시문은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광의 종류 
중 자외선의 특성을 정리한 글이다. 자외선의 개념, 
파장 영역에 따른 종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
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은 도입 문단에서 자외선을 언급하기 
위한 부분이므로 제목으로 부적절하다.

19. [출제의도] 세부 정보 확인하기
[해설]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은 파장 영역에 따
라 세 종류(‘UV-A’, ‘UV-B’, ‘UV-C’)로 나뉘는데, 
자외선의 종류에 따라 지표면에 도달하는 양은 다르
다. 

20. [출제의도] 개념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해설] UV-B의 파장 영역이 길수록 홍반 발생력이 
감소한다(4문단). 

21. [출제의도] 한자어를 순 우리말로 바꾸기
[해설] ⓐ ‘방출(放出)’에는 ‘내보내다’의 의미도 있지
만, 여기서는 ‘나오다’로 바꾸어 표현해야 자연스럽
다. ‘흩어지다’는 ‘분산(分散)’의 의미이다. 

[현대소설]

 [22~25]
출전 : 황석영,『아우를 위하여』
22. [출제의도] 구성과 서술의 특징 파악하기

[해설] 이야기Ⅰ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다. ‘나’는 사건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일정한 거리
를 두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오답풀이] ④ ‘너’는 이야기Ⅰ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인물이다. ‘너’는 형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
다. ⑤ 아우에게 편지를 보내는 ‘나’(형)는 과거의 경
험(이야기Ⅰ) 외에 ‘정의’의 문제 등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있다.

23.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와 행위 이해하기
[해설] [A]는 ‘나’가 교생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무
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혼자 모험을 감행하는 행위
이다. 이 행위는 두려움에 떨던 ‘비굴한 사람’에서 벗
어나려고 노력하는 모습인데, 인물의 의식이 차차 성
장해 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오답풀이] ① 무서운 공상을 하는 것은 비굴한 모습
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임을 드러낸다. [A]는   행
위가 반복되면서 공포감이 차츰 옅어져 가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지, 유사한 경험으로 인해 공포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② 육체적으로 성장한 뒤에 모
험을 감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A]는 어렸을 
때의 체험일 뿐이다.

24.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해설] ‘은수’는 폭력을 사용하여, 공포감을 느낀 상
대를 굴복시키려는 인물이다. ‘판석’은 폭력 앞에서 
기죽어 지내다가 용기를 내기 시작한다. 즉 불의 앞
에서 머뭇거리는 것을 굴복으로 여기는 인물로 변모
한다. 

25. [출제의도] 작품의 주제의식 파악하기
[해설] <보기>는 작품의 창작 배경에 관한 정보이
다. 이를 통해 작품의 우의적 성격을 알 수 있다. ㉡
은 사회에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개인적 차원에서의 
삶을 지향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사회의 주요 관심사(정의, 불의 등)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불의를 방관하는 모습이다. 
④ 밝은 사회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뉘우침에는 부끄러웠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담
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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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26～28] 
출전 : 김용규,『철학 통조림 4』(재구성한 글)
26. [출제의도] 세부 정보 확인하기

[해설] 토마스 쿤은 진리가 누적적, 단선적, 지속적
으로 발전한다는 칼 포퍼의 박진이론을 반박한다(마
지막 문단). 
[오답풀이] ① 논리적 실증주의자들은 ‘귀납적 방법’
(경험)으로 명제를 검증해 과학적 지식에 접근한다
(1문단). ② 칼 포퍼는 명제를 무한정 검증할 수 없
기 때문에 전칭명제가 참임을 이끌어 낼 수 없다고 
보았다(4문단). ③ 칼 포퍼는 실험과 관찰로 오류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5문단). ⑤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만 언급되고 있어 논리적 실증주
의자들의 이론을 보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마지
막 문단).

27. [출제의도] 개념을 사례에 적용하기
[해설] ‘고래는 새끼를 낳는다.’는 경험으로 해당 사
실의 참, 거짓을 확인할 수 있다. 검증 원리를 적용
할 수 있는 명제이다. 
[오답풀이] 논리적 실증주의자들은 ‘사후 세계는 존
재한다’,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와 같은 형이상학적 
명제는 ‘비의미’하다고 하여, 검증 원리가 적용되는 
명제가 아니라고 본다(①, ③). ‘어떤 조류는 날지 못
한다’는 ‘어떤 호랑이는 희다’처럼 하나만 검증하면 
되는 명제이기 때문에 반증이 가능한 명제가 아니다
(④).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1/2이다.’도 검증 
과정만 반복되는, 확률과 관련된 명제이므로 반증가
능성의 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⑤).

28. [출제의도] 이론을 사례에 적용하기
[해설] ㉮ ‘A형이지만 소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와 ㉯ ‘B형, O형, AB형인데 소심한 사람을 발견했
다.’는 T1인 ‘혈액형이 A형인 사람은 소심하다.’의 
오류를 지적한 내용이다(①, ②). 이에 따라 ㉰ ‘A형, 
B형, O형, AB형 모두에 소심한 사람은 있다.’는 새로
운 문제 P2가 제기된다(③). 그렇다면 모든 혈액형
에 소심한 성격이 나타나므로, ㉱에 T2로 ‘혈액형은 
성격과 특별한 상관성이 없다.’는 내용이 이어져야 
한다(④). 칼 포퍼에 따르면, T2도 T1처럼 오류를 
제거하면서 끊임없이 진리 접근도가 높은 이론으로 
나아간다(⑤). 

[예술]

[29~32]
출전 : 김진균,『음악 예술의 이해 』(재구성한 글)
29. [출제의도] 글쓴이의 집필 전략 파악하기

[해설] 제시문은 음률이 순정률에서 평균율로 변하
는 양상을 보여 주며, 순정률과 평균율의 특성을 밝
히고 있다. 

30. [출제의도] 세부 정보 확인하기
[해설] 제시문에는 평균율의 원리와 장점만 언급되
어 있을 뿐, 평균율로 작곡할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
한 언급은 없다. 

31. [출제의도] 개념을 상황에 적용하기
[해설] 평균율에서는 음간의 진동수 간격이 일정하다. 
[오답풀이] ① 1옥타브는 C-2C이다. ③ 평균율과 순
정률 모두에서 C-2C는 정확히 두 배의 진동수 비를 
가진다. ④ 순정률에서 C-D, F-G 사이의 진동수 간
격은 각각 다르다. ⑤ C의 배음은 2C로 1옥타브 내

에서 하나만 존재한다.
32.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해설] ㉠은 문맥상 ‘소리나 연기 따위를 나게 하다’
의 의미를 나타낸다. 
[오답풀이] ② ‘신문, 텔레비전 따위에 어떤 내용이 
실리다’ ③ ‘이름이나 소문 따위를 알리다’ ④ ‘돈이나 
물건을 주거나 바치다’ ⑤ ‘길, 통로, 창문 따위가 생
기다’  

[고전소설]
[33~36]
출전 : 작자 미상,『까치전』
33.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 파악하기

[해설] 군수와 어사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하
는 장면이다. 1차 재판에서는 군수와 섬동지, 구진, 
앵무새, 비둘기 간 대화를 중심으로, 2차 재판에서는 
어사와 암까치, 섬동지, 비둘기 간 대화를 중심으로 
현장을 생동감 있게 보여 주고 있다. 

34. [출제의도] 소설의 표현 방법 파악하기
[해설] ‘여차여차’는 ‘이러이러하다’는 뜻으로, 사건이
나 상황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지 않기 위해 쓰는 상
투적인 표현이다. 낙성연에서 비둘기와 시비를 벌이
다가 까치가 죽은 과정을 ‘여차여차’로 표현하고 있
다(㉢). 

35.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해설] 군수는 섬동지의 청탁을 받아 비둘기에게 유
리한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판관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하여 비둘기의 유죄를 밝히지 못했다. 

36.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한자성어 파악하기
[해설] 어사는 위증한 섬동지를 ‘죽여 후대 사람에게 
징계’하려 하므로, ‘한 사람이나 한 가지 죄과를 엄하
게 벌줌으로써 여러 사람을 경계함’을 의미하는 ‘일
벌백계(一罰百戒)’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버림. ③ 재앙
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 ④ 사방으로 날아 흩어짐. 
⑤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이 생김.

[기술]

[37~39]
출전 : 전창,『자동차 과학』(재구성한 글)
37. [출제의도] 세부 정보 확인하기
 [해설] 구동바퀴 하나가 감당해야 하는 힘이 적을수록 
자동차는 코너에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 

38. [출제의도] 현상의 이유 파악하기
  [해설] 코너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의 속도를 줄

이면 코너링력이 커지지만, 속도를 높이거나 브레이
크로 제동을 하는 경우에는 코너링력이 작아진다. 제
어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가속하여 코너를 돌거나 
급하게 제동을 하면 코너링력이 아주 작아져 차량이 
원심력을 이길 수 없게 되고, 차가 미끄러져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39. [출제의도] 개념을 구체적 상황 적용하기
  [해설] 전륜구동차는 원심력에 의해 앞바퀴가 핸들의 

각도보다 작게 꺾이는 언더스티어 현상을 보이므로 
차량이 점점 바깥쪽으로 크게 돌게 된다. 핸들의 각
도나 속도에 변동이 없으면 동일한 원심력이 계속 작
용하므로, 바퀴의 각도나 방향은 바뀌지 않게 되고, 
차량은 점점 큰 원을 그리면서 주행하게 된다. 전륜

구동차가 그리는 주행선은 <보기>의 c처럼 된다. 후
륜구동차는 핸들의 각도에 비해 앞바퀴가 점점 안쪽
으로 많이 꺾여 돌게 된다. 이 경우 원은 점점 안쪽
으로 작아지게 된다. 

[문학복합]

[40~43]
출전 : (가) 황진이의 시조
       (나) 김병연, 「삿갓을 읊다」
       (다) 이태준, 「화단(花壇)」
40.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해설] 세 작품은 공통적으로 대립적 의미를 지닌 
소재들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변
치 않는 속성을 지닌 ‘산’과, 한 번 흘러가면 돌아오
지 않는 ‘물’의 대비를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
현하고 있다. (나)에서는 겉치장에 불과한 ‘속인들의 
의관’과 방랑 생활의 풍류와 자부심을 드러내는 ‘삿갓’
이 대비되고 있다. (다)에서는 ‘수돗물’과 ‘빗물’, 인위
적인 손길을 가한 식물들과 자연 그대로 자란 ‘봉선
화’의 대비를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설의적 표현은 (가)와 (다)에만 나타
난다. ② (가)에서 ‘산’과 ‘물’의 속성을 대비하고 있
지만 이를 통해 교훈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③ 영
탄적 어조는 (가)에서만 드러난다(‘아니로다’, ‘오노
매라’).  

41.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 파악하기
[해설] (가)에서 ‘물’은 흘러가면 다시 오지 않는 순
간적이고 유한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화자는 ‘인걸’
이 ‘물’과 같이, 가고 다시 오지 않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나)의 ‘하늘 물’은 수돗물로는 살리지 못했던 
화초를 소생시킨 것으로, 자연의 생명력을 함축하고 
있다. 

42.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작품 감상하기
[해설] ‘비바람’은 세상의 모진 풍파를 의미한다.  

43. [출제의도] 인물에 대한 정보 파악하기
[해설] 노인은 수돗물로 살리지 못했던 화초가 빗물
에 의해 소생한 것을 보고, 자연의 생명력을 새삼 확
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일을 겪은 후 노인이 여전히 
화초에 인위적인 손길을 가하고, 그를 통해 얻은 결
과물을 자랑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노인이 깨
달음을 실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

[44~47]
출전 : 홍기빈, 『홍기빈과 함께 읽는 칼 폴라니』(재구

성한 글)
44.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해설] 제시문은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이론에 대해 
비판하는 칼 폴라니의 주장을 설명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핵심 용어의 의미 파악하기
[해설] 폴라니는 경제가 사회로부터 분리되면서 생
긴 ‘자기조정적 시장’이 실현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자기조정적 시장은 ‘노동, 토지, 자본’이라
는 상품화할 수 없는 것들까지 상품화한 ‘허구적 상
품’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46. [출제의도] 내용의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해설] 폴라니의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회 구
성원의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경제 형태
를 인정하며, ‘호혜, 재분배, 교환’은 물론 ‘지역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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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경제’를 ‘자기조정적 시장’의 대안으로 생각한다. 
<보기>는 ‘교환’의 사례인 ‘공정무역’에 관한 것으로, 
대량 생산, 대량 소비와는 관련이 없다. 

47.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해설] ‘자생적’은 ‘저절로 나거나 생기는 것’을 의
미한다. 

[언어]

[48~50]
출전 : 우형식 외,『한국어 어휘의 이해』
48. [출제의도] 내용의 구체적 사례 적용하기

[해설] ‘ㄴ’에서 ‘침엽수’와 ‘활엽수’의 의미를 파악할 
때 [+잎]과 [+식물]은 공통성분이고, 잎의 모양이 
[넓음]과 [좁음]이 의미 차이를 드러내는 시차성분
이다. [±식물]을 시차성분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49. [출제의도] 글의 인과관계 파악하기
[해설] ‘소년’의 성분을 분석할 때, 의미성분의 하나
인 [동물]을 기술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인간]이라는 
의미성분에 동물의 의미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50. [출제의도] 세부 정보 이해하기
[해설] ㆍ때리다 : [+접촉][+동작][-변화] 
       ㆍ자르다 : [+접촉][+동작][+변화] 

• 수리 영역 •
정 답

1 ⑤ 2 ⑤ 3 ④ 4 ② 5 ①
6 ③ 7 ② 8 ① 9 ② 10 ④
11 ① 12 ③ 13 ④ 14 ⑤ 15 ③
16 ③ 17 ⑤ 18 ① 19 ④ 20 ①
21 ④ 22 42 23 27 24 30 25 670
26 11 27 36 28 52 29 240 30 32

해 설

1. [출제의도] 두 집합의 포함 관계 이해하기
집합  에 대하여 ⊂이다. 벤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 이다.

 





2. [출제의도] 복소수 계산하기
   = 
                     =

3. [출제의도] 함수값 계산하기



 에서   이다. 

따라서     
4. [출제의도] 명제  → 의 참, 거짓 판별하기

ㄱ.   이면,  ±  (거짓)
ㄴ. <대우>  이고   이면,   이다. 
(참)    
ㄷ. <반례>     이면,   
(거짓)

5. [출제의도] 연산에 대한 성질 이해하기
ㄱ.    일 때, △      
   여기서  ≥ 인 자연수 이므로 
   △≥ 인 자연수의 집합이다. (참)
ㄴ. <반례>     일 때,  ○   (거짓)
ㄷ. <반례>     일 때, ▽      
   (거짓)

6. [출제의도] 유리식을 계산하여 항등식에 관한 문제 
해결하기





 이 되기 위해
서는
  이어야 한다.
∴    

     
∴      따라서,  

7. [출제의도] 복소수의 거듭제곱을 계산하여 수의 규칙
성 추론하기
  





이므로 

   







  







  







 

       







      







 







     이므로 




 ,

  




 ,  , 





 , 




 , 

이 규칙적으로 반복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고
   ⋯    





이다.

8. [출제의도] 최대공약수의 성질 이해하기
를  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로 놓으
면   
 , 의 최대공약수가 이므로 인수정리
에 의하여
        ∴ 
또 도 로 나누어 떨어진다.
       ∴ 
따라서   

9. [출제의도] 이중근호를 풀고 무리식 계산하기
    에서 
준식=

 =
 =




 =   

10. [출제의도] 부등식의 성질 이해하기
   이므로 
ㄱ. 

 


  따라서 


   (참)

ㄴ.     이므로    ∴ 

   (참)

ㄷ. <반례>     일 때, 



 


   (거짓) 

11. [출제의도] 이차방정식의 근에 대하여 증명하기
이차방정식    의 
근  ± 가 유리수라 가정하자. 
그러면,   가 홀수이므로   는  어떤 자연
수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 ㉠  이라 두면, 은 
홀수이다. 
한편  ㉠에서 


×  으로 나타내어 

지고, 
  이 모두 홀수이므로   이  짝수 이다. 
따라서


×  은  짝수이다.

이것은 가 홀수라는 사실에 모순이다. 
따라서 주어진 이차방정식은 유리수 근을 가질 수 
없다.

12. [출제의도]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여 거리 계산하기
 서로 다른 두 점  는 수직선 위에 있고 
 , 라 하면, 

 


 , 

  
 이므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13. [출제의도] 도형의 자취 추론하기 
정사면체를 펼쳤을 때 실 끝의 자취는 점선 부분처
럼 반지름의 길이가 인 반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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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    

14. [출제의도] 이차함수와 이차부등식의 관계 추론하기
이차부등식   을 풀면   이다.
  이라 두면,   의 그래프
는 절편이 이므로 
아래 그림과 같이 ≤  에서 축과 만나야 한
다. 
따라서  ≤  ,  ∴ ≥ 

   
또    ,  ∴  

    
따라서  


≤  

     ∴   

41 2 3
-1





O

15. [출제의도] 이차함수의 평행이동과 근과 계수의 관
계 이해하기
주어진 함수의 꼭짓점을 원점으로 평행 이동하면 그
래프는   이고   이다. 따라서 
 이다. 그리고 절편이 이므로   이다.   
의 좌표를 라 두면 의 좌표는 가 되고 
  와    이 같다. 
따라서    이고  이다. 따라서  
이다.

16. [출제의도] 수학 내적 문제 해결하기
주어진 원    와 원점을 지나는 접선 
 를 연립하여 얻은 이차방정식의 판별식 
임을 이용하면
    ,    에서 



    이므로

 


  (제1사분면에서의 접선)이다. 

즉,    



또한 원과 의 접점에서 에 수직인 직선은 원의 중
심을 지나므로,     이고 두 직선 
  의 교점은    이다. 
따라서 두 직선     그리고 축으로 둘러싸인 부
분의 넓이는 


××   이다.

(다른 풀이) 원의 접선에서 접점으로부터 수선은 원
의 중심을 지난다. 따라서 피타고라스 성질을 이용하
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17. [출제의도] 이차방정식의 실근 관계 추론하기 
방정식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은    이다.
ㄱ. (참)
ㄴ. 두 실근을   라 하면, 
    두 근의 곱      (참)
ㄷ.   라 두면 
ⅰ)    인 경우 
  ,   이므로  
    이다.
ⅱ)    인 경우
    , 
    이므로  
    이다. 
iii) ∣∣ 인 경우
     
 i), ii), iii)에 의하여 (참)

18. [출제의도] 무리함수와 분수함수 그래프 이해하기 
  의 그래프에서   ,    , 
  임을 알 수 있다.  

 에서   이므로 
축에 평행한 점근선은 축의 오른쪽에 있다. 그리
고  이므로 축에 평행한 점근선은 축의 아
래쪽에 있다. 절편은 

 이고 양수이다. 따라서 ①
의 그래프이다.  

19. [출제의도]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수학 내적 문
제 해결하기
두 함수       의 교점은   와 
  가 만나는 점이다. 
따라서    ∴     또는  이다. 따
라서 ≥ 에서 역함수와 만나는 점의 좌표는 
  이고 원점과의 거리는  이다.

20. [출제의도] 코사인법칙을 이용하여 선분의 길이 계
산하기
그림과 같이 구하는 지점을 로 놓으면 
이 때,   라 놓으면    
     ×××이므로
     
∴  

 











21. [출제의도]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해하여 식의 값 
계산하기



  이므로     



 ∴


 









 

22. [출제의도] 조립제법과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여 계
산하기
   을 로 나누면 
몫     이다.
를 로 나눈 나머지는 
    이다.
 ∴        

23. [출제의도] 유리수를 번분수로 나타내기










 

 에서   가 자연수이므로 







 

      
     ∴ 







 

    ∴ 

 

   ∴ 

따라서   이므로    
24. [출제의도]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해

하기
  의 두 실근이  이므로 
 이다.
 따라서    
 따라서  

25. [출제의도] 방정식의 근의 뜻 이해하기
삼차방정식  의 세 근       
이므로
    ⋯⋯ ①
    ⋯⋯ ②
     ⋯⋯ ③
①+②+③을 하면,
     

             ∴   
             ∴  

26. [출제의도]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수학 내적 문
제 해결하기
직선 는 기울기가 

 이고,  를 지나므로 
  


이다.

따라서 이 직선이   를 지나면,   이므로 
  , 즉  이다.
직선 는 기울기가 이고,   을 지나므
로  이다.
따라서 이 직선이   을 지나면,   이므로 
   , 즉   이다.
∴  

27. [출제의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계산하기
두 점  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고, 점   

 에서 직선  까지의 거리

를 구하면  
 
  이다. 

한편 삼각형 의 넓이는 밑면을 라 할 때, 
높이 가 최소일 때, 최솟값을 가진다.
따라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 의하여 
 


≥ 이므로 의 최솟값은 

 이다.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의 최솟값은 



× ×


 이다. 

∴    ∴   

28. [출제의도] 연립부등식의 영역을 이용하여 넓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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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
  두 직선     


의 교점의 좌표

는 


 

 이다. 이때 교점 는 원
  위의 점이므로 세 부등식을 만족하는 영
역은 다음과 같다. 



이때 직선  

가 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 

 이다. 따라서 구하는 부등식의 영역의 넓이 
는 부채꼴 와 삼각형 의 넓이의 합과 
같으므로
  


× × 


 


× ×  = 






   ∴     
29. [출제의도] 삼각함수 성질을 이용하여 수학 외적 

문제 해결하기
건물의 높이를 라 두면 
삼각형 에서 




       
  

삼각형 에서  
  

   ×      ∴ 

 



30. [출제의도] 삼각함수 성질을 이용하여 수학 외적 
문제 해결하기
종이 장의 전체 넓이는  ×  
또한 겹쳐진 도형은 한 변의 길이가 인 평행사변형
이다. 
따라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이다.
××  

따라서 곳이 겹쳐 있으므로
∴   ×  

• 외국어(영어) 영역 •
정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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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듣기]

1. [출제의도] 지칭하는 그림 찾기
M: This is the store I talked about, Mom. I’m sure 

that this is the biggest shop in town.
W: Yeah! It seems so. How did you know about 

this shop?
M: Oliver recommended it to me yesterday.
W: I hope you can find the one you want to buy 

here. Where are the table clocks?

M: Over there.
W: Oh, I see. How about this round one?

M: Not bad. But I had a round one before. I want 
something different.

W: Then, what do you think of this rectangular 
clock with Roman numbers? 

M: It’s O.K, but a little bit plain. Is there anything 
unique?

W: Unique one... Look, honey. How about this 
rectangular type with a chimney? Isn’t it cool?

M: Yes, this is exactly what I wanted. I will take 
it!

W: I’m so happy that you finally found the right one. 

2. [출제의도] 심정 파악하기
M: Have you finished your Christmas decoration?

W: Yes, I’m almost done with it. How is the guest 

list for the Christmas party going?

M: Here. I just printed it out. Do you want to take 

a look?

W: Sure, (pause) Is it true? Is Uncle Jim really 

coming? 

M: Yes. Can you believe that? I just got an email from 

him telling me that he’s surely coming this year.

W: You have many good memories of him, don’t 

you?

M: More than that. He is like a second father to 

me. I haven’t seen him for ten years since he 

left for Africa. 

W: I understand how you feel. 

M: I will prepare a special turkey for him. Oh, I 

can’t wait to see him. 

3. [출제의도] 지칭대상 파악하기 
W: Nowadays more and more people are suffering 

from this condition. General symptoms of this are 

sneezing, coughing, runny nose, and itchy eyes and 

skin. If your pet is causing this, make your bedroom 

a petfree zone, and wash the animal regularly. Milk 

and peanuts are the most common foods that cause 

this. The reaction usually occurs within minutes of 

eating the food. Some medications, such as penicillin 

or aspirin, can also cause this. So, it’s better to 

avoid using medications if possible.

4. [출제의도] 할 일 고르기
W: What are you doing, Min-su?

M: I’m doing my homework.

W: I have a present for you.

M: What is it, Mom?

W: It’s an English novel, Dead Poets Society, and 

its DVD. 

  M: I wanted to watch this movie. I heard it’s 

very good.

  W: Right. I loved the movie, too. But I enjoyed 

the book much more. 

  M: Mom, this book is too difficult for me. 

W: I know it’s not easy for you. You can watch the 

movie first, and then read the book. It’s the best 

way to understand an English novel.

M: Thanks for your tip, Mom. 

5. [출제의도] 총 금액 고르기
W: May I help you?

M: Yes, I need a skateboard for my son. 

W: These two models are popular among kids. This 

one is $60, and that one is $50. 

M: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W: Nothing particular except that one is from last 

year.

M: OK. I want the cheaper one. And how much is 

the helmet over there?

W: Which one? The blue one is $30, and the red 

one is $40. The red one is a little lighter than 

the blue one.

M: Then, I will take the red one. 

W: Do you need anything else? 

M: No, that’s all. Can I use this 10%off coupon?

W: Let me see. Oh, I’m sorry, but the coupon 

expired last week. Today is December 10th.

M: Oh, I didn’t check the date. It’s OK. Wrap them 

up, please. 

6. [출제의도] 말의 목적 파악하기
W: Are you interested in movies or dramas on TV? 

Are you curious about the stories behind the 

scenes, background music or the places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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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famous scenes were filmed? Have you 

searched on the Internet and felt frustrated 

when you spent hours without any success? 

Then, we have what you’re looking for. It’s 

Dive into the Scenes. It is a magazine that 

contains the latest information about movies and 

dramas. To celebrate our 10th anniversary this 

month, we offer you three wonderful benefits. 

First you can get a free onemonth trial before 

you pay for your subscription. Plus, you can get 

a 20% discount for your annual subscription fee. 

Also, we are giving away two movie tickets for 

free. It’s now or never. Don’t miss this golden 

opportunity!

7. [출제의도] 부탁한 일 고르기
W: Hi, Harry. What are you doing here? 

M: Hi, Julie. I came here to buy a new screwdriver. 

What about you?

W: I came to get a hammer to fix my chair.

M: Can you fix things yourself? I think it is tough 

for you.

W: I’ll try it for myself this time.

M: Wow, that’s wonderful. 

W: Anyway, you live near the post office, right?

M: Yes. It’s only one block away from my house.

W: Oh, then can you give me a ride to the post 

office? I have to send this package.

M: OK, I see. We’d better hurry up. It’s almost 4 

o’clock now. 

8. [출제의도] 관계 파악하기
M: Excuse me. Could you help me, please?

W: Oh, sure. How can I help you?

M: I saw your ad for the yoga class that starts 

next week. Are there still openings?

W: Let me check for you. We have classes on 

Mondays, Tuesdays, and Wednesdays.

M: I can only come on Mondays or Wednesdays.

W: Well, it looks like there is still room for one 

more person in the Monday class.

M: Then I’d like to sign up for it now.

W: You are very lucky. The trainer on the Monday 

class is very famous and well-experienced.

M: That’s nice. I hope I will be in good shape.

W: I’m sure you will. Please write down your name 

and phone number here. 

9. [출제의도] 대화 장소 고르기 
M: May I help you, Ma’am?

W: Yes, I’d like to apply for a loan to build a new 

room on our house.

M: How much do you want to borrow?

W: I want to borrow $2,000.

M: For how many years?

W: What are the monthly payments for a twoyear 

loan?

M: On an interest rate of 7%, your monthly 

payments will be about $95.

W: OK. That sounds reasonable. I’ll take the loan.

M: All right. Please fill out this loan application 

form. It takes a few days to process your 

references and credit ratings. I’ll call you as 

soon as we are ready.

10. [출제의도] 할 일 고르기 
M: Oh, no. Not again.

W: What’s wrong?

M: My laptop stopped working again. This is the 

third time this week.

W: Have you checked to see if there is any virus in 

your laptop?

M: Yes, I ran the ‘virus check’ just an hour ago. 

But I don’t think this is a virus problem.

W: Well, I really want to help you, but I don’t 

know much about computers. You can use mine, 

if it’s urgent.

M: Thank you, but I think it needs fixing right now. 

W: Then why don’t you take it to a computer 

technician?

M: Do you know any good one around here?

W: Yes, I know one person who is really good. 

M: Do you have his phone number with you now?

W: No, not now. But I’ll send it to you by text 

message as soon as I get home.

11. [출제의도] 정보 선택하기
M: Mom. Can we go to a movie when Jessica 

comes back?

W: You mean tonight? I heard Inception would be 

released next week. Why don’t we wait for one 

week and see the famous Sci-fi movie?

M: I want to see Action movie rather than Sci-fi.

W: I see. What do you have in your mind?

M: Actually, I have wanted to see Red. They run 

the movie at King Cinema.

W: Is it OK for your sister to see that movie?

M: Oh, I forgot that she is only 13. Then how 

about Animation movie, Toy Story 3. I like 

Animation, too.

W: I think she loves Romantic Comedy just like me. 

How about seeing what women like tonight? 

And you can enjoy Action movie with your 

friends next weekend. 

M: That sounds good to me. 

12. [출제의도] 내용일치 찾기
M: Good evening, residents of Riverside Apartment. 

This is an announcement from the apartment 

security office. All residents are asked to help 

keep our neighborhood safer, cleaner, and more 

comfortable. Please separate recyclable wastes 

such as paper, plastic, cans and bottles in the 

recycle bins, and put all your disposables in the 

trash bins. Please try not to make any noise 

after 9 p.m. and be more considerate of people 

downstairs. Don’t throw things out the window, 

because it can cause serious harm to people 

walking on the ground. Park your cars only in 

the parking area. If you don’t, you will be fined 

$10.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13.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대화 고르기
① W: Aren’t you Alex from St. George High School?

   M: Yes, and you must be Sandra, right? What a 

surprise to see you here!

② W: Here is the blanket you asked for. Do you 

need anything else?

   M: Thank you. Uhm, can I also have a pillow, 

please?

③ W: What would you like to have for your lunch, 

sir?

   M: Do you have anything for a vegetarian? I 

don’t eat meat.

④ W: Excuse me, sir. But using a cell-phone is not 

allowed during the takeoff.

   M: Sorry, I’ll turn it off right now.

⑤ W: Is there anything I can do for you, sir? 

   M: I don’t know why but I can’t buckle up. 

Could you help me out?

14. [출제의도] 응답하기
M: Sarah, you don’t look so good today. Are you 

OK?

W: Hi, Steve. Not really. I have a terrible pain in 

my back.

M: What have you been up to?

W: I’ve been working overtime at the office for 

almost two weeks.

M: For two weeks? For what?

W: My company is working on a new project.

M: Oh, I see. It must have been very demanding.

W: That’s why I have severe pain in my back.

M: That’s terrible. Did you see a doctor?

W: Yes, the doctor told me to take a good rest and 

get enough sleep.

M: But you can’t rest until the end of the project, 

can you?

W: Yes, that’s the problem.

M: Is there anything I can do to help you?

W:                                   .

15. [출제의도] 응답하기
W: Hi, Andy.

M: Hi, Linda. I heard your holiday starts this 

Friday.

W: Yes. I’m going to take a trip to New Zealand. 

M: Wow. That’s awesome. Actually, I went to some 

parts of New Zealand last winter.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W: I’m thinking of going to Auckland and 

Queens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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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I had some unforgettable adventures there. I bet 

you’ll have fantastic experiences there yourself. 

W: I hope so. By the way, can you recommend any 

travel books? 

M: Sure, I have a really good one. It has very 

detailed information. 

W: Can I borrow it?

M: Of course, but please don’t forget to bring it 

back.  

W: Definitely. I promise I won’t.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trip.

M:                                       .

16.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표현하기 
(telephone rings) 

W: New Port Marine Park. Can I help you?

M: Yes. When do you open?

W: We open at 10:00 a.m. during weekdays and 9:00 

a.m. on weekends. 

M: Oh, I see. How much is the admission fee?

W: 40 dollars for adults and 20 dollars for children. 

And you can get a discount for a group of 15 

or more. 

M: Good. Do you have any special program today?

W: Sure. Today we have ‘Dolphin Shows’ and after 

the show you can feed dolphins. 

M: Wow. It’ll be fun. Do you charge for the show?

W: It’s free. And anything else do you want to 

know about?

M: I’m thinking about taking the subway, but I’m 

afraid it seems a little far to walk from the 

subway station with my children. 

W:                               .

17.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표현하기 
W: Susan and her friend David went downtown to 

see a movie this afternoon. After the movie, 

both of them got hungry. Susan suggested 

going to a newly opened Japanese restaurant. 

But David was afraid of trying Japanese food 

because he had never had it before. However, 

Susan convinced him that it’s worth trying. 

When the food was served, it took a little while 

for David to pick up his chopsticks. 

Surprisingly, once he tasted it, David couldn’t 

stop eating it. He loved the taste of raw fish 

and emptied a half of the dish right away. In 

this situation, what was Susan most likely to 

say to David?

Susan :                                    .  

[읽기]

18. [출제의도] 지칭 추론하기
[해석] 그것들은 수천 년 동안 있어 왔으며 전 세계
에 걸쳐서 많은 다른 문화의 한 부분이다. 그것들은 
다양한 모양이 있다 - 썰매, 다이아몬드, 삼각형, 
등. 항공기와 같이 그것들은 공기보다 더 무거우며 

날기 위해서 공기역학의 힘에 의존한다. 그것들은 보
통 나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단단한 살을 
가지고 있고, 이 살은 그 무게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상승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종이, 비닐, 또는 천으로 
된 “표면”으로 덮여있다. 그것들은 잘 날기 위해서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져야 하지만, 높은 바람을 저항
할 만큼 충분히 강해야 한다. 그것들 중 몇몇은 곡예
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개의 조종용 줄이 
있다. 
[어구] aerodynamic 공기역학의, withstand 저항하다  
[해설] 수천년의 역사, 다양한 모양, 조종용 줄, 재료 
등으로 보아 연에 관한 설명임을 알 수 있다.

19. [출제의도] 지칭대상 찾기
[해석] 어느 날, Matthew는 군대 주둔지 근처에서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뭔가를 밟았다. 그리고 그의 
두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폭발이 있었다. ① 그는 몇 
주가 지나서야 병원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그는 
Lucas라는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장애인들을 위
한 의족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Lucas는 골프를 열렬
히 좋아했고, ② 그는 Matthew에게 그(Lucas)가 만
들어준 의족을 사용하여 골프를 시작해 볼 것을 권
유했다. 처음에 Matthew는 골프 치는 것을 전혀 좋
아하지 않았다.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③ 그는 
한 번도 골프를 쳐 본적이 없었고, 그 운동을 부자들
이나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달리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 해 보기로 했다. 고통
에도 불구하고, ④ 그는 매일 골프를 쳤다. 그는 골프 
치는 것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고, 곧 아주 잘하게 되
었다. 작년에 ⑤ 그는 미국 P. G. A. 멤버십을 획득
했다. 
[어구] explosion 폭발, blow off 날려버리다, take 
up 새로 시작하다, view ~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해설] ②는 의족을 만들어 준 Lucas를 가리키고, 나
머지는 Matthew를 가리키고 있다. 

20. [출제의도] 글의 목적 찾기
[해석] 20대 초반에 나는 자정 전에 거의 잠자리에 
든적이 없었으며, 거의 항상 늦게 잠을 자곤 했다. 
나는 보통 오후 늦게 쯤 되어서야 생산적인 어떤 일
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후 나는 심지어 나의 
인생에서도 성공과 일찍 일어나는 것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내가 정말 일찍 
일어난 몇 안 되는 드문 경우에서, 나는 나의 생산성
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의 생산성은 
단지 아침뿐만 아니라 낮 동안에도 더 높았다. 그리
고 나는 또한 웰빙에 대한 의미있는 느낌도 알아차
렸다. 그 때 이후로 나는 내 자명종을 새벽 5시로 맞
추었다. 당신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어구] correlation 상관관계
[해설] 항상 늦게까지 자던 필자가 일찍 일어났을 
때 높은 생산성과 웰빙의 느낌을 인지하여 일찍 일
어나게 되었으며 독자에게도 해볼 것을 권고하고 있
다.

21. [출제의도] 흐름에 맞지 않는 문장 고르기
[해석] 도시 거주자들은 점점 소음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에 살고 있다. 이제는 높은 수준의 소
음에 대한 노출을 피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제
트 비행기 엔진이나 도로 공사와 같은 보다 명백
한 소음 공해의 근원지 외에도 다른 지속적인 소
음의 원인 들이 있다. 우리들은 몇 십 년 전이라
면 인간이 참을 수 없을 소음 수준을 피할 수 없
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던지 간에 고요함은 
사람의 귀에 유익하지는 않다고 말한다. 이미 존
재하는 소음에 더 시끄러운 소음이 더해지면서, 
소음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
[어구] urban 도시의, dwellers 거주민들, exposure 노

출 
[해설] 도시의 소음공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
이 이 글의 요지이므로 고요함에 대한 얘기는 전체 
흐름에 맞지 않다.

22. [출제의도] 문법성 판단하기
[해석] 전형적인 집이나 아파트 내의 공기는 많은 
다양한 독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어떤 화학물질
들은 가구, 건축자재, 그리고 가재도구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다. 냉장고와 그 외 가전제품도 건강에 해
로운 화학물질들을 공기 중에 내보낸다. 심지어 호흡
마저 어떤 독성 화학물질을 공기 중에 더한다. 그렇
다고 집에서 숨 쉬는 것을 멈출 필요까지는 없다. 깨
끗한 공기는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
니라, 당신의 집안 식물만큼이나 가까이 있다. 집안 
식물들은 공기 중 오염물질들을 제거하고 실내 공기
가 숨쉴 만 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도울 수 있다. 예
를 들어, 만약 당신이 실내에 산세베리아를 둔다면, 
공기가 한층 신선해 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구] give off 내뿜다, home appliances 가전제품,  
pollutant 오염물질
[해설] (A)는 화학물질이 방출되고 있다는 수동의 
의미가 되어야 함으로 are 다음에 p.p.형태인 given, 
(B)는 숨 쉬는 것을 그만둔다는 의미로 stop의 목적
어인 동명사 breathing, (C)는 be동사의 보어이므로 
형용사인 close가 각각 알맞다.

23. [출제의도] 문법성 판단하기
[해석] Lorenz는 실험실 연구에서 새끼 거위들이 부
화된 직후 어떤 움직이는 큰 물체를 우연히 만나면 
그것을 따르려는 타고 난 성향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
했다. 거위들이 10분 동안 그 물체를 따라 다니기 전
에 그 물체를 제거하면 거위들은 그들이 우연히 만나
는 그 다음의 움직이는 큰 물체를 따라 가려고 했다. 
거위가 10분 이상 동안 움직이는 특정한 큰 물체를 
따라다니도록 놔두면 거위들은 그것에 애착심을 갖는 
것으로 보였다. 사실 거위들은 그들이 보는 모든 다
른 움직이는 큰 물체를 회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따
라서 새끼 거위가 잠시 동안 특정한 물체를 따라다닌 
후에는 갑자기 그 물체와 어떤 관계를 발전시키지만 
어떤 다른 것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어구] innate 타고난, come across 우연히 만나다 
[해설] ④ 앞에 선행사 moving objects가 있으므로 
what을 that으로 고쳐야 한다. 

24. [출제의도] 빈칸 완성하기
[해석] 40년 전, California 대학의 심리학자 Paul 
Ekman은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미국인들의 사진
을 New Guinea의 고립된 지역에 살고 있는 Fore 종
족에게 보여 주었다. 대부분의 Fore인들은 서양인들
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었지만, 그들은 분노, 행
복, 슬픔, 혐오감, 놀람의 표현을 쉽게 인지했다. 
Ekman이 이 실험을 반대로 하여 Fore인들의 얼굴을 
서양인들에게 보여 주었을 때도 그 감정표현들은 오
해의 소지가 없었다. Ekman의 고전적 연구는 기본적
인 감정을 나타내는 얼굴 표정은 보편적이라는 견해
를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었다. 
[어구] isolated 고립된, recognize 인식하다
[해설] 처음 보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감정을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얼
굴 표정이 보편적(universal)이라는 것이 이 글의 내
용이다.

25. [출제의도] 빈칸 완성하기
[해석] 어른 공룡 한 마리와 새끼 공룡 34마리가 갑
작스럽게 죽었다-여전히 살아 있을 때처럼 모여 있
는 상태였다. 아무도 무엇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빨
리 함께 묻혀 죽었는지는 모른다. 동굴이 붕괴되었을 
수도 있고, 화산재에 질식해서 죽었을 수도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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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중국에서 최근에 발견된 이들의 유적은 공룡의 
행태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 어른 공
룡이 부모였을까 아니면 보모였을까? 작은 공룡들은 
새끼임이 분명하다고 그 매장지를 조사한 한 전문가
는 말하고 있다. 그의 말에 의하면, 34마리의 새끼는 
비정상적으로 큰 숫자이므로 한 무리의 새끼 공룡은 
공동 양육의 증거일 거라는 것이다. 많은 수의 새끼 
공룡들을 한꺼번에 모아 두는 것은 어른들이 먹이를 
찾으러 나가있는 동안, 포식동물로부터 새끼들을 보
호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것이다.
[어구] collapse 무너지다, suffocate 질식시키다
[해설]  다른 어른 공룡들이 사냥하러 나간 사이 한 
어른 공룡이 자기 새끼가 아닌 다른 공룡들도 같이 
돌보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으므로, 빈칸은 공동 
양육이 된다.

26. [출제의도] 빈칸 완성하기
[해석] 지금까지 많은 심리학자들은 아기들이 도
덕관념 없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교육을 통해 그
것을 습득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Yale 대학의 한 
팀의 심리학자들이 일련의 실험을 통해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고 심지어 아주 어린 아기들조차도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한 실험
에서 6개월에서 한 살 사이의 아기들은 빨간 공
이 언덕을 올라가려고 하는 만화영화를 보았다. 
초록 세모가 빨간 공을 아래로 어내려고 애쓰
는 반면에, 노란 네모는 그것을 뒤에서 어 주려
고 노력한다. 영화가 끝난 후, 그 실험 연구가들
은 어떤 모양을 아기들이 좋아하는지 테스트했다. 
80%가 넘는 아기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 초록 세
모보다 도움을 주는 노란 네모를 선택했다.
[어구] moral 도덕관념
[해설] 아기들이 남을 방해하는 도형보다 도움을 주
려 하는 도형을 더 좋아한다는 실험결과로 보아 아기
들도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27. [출제의도〕빈칸 완성하기
[해석] 110억 달러 규모의 해충에 저항력 있는 종자 
시장을 놓고 10년간의 분투 후에, Dupont과 
Syngenta와 같은 회사들은 가뭄에도 살아남는 농작
물로 그들의 관심을 돌리고 있다. 결국에는 전 세계
적으로 1억 5천 acres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곡물이 
재배될 것이라고 Dupont사는 추정한다. 종자 생산자
의 연간 총 소득이 전 세계 종자 시장의 10% 정도
인 27억 달러에까지 증가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농부들은 더 적은 물을 필요로 하는 씨앗을 위해 수
억 달러를 지불할 것이다,”라고 Syngenta사의 최고 
경영자는 예측한다. 그 기술은 물주는 것에 대한 필
요를 줄이고 물이 부족한 지역들의 땅 가치를 증대
시킴으로써 농업 경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어구〕insectresistant 곤충에 저항력 있는, boost 
증대시키다
[해설] 전체 내용으로 보아, 가뭄에 견디는 농작물 
종자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8. [출제의도] 빈칸 완성하기
[해석] 오늘날, 생태관광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휴가
가 휴가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을 보존하
는 “녹색” 휴가이다. 즉, 자연 속으로 떠나는 책임 있
는 여행이다. 때때로 이것은 시골, 정글, 또는 산악 
지역에서의 비교 문화적 경험들을 포함한다. 이것은 
호주, 알래스카, 하와이, 그리고 온두라스 등의 다양
한 지역에서는 커다란 사업이다. 예를 들면, 알래스카
에서는 도로로는 접근할 수 없는 야생지역의 바다카
야킹, 래프팅, 카누잉을 제공한다. 그곳에서, 여행자들
은 카메라로 순록과 Kodiak 곰과 같은 이국적 동물들
을 “잡는다”. 생태관광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는 멸종
으로부터 이 동물 중 일부를 구하는 것을 도울 수 있

다. 왜냐하면, “야생동물로 돈을 벌수 있는 곳에서, 야
생동물이 생존하기 때문이다.” 
[어구] wilderness 야생지역,  pay 이익이 되다
[해설] 생태관광에 대한 내용을 알래스카의 예시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29. [출제의도] 어휘 파악하기
[해석] 기름 유출은 종종 고래, 돌고래, 바다표범, 해
달과 같은 해양 포유류를 죽게 한다. 그 치명적인 피
해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기름은 가끔 고래와 돌
고래의 숨구멍을 막아 제대로 숨 쉬지 못하게 만들
며 그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A) 방해한다. 기름은 해
달과 바다표범의 털을 뒤덮어서 저체온 상태가 되게 
한다. 해양포유류들이 (B) 즉각적인 영향력을 피한다
하더라도, 기름유출은 그들의 먹잇감을 오염시켜 피
해를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해양 포유류들이 기름 
유출에 (C) 노출된 물고기나 먹이를 먹으면 독이 들
어가 죽거나 다른 문제들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어구] disturb 방해하다, coat 덮다, contaminate 오
염시키다
[해설] 글의 흐름상 (A) disturbing, (B) immediate, 
(C) exposed가 적절하다

30. [출제 의도] 어휘 파악하기
[해석] 위에 있는 M. C. Escher의 그림에서 착시의 
흥미로운 활용이 발견된다. 흰 새는 ①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검은 새는 반대방향으로 날아간다. 그 새들
은 풍경의 한 부분으로 바뀌어간다. 그림의 중앙 상
단부에서 각각의 새들은 다른 새의 ② 형태에 의해 
윤곽선이 형성된다. 보는바와 같이 당신의 인식은 변
한다. 그러나 이 걸작의 신비로움은 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의 중앙 ③ 아래 부분에서 발견될 
수 있다. 중간 아래 부분에서 거의 마름모 모양을 한 
밝은 색의 들판을 보라. 이제 ④ 아래쪽으로(위쪽으
로:upward) 따라 가 보라. 그 들판은 모양이 바뀌어 
흰 새가 된다. 똑같은 현상이 어두운 색의 마름모 모
양의 들판에서도 일어나는데, 그 들판은 ⑤ 검은 새
로 변한다.
[어구] illusion 착시, perception 지각, masterpiece 걸작
[해설] 그림의 중간 아래 부분에 있는 마름모 모양 
위로 올라가면 들판이 흰 새로 바뀌므로 ④
downward가 upward로 바뀌어야 한다. 

31. [출제의도] 글에 나타난 심정 파악하기
[해석] 어느 이른 아침 Sammy가 그가 세상에서 제
일 좋아하는 장소인 정원에 있을 때, 어떤 남자가 그
에게로 왔다. 그 남자는 그에게 새로운 도로가 건설
될 계획인데 Sammy의 정원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소식에 Sammy의 마음은 아주 무거워졌
다. Sammy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한 표정으로 농작물
을 쳐다보았다. 곧게 뻗은 그의 정원은 옥수수와 그
가 가장 좋아하는 고구마로 가득했고 항상 그를 기
쁘게 했다. 그는 먹을거리와 취미생활을 위해 정원을 
가꾸어왔다. 그 정원은 그의 자긍심이며 기쁨이었다. 
눈물이 그의 뺨 위로 흘렀다.
[어구] frightened 두려워하는
[해설] 열심히 가꾸어 온 정원에 도로가 나게 된다
는 소식을 듣고 Sammy가 슬퍼하는 내용의 글이다.

32. [출제의도] 연결사 넣기
[해석] 진정한 관계는 주고받는 것에 달려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라는 것이 서로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거래라고 믿는다. 이 모형에 따
르면, 공평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 각 편에서 제
공하는 것은 측정되고 비교된다. 만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덜 주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A)그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떤 두 
사람도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그
래서 동등한 정도로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로를 돕고 후원하려는 마음은 
같을 수 있다. (B)다시 말해서, 진정한 관계는 
동등한 마음가짐에 달린 것이지 반드시 동등한 
행위에 달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모형은 
아마도 첫째 모형보다 더 유연하고 현실적이며 
철학적일 수 있다. 
[어구] transaction 거래, contribute 기여하다, 
flexible 유연한, philosophical 철학적인
[해설] (A) 에서는 반대되는 입장의 주장을 시작
하므로 대조의 의미를 가진 접속어가 필요하고, 
(B) 는 부연 설명하는 내용의 접속어가 필요하다.

33. [출제의도] 빈칸 완성하기
[해석] Haiti는 Caribbean해의 큰 섬인 Hispaniola에 
있는 나라이다. 1600년대에 프랑스인들이 정착했고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데려와 사탕수수 농
장에서 일을 시켰다. 1791년 Haiti의 노예들은 주인
들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섰다. 그들의 뛰어난 군사지
도자는 Toussaint L’Ouverture 라는 이름의 예전 노
예였고 한 아프리카 왕의 아들이었다. 그는 노예제도
를 폐지하고 스스로 Haiti의 통치자라고 선언했다. 
1801년에 프랑스 군대가 Haiti를 침공했을 때 
Toussaint는 체포되어 프랑스로 이송되었고 그곳 감
옥에서 사망했다. 그러나 그의 추종자들은 그 다음 
해에 프랑스 군대를 물리치고 1804년에는 Haiti의 
독립을 선언했다.
[어구] slavery 노예제도, declare 선언하다, brilliant 뛰어난
[해설] 주어진 문장의 대명사 ‘He’가 가리키는 인물
이 주어진 문장 앞에 있어야 하고, 그의 업적을 설명
하는 문장이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한다. 

34. [출제의도] 주제 찾기
[해석] 과거 몇 십년동안 한국에서는 출산율이 급격
하게 감소되었고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극도로 낮은 
출산율은 몇 가지 사회적 위기를 야기시켰다. 한 가
지 문제는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였다. 한국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인 고령화 사회
로 분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력의 감소와 은퇴 
후 저축률의 하락 등 고령화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
을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15세에서 64세 사이
의 생산 가능한 연령군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들은 “우리사회의 빠른 노령화가 미래의 
국가 경제 성장을 심각하게 더디게 할 수 있다”고 말
한다. 
[어구] accelerate 가속화시키다, phenomenon 현상,  
labor force 노동력,  savings rate 저축률 
[해설] 고령화 사회가 생산성 감소 등의 문제 등을 
야기시킨다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다. 

35. [출제의도] 주제 찾기
[해석] 과학자들은 모든 식물의 0.5%만이 의학적 용
도를 위해 연구되었다고 주장한다. 비록 대다수 우수
한 항암 약품들이 바다에서 나온 것이지만 과학자들
은 모든 해양 화학물질 중 단지 2% 정도만을 연구해
왔다. 수년간 인류들은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바다를 
오염시켜 왔다. 우리는 AIDS나 암 치료의 자원이 될
지도 모르는 어떤 종류의 생물 종을 이미 멸종시켜버
리지 않았을까? 환경 보존과 같은 중대한 쟁점을 논
의하지 않고서는, 천연 의학 자원의 보존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어렵다.
[어구] estimate 평가하다, property 속성, pollute 
오염시키다, species 종(種)
[해설] 질병 치료를 위하여 천연 의학자원을 보존하
여야 하고 이러한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환경 보존
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요 내
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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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출제의도] 내용일치 찾기
[해석] 새로운 미국 100 달러 지폐는 구권과 매우 
흡사하지만, 몇 가지 새로운 특징이 있다.  그 지폐
의 특징은 3차원 입체 효과를 내는 푸른색의 보안 
띠를 그 특징으로 한다. 지폐를 기울일 때, 구리 색
에서 초록색으로 변하는 잉크병이 Benjamin Franklin
의 초상화 옆에  있다. 지폐를 움직여 보면, 그 잉크
병 속에서 자유의 종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다. 
100 달러 지폐는 더 이상의 개선이 불필요한 지폐이
다. 오늘 발표된 새로운 보안 특징들은 불법으로 복
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십여 년 이상의 동안 연구 
개발 끝에 나온 것이다. 
[어구] feature 특징, portrait 초상화, undergo 겪다. 
illegally 불법으로
[해설] 자유의 종이 삭제된 것이 아니라 움직임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37. [출제의도] 내용 일치 찾기
[해석] 흑사병은 벼룩에 의해 옮겨진다. 과거에 흑사
병은 유럽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세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의사들은 그 병이 공기 중에 
있는 나쁜 “증기”에 의해 유발된다고 생각했었다. 프
랑스 의사들은 자신을 흑사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
하여 세심하게 설계된 복장을 만들었다. 그 의사들과 
이러한 복장을 구입할 여유가 있는 부자들은 장갑과 
긴 가운을 착용했다. 가장 이상한 것은, 그들은 커다
란 새의 머리와 아주 똑같은 모양의 투구를 썼다는 
것이다. 눈구멍은 투명한 유리로 덮여 있었고 옷을 
입은 사람이 그것을 통해 숨을 쉬었던 부리는 약품
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비록 매우 무섭게 보이기는 했
지만 당연히 이 복장은 치명적인 벼룩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어구] germ 세균, vapor 증기, costume 복장, 
headpiece 투구
[해설] 흑사병을 예방하기 위해 입었던 복장에 관한 
글로서 “프랑스 의사들이 예방을 위해 특별한 복장을 
고안했다.”는 사실이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38. [출제 의도] 도표 이해하기
[해석] 위 그래프는 2009년 미래고등학교 도서관 도
서의 항목별 대출 비율을 보여준다. ① 문학도서는 
가장 많이 대출되었으며 전체 도서의 거의 반을 차
지한다. ② 문학도서는 과학도서 보다 네 배 이상 대
출되었다. ③ 예술도서는 대출 순위 3위이며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④ 과학도서의 대출 비율은 역사도
서의 대출 비율과 같다. ⑤ 보는 바와 같이, 문학도서
는 매우 인기가 많아서 예술, 과학, 역사책을 모두 
합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대출되었다. 
[해설] 예술 도서의 대출 순위는 2위이다.

39. [출제의도] 요지 파악하기
[해석] bullying은 어떤 한 사람이 더 많은 힘을 가진 
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반복적으로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다. bullying은 매일 수 천 명의 십대들
이 아침에 깨어나서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
문에 큰 문제이다. 여기에 bullying에 대처하는 한 가
지 방법이 있다. bully를 무시하고 그냥 걸어가라. 이
것은 절대로 겁쟁이들의 반응이 아니다. ― 때때로 
이것은 화를 내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bully
들은 반응을 즐긴다. 당신이 그냥 가 버리거나, 상처
를 주는 email 혹은 쪽지(instant message)를 무시
한다면, 당신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bully에게 알려주
는 것이다. 조만간에 그 bully는 아마도 당신을 괴롭
히는 것에 싫증을 느끼게 될 것이다. 
[어구] bully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 pick on 짓궂게 
괴롭히다
[해설] bully를 무시하는 것이 bully에 대처하는 방
법 중의 하나이다. 

40. [출제의도] 글의 요지 찾기
[해석]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이 비디오 녹화와 
같이 작동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얼마나 편리할까? 
play버튼을 누르면 모든 사람들의 생일을 모두 기억
할 것이다. 사실, 그런 기억은 쓸모없는 데이터를 저
장해서, 그것을 필요한 정보와 의미 없이 섞어버린다. 
그것은 당신이 사건 사이에 유의미한 연결을 만들게 
해 주지 않는다. 우리들 대부분에게 기억은 비디오 
녹화나 사진과 같지 않다. 그것은 사람과 사물간의 
연결망과 훨씬 더 비슷하다. 사실 최근 연구는 기억
을 잃은 사람은 사물을 서로 연결시키는 능력도 잃는
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가 인과관계를 이해
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고, 미래를 예측하도록 해주는 
것은 바로 이런 연결이다. 
[어구] anticipate 예측하다  
[해설] 기억은 비디오 녹화와 같은 것이 아니라 사
람, 사건, 사물 등에 관한 자료들의 유의미한 연결이
라는 것이 이 글의 주 내용이다. 

41. [출제의도] 주장 찾기
[해석] 독서하는 습관은 인류의 가장 훌륭한 자원 
중의 하나다. 그리고 우리는 빌린 책보다는 구입한 
책을 읽는 것을 훨씬 더 즐긴다. 빌린 책은 집에 온 
손님과 같다; 빌린 책은 신중한 격식을 갖추어 다루
어야 한다. 여러분들은 빌린 책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부주의하게 책을 내버려두거나, 책에 
표시를 하거나, 책장을 접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언
젠가, 비록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빌린 책은 돌려
주어야 한다. 그러나 당신이 구입한 책은 당신 소유
이다. 당신은 그 책을 애정을 가지고 대하며, 보다 
편하게 이용한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젊을 때 책을 
모으고 자신의 개인 서가를 가질 것을 강력히 권하
는 바이다.
[어구] resource 자원, considerate 신중한, formality 격식
[해설] 빌린 책보다는 자기가 사서 책을 읽는 것이 
더 좋다는 내용이다. 

42. [출제의도] 제목 찾기
[해석] 친구에는 제일 친한 친구, 학교 친구, 좋을 
때만 옆에 있는 친구, 영원한 친구 등이 있다. 제일 
친한 친구란 모든 생각과 감정을 함께 나누는 친구
이다. 학교 친구는 다르다: 학교에서 만나고, 같이 공
부하고 논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모든 것을 알지 못
할 수도 있다. 좋을 때만 있어주는 친구는 네가 행복
하고 인기 있을 때만 너를 좋아하는 친구이다. 만약 
당신이 우울할 때, 혹은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친
구들은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거나 이야기하기를 원
하지 않는다. 영원한 친구는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여러분의 말
을 들어주고 도와주려는 친구이다.
[어구] fairweather friend 좋을 때만 있어주는 친
구, feel down 우울하게 느끼다
[해설] 다양한 친구 유형들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다.

43. [출제의도] 제목 찾기
[해석] 한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첫 인상을 믿는다
면, 당신은 실수를 할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새로운 사람을 처음으로 만났다고 가정해보자. 당신
은 아마도 그들이 그 첫 만남에서 보여주는 모습 그
대로일거라고 믿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뭔가 나쁜 것
을 숨기고, 유창한 말솜씨로 멋지고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혹은, 단순
히 그 날이 운이 나쁜 날이고 그것이 그대로 그들의 
태도에 반영된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심지어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기꾼을 당신의 인생 안으로 끌
어들이고, 꾸밈없는 사람을 당신의 인생 밖으로 몰아
내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어구] assume 가정하다,  let in 안에 들이다, 
unpretending 꾸밈없는
[해설] 첫인상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지 신
뢰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44. [출제의도] 글의 순서 배열하기
[해석] 언어는 애매모호하다. 이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다른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
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B) 이 불확실성은 사람은 자기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
에 발생한다.
(C) 그러나 두 사람이 유사한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의사소통이 쉽게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상
대방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 각자의 추론은 공통된 
경험과 지식에 근거를 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A) 따라서,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공유하는 
경험과 지식이 많을수록 의사소통은 더 잘 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어구] ambiguous 애매모호한,  participant 참가자
[해설] 주어진 문장에서 언어 전달이 불확실하다고 
했으므로 그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인 (B) 가 뒤를 잇
고,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다른 경우를 제시하는 (C)
가 나온 후 결론을 맺는 (A) 가 나오는 순서가 가장 
자연스럽다. 

45. [출제의도] 요약문 완성하기
[해석] 서양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서양의학으로
는 효과가 없는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데 한의학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한다. 서양의학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한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서양
의학이 더 도움이 되는 때와 상황이 있다고 인정한
다. 예를 들면, 스포츠 부상, 외상, 그리고 그 외에 
빠르고 시기적절한 치료가 요구되는 질병들은 서양
의학으로 더 잘 치료된다. 한의학적 접근 방식은 치
료의 후기 단계에서 보다 더 치료효과가 있고 적절
하다고 한다. 의료적 응급 상황의 초기나 긴급 단계
에서는 종종 적절하지 않다.

전통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배타적일 필요는 없으
며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여 사
용될 수 있다.

[어구] limitation 한계,  trauma 외상   
[해설]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서로의 한계를 보완해 
준다는 의미이므로 첫째 괄호에는 exclusive, 둘째 
괄호에는 complement가 적절하다.

[46～48] 장문 독해
[해석] (A) Old Mark와 아들은 금을 캐서 큰 돈을 
벌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California로 출발해 
마침내 California의 한 금광에 도착했다. Chicago에
서 기차를 탄지 두 달 만이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금광맥으로 연결되는 
동굴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Old Mark는 동굴 
앞에 텐트를 치고 아들은 물과 마른 빵만 가지고 자
신의 꿈을 찾아 떠났다.
(C) 그는 하루 종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온 
종일 그는 텐트 안에 있었다. 밤이 되어 그는 바깥에 
서 있었다, 밤을 두려워 하지 않고, 눈을 크게 뜨고
서 아들이 동굴 밖으로 머리를 내 기만을 기다렸다. 
그쪽 방향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그는 
밤새도록 기다렸다.
(D) 새벽에 그는 아들이 오는 소리를 듣기를 바라며  
동굴 안쪽으로 조금씩 나아갔다. 바로 그 때 그는 어
떤 소리를 들었는데 아들과 함께 떠났던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들은 보드카를 잔뜩 마
시고 싸우고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서 아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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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
(B) 텐트로 다시 돌아와, 또 한 번의 낮과 밤을 보내
면서, 그는 아들이 금이 가득한 자루를 메고 안전하
게 돌아오는 모습을 상상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오
고 큰 돈을 벌 기회를 쫒아 떠났다. 삼일이 지나서야 
마침내 아들이 돌아왔으나 금은 없었다. 그는 아들을 
다시 보자 더없이 기뻐서 아들을 꽉 껴안았다.
[어구] vein of gold 금맥, creep 살금살금 움직이다

46. [출제의도] 글의 순서 연결하기
[해설] 해석 참고

47. [출제의도] 지칭 대상 찾기
[해설] ⓑ 만 아들을 가리키며, 나머지는 모두 Old 
Mark를 가리킨다.

48. [출제의도] 내용 일치 찾기
[해설] 아버지는 남고 아들이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는 것이 내용과 일치한다.

[49～50] 장문 독해
[해석] 1700년대와 1800년대에 대부분 미국인들은 
그들 자신을 생산자로 여겼다. 농부로서 그들은 식량
과 가정의 물건들 상당수를 생산했다. 나중에 공장 
근로자로서 그들은 공산품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진
정한 변화는 1920년대 라디오의 발명과 대량광고와 
더불어 왔다. 라디오 프로그램과 함께 나오는 짧은 
광고는 청취자들에게 특정 제품을 사도록 요구했다. 
회사들은 그들 제품을 광고하기로 한 라디오 프로그
램에 돈을 지불했다. TV는 1950년대에 시작되었을 
때 라디오가 개발한 똑같은 기술을 사용했다. 즉, 오
락 프로그램에서는 짧은 광고와 항상 같이 방송된다
는 것이었다. TV는 가족 오락과 대중 광고의 주된 
매체로서 라디오를 앞질렀다. 대규모 제조업자들은 
그것이 제품을 광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었
다. 그것은 소비자 시대를 열었다.
  오늘날 대다수 미국인들은 일 년에 50,000편의 광
고를 본다. 특별한 행사가 TV에 방영될 때는, 더 많
은 사람들이 TV를 보고 자연스레 더 많은 광고를 보
게 된다. 예를 들면, 지난해 수퍼볼 경기라는 단일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동안 9천7백5십만명 이상의 시
청자에게 대량광고가 전달되었다. 이제 미국인들은 
자신을 생산자라기보다는 소비자로 여긴다.
[어구] manufactured goods 공산품, mass 
advertising 대량광고, commercial 광고방송

49. [출제의도] 빈칸 완성하기
 [해설] 자신을 생산자로 여기던 미국인들은 매체를 
통한 광고의 영향으로 소비자가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50. [출제의도] 주제 파악하기
[해설] 라디오와 TV를 통한 광고의 영향으로 미국인
들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변화했다는 내용이므로 
주제는 ‘광고로 인한 소비자 시대의 도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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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의도] 정보사회에서 익명성의 문제점 파악하기
[해설] 제시문은 반지를 가지고 자신의 모습이 보
이지 않게 되자 비도덕적인 행동을 쉽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현대 정보사회에
서 익명성 문제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답풀이] ①, ②, ⑤는 다원화, ③은 세계화 현상이다.

2. [출제의도] 청소년기 자아 정체성의 유형 탐구하기
[해설] 두 학생의 대화에서 선영이는 자아 정체
성의 의지를 상실한 유형으로, 자아 정체성 탐색
을 경험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대한 의사 결정
을 마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과 ④는 혼미한 유형, ②는 성공한 
유형, ③은 유예하고 있는 유형이다

3. [출제의도] 동 ․ 서양의 도덕 공동체 모습 파악하기
[해설] 제시문의 (가)는 유가의 대동사회, (나)는 
롤스의 정의론이다. 대동사회는 더불어 잘사는 
사회로, 경쟁과 효율성은 거리가 멀다. 
[오답풀이] ①, ③, ④, ⑤는 모두 적합한 설명이다.

4. [출제의도] 과학 지상주의의 문제점 이해하기
[해설] 밑줄 친 ‘문제점’은 과학 지상주의에 관한 것
이다. 과학 지상주의는 당위보다는 사실을 중시
하여 가치 판단의 근거를 이성적인 타산성과 효
율성에서 찾는다.
[오답풀이] 과학지상주의는 당위(當爲)보다 사실(事
實)을 더 중시한다,

5. [출제의도] 남북한의 사회 ․ 문화 비교하기
[해설] 북한은 배급 제도를 통해서 인민들의 생활을 
고르게 향상시키면서 생활 수준의 격차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생필품의 배급 
체계는 처음부터 차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오답풀이] ㉠, ㉡, ㉢, ㉤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6. [출제의도] 민족 분단 극복 방향 도출하기
[해설] 제시문은 민족 분단의 극복 방향으로 스포츠
․ 문화 ․ 예술 교류 등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오답풀이] ㄱ, ㄹ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입장이다.

7. [출제의도] 한반도에서 청동기 문화의 발전 이해하기
[해설] 우리나라의 독자적 청동기를 대표하는 유물은 
세형동검, 거푸집, 잔무늬 거울이다.
[오답풀이] ①은 명도전, ③은 철제갑옷, ④는 북방 
계통의 말 ․ 호랑이 모양 띠고리 장식, ⑤는 반량전이다.

8. [출제의도] 고려 시대 관리들의 역할 이해하기
[해설] 일반 행정 단위인 5도에는 안찰사가 파견되었
고, 상설 행정 기관이 없었다. 
[오답풀이] ①의 병마사는 군사적 특수 지역인 양계
에 파견된 관리였다.

9. [출제의도] 관수관급제 이해하기
[해설] 관리들의 권력 남용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성
종은 관청에서 조세를 징수하여 관리에게 나누어 주
는 관수관급제를 시행하였다.
[오답풀이] ①, ②, ③은 조선 후기 수취 제도를 개
선하고자 실시하였다. ④는 세종 때 풍흉의 정도에 
따라 부과된 것이다.

10. [출제의도] 조선의 대외 관계 파악하기
[해설] 소설『남한산성』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다.
[오답풀이] ①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 ②는 병인양
요, ③은 몽골의 침입, ④는 임진왜란과 관련이 있다.

11. [출제의도]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 탐구하기
[해설] 자료는 3 ․ 1운동에 관한 것이다. 일제는 3 ․ 1
운동 이후 문화 통치를 표방하고,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였다.
[오답풀이] ㄴ, ㄹ은 1910년대의 식민 통치 정책이다.

12. [출제의도] 조선 시대 상인의 활동 파악하기
[해설] 전래 민요는 보부상들이 부른 노래이다. 
[오답풀이] ①은 대동법 실시로 등장한 상인이며, 
②, ③은 조선 후기 포구를 중심으로 활동한 상인, 
⑤는 국가로부터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은 상인이다.

13. [출제의도] 고려 시대 경시서의 기능 알기
[해설] 자료는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속
하는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 목적이다. 고려 
시대에 상행위를 감독하는 관청은 경시서였다.
[오답풀이] ②는 노비 관련 문제 처리, ③은 활자 주
조, ④는 재해 발생시 구제 기구, ⑤는 공민왕 때 설
치된 개혁 기구이다.

14. [출제의도] 선종의 영향 이해하기
[해설] 신라 말에 유행한 불교는 선종이다. 선종이 
널리 퍼지면서 승탑이 유행하였다. ④는 쌍봉사 철감
선사 승탑이다.
[오답풀이] ①은 다보탑, ②는 발해 석등, ③은 미륵
사지 석탑, ⑤는 분황사탑이다.

15. [출제의도] 태종과 정조의 정책이 가진 공통점 파
악하기
[해설] 두 정책의 공통점은 국왕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은 정조, ②는 세종의 정책이다.

16. [출제의도]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 알기
[해설] 제시문은 조선 후기에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
가 무너져 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오답풀이] 조선 후기에는 양반의 권위가 약화되고 
수령을 중심으로 한 관권이 강화되었다.

17. [출제의도] 사회적 쟁점의 민주적 해결 절차와 참
여자들의 역할 이해하기
[해설] (나)의 과정에서는 효율성, 공익성, 합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오답풀이] (가)의 행위 주체는 시민단체, 이익단체 
등이다. (나) 정책 결정의 행위 주체는 의회, 행정부 
등 국가 기관 주도로 이루어진다.

18. [출제의도]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원인 파악과 자
료 분석하기
[해설] 차트를 보면 선거 투표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 그 결과 정치적 무관심이 증가하고 소수 권력
층의 지배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답풀이] 정치 참여가 낮아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
되기 어렵다.

19. [출제의도]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 이해와 적용하기
[해설] (가)는 사실 문제와 관련한 주장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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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나)는 가치
문제와 관련해서 상반된 가치관의 갈등을 해결한다.
[오답풀이] ㄱ은 문제제기 단계, ㄹ은 개념과 용어의 
명확화 단계이다.

20. [출제의도] 프랑스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과 결
과 이해하기
[해설] 인권 선언문에서 사회 계약 사상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고, 혁명의 결과 개인주의가 확산
되고 전통적 신분 질서가 붕괴되었다.
[오답풀이] 사회권은 현대 복지 국가의 정책 목표이다.

21. [출제의도] 경제 활동에 대한 정부의 역할 변화 이해
하기
[해설] (가)는 개인의 이윤 추구를 위한 행동이 보
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
킨다고 보았다. (다)는 모든 국민들의 최소한의 인간
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복지 국가를 지향하였다.
[오답풀이] (나)는 절대주의 시대, (가), (다), (나)
순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 정도가 확대되었다.

22. [출제의도] 참여형 정치 문화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 참여형 정치 문화는 정치 체계의 구조와 기능
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유형이다.
[오답풀이] 정치적 역할이 미분화된 상태로 있는 것
은 향리형, 시민이 정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은 향
리형과 신민형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23. [출제의도] 지형도 읽기
[해설] 지도상의 ⓐ와 ⓑ 거리가 같다고 할 때, 실제
거리는 기복이 큰 ⓑ가 더 길다.
[오답풀이] ① ㉮선은 능선, ㉯선은 계곡을 나타낸
다. ② 하천의 하류에는 인공제방이 건설되어 있다.  
③ A~C마을 중 일조량이 가장 풍부한 마을은 남향
인 A이다. ④ 과수원이 분포하는 곳의 해발고도는 약 
310m 이다. 

24. [출제의도] 중심지 체계 이해하기
[해설] 저차 중심지로 갈수록 이용 빈도는 높아지고,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최소 요구치는 증가한다. 
[오답풀이] ㄱ. 점포의 개수는 저차 중심지인 식료품
점이 약국보다 많다. ㄹ. 배후지의 범위는 식료품점
이 가장 좁고 귀금속점이 가장 넓다.

25. [출제의도]  범람원 특징 파악하기
[해설] 지도의 A는 자연제방으로 퇴적물의 입자크기
가 굵어 배수가 양호하여 밭이나 과수원으로 이용되
고 있으며, 고도가 높아 홍수의 위험이 적어 취락의 
입지 및 교통로 발달에 유리하다. B는 배후습지로 
고도가 낮고 퇴적물의 입자가 미세하여 배수가 불량
하여 배수시설을 갖춘 후에 논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답풀이] B는 A보다 해발고도가 낮다.

26. [출제의도] 기후와 주거문화 이해하기
[해설] (가)는 일교차가 큰 건조 기후 지역으로 가
옥은 외부의 열을 차단할 수 있도록 두꺼운 벽과 좁
은 창문을 갖고 있으며, 강수량이 적어 평면형 지붕
이 많다. (나)는 열대 기후 지역으로 창이 넓고 습기
를 막기 위해 가옥이 지면보다 높으며, 연강수량이 
많아 지붕의 경사가 급하다. 
[오답풀이] B는 일교차가 크고 연강수량이 많다. D
는 일교차가 작고 연강수량도 적다.

27. [출제의도] 지역 특성 이해하기
[해설] A는 양구,  B는 평창, D는 보령이다. 영미가 
답사한 곳은 평창군으로 고위평탄면이 나타나고, 준
석이가 답사한 곳은 양구로 차별침식에 의한 침식분
지가 발달되어 있다. 지영이가 답사한 곳은 보령으로 
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어 해마다 머드 축제가 열리

고 있다.
[오답풀이] C는 울진, E는 목포이다. 

28. [출제의도] 전통 취락의 입지 요인 파악하기
[해설] (가)는 선상지의 선단으로 물을 얻기 위하여 
용천대 주변에 취락이 형성된 것이고, (나)는 산성 
취락으로 방어를 목적으로 형성되었으며, (다)는 하
천 주변의 도진(나루터) 취락으로 사람이나 물자를 
운반하기 위하여 형성된 것이다.

29. [출제의도] 근교 농촌과 전통적인 농촌의 특징 비
교하기
[해설] (가)는 전통적인 농촌으로 토지 이용의 집약
도가 낮고, 재배 작물의 종류가 단순하며 전업 농가
의 비율이 높다. (나)는 근교 농촌으로 토지이용의 
집약도가 높고, 재배 작물의 종류도 다양하며 겸업 
농가의 비율이 높다. 
[오답풀이] A, B, C는 전업 농가의 비율이 높다. E는 
재배 작물의 종류가 단순하다.

30. [출제의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변화 추론하기
[해설] 온난화 현상과 관련된 자료로 이로 인해  해
수면 상승, 농작물의 재배 북한계선 북상 등이 예측
된다.  
[오답풀이] ㄱ. 동해에서 조경 수역의 위치는 난류의 
세력이 강해져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ㄹ. 산
지 빙하가 녹아 내려서 설선은 위로 올라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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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출제의도] 속도-시간 그래프 분석하기
[해설] 속도와 시간의 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
속도를 의미하며 면적은 이동 거리를 나타낸다. 
ㄴ. 4～6초 사이에 이동한 거리는 그래프 아래 면적
이므로  18m가 된다.  
[오답풀이] ㄱ. 0～4초 사이의 평균 속력은 6m/s이다.
ㄷ. 6～10초 사이는 등속도 운동이므로 가속도는 0
이다.

32. [출제의도] 전압-전류 그래프에서 저항 비교하기
[해설] ㄴ. 기울기가 일정하므로 전압과 전류는 비례 
한다.  
ㄷ. 같은 전압일 경우 전류가 가장 큰 금속 A의 소비 
전력이 가장 크다.
[오답풀이] ㄱ.  기울기는 저항의 역수이므로 금속 C는 
금속 A의 3배가 된다.

33. [출제의도] 작용과 반작용의 특성 이해하기
[해설] ㄴ.이동거리는 그래프 아래의 면적과 같으므로 
같은 시간 t 초 동안 사람이 이동한 거리는 바위의 2배
가 된다.  
ㄷ. 사람이 바위를 미는 순간에 바위로부터 반대 방향으
로 같은 크기의 힘을 받게 된다.  
[오답풀이] ㄱ. 같은 힘이 작용할 때 질량과 가속도
는 반비례한다.

34. [출제의도] 운동량 보존의 법칙 적용하기
[해설] ㄱ.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 처음의 운동량의 
합과 같이 나중의 운동량의 합도 0이 된다.  
[오답풀이]  ㄴ. 발사된 후의 포탄의 운동량이 300kg ․
m/s이므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대포의 운동량의 크
기와 같다. 따라서 대포의 속력은 0.5m/s가 된다. 
ㄷ. 포탄의 운동 에너지는  =15000J이고, 대포의 
운동 에너지는  =75J이다. 

35. [출제의도] 허용 전류의 소비 전력량 계산하기
[해설] ㄷ. 소비전력은 냉장고 60W와 20W의 전등 
3개(20W×3개=60W)를 더하면 120W이며, 소비 전
력량은 120W×1시간=120Wh가 된다.  
[오답풀이] ㄱ.   

  이므로 =484Ω 이다. ㄴ. 
멀티탭에 사용하는 전체 소비전력이 220W이므로 
P=VI에서 I=P/V=220W/220V=1A이므로 퓨즈는 최
소한 1A이상의 전류를 견딜 수 있는 퓨즈라야 한다.

36. [출제의도] 자기력의 특성 이해하기
[해설] ㄱ.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라 알루미늄 막
대는 자기장과 전류에 수직방향인 A쪽으로 움직인다.
ㄷ. 말굽자석의 자기장 세기가 커지게 되면, 자기력
이 더 커진다.
[오답풀이] ㄴ. 가변 저항의 저항값을 증가시키면, 
알루미늄 막대에 흐르는 전류가 감소하여 자기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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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작아진다.
37. [출제의도] 지진파의 특성 이해하기

[해설] ㄱ.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이므로 횡파이다. ㄴ. 이 지진파는 파장이 8km
이고 주기가 2초이므로 속력은 4km/s이다.
[오답풀이] ㄷ. P파는 파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같은 파동이다.  

38. [출제의도] 파동의 진행과 굴절현상 분석하기
[해설] ㄴ. 마루와 마루 사이의 간격을 파장이라 하
며, (나)에서 가장 짧다.
ㄷ. 파동이 굴절할 때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ㄹ. (가)에서 (나), (나)에서 (다)로 진행할 때 꺾이
므로 두 번 굴절되었다.
[오답풀이] ㄱ. 물의 깊이가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
로 진행할 때 파장은 짧아진다. 

39. [출제의도] 이온의 형성 과정 이해하기
[해설] ㄴ. B와 D의 이온은 B2-와 D3+이므로 화합물
의 화학식은 D2B3가 되어야 한다. 
ㄷ. C 이온은 음이온이므로 전류가 흐르는 수용액에
서 (+)극 쪽으로 이동한다.
[오답풀이] ㄱ. A는 전자 1개를 얻었으므로 A-이다.

40. [출제의도] 전해질과 비전해질 구분하기
[해설] A는 금속, B는 전해질, C는 설탕과 같은 비
전해질 또는 HCl과 같은 물질이다.

41. [출제의도] 수용액 속에서 일어나는 앙금 생성 반
응의 모형 이해하기
[해설] ㄴ. ●는 Ca2+, ○는 Cl-, △는 Ag+, ▲는 
NO3-이고, Ag+과 Cl-이 반응하여 AgCl 앙금을 생성
하므로 알짜 이온은 △와 ○이다. 
[오답풀이] ㄱ. 구경꾼 이온은 ●, ▲이므로 두 종류
이다.
ㄷ. 혼합 용액 속에 반응하지 않고 남아 있는 Cl- 입
자가 2개 있으므로, (나) 용액을 5mL 더 넣으면 앙
금이 1.5배 생성된다. 

42. [출제의도] 산과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과 여러 가
지 산과 염기의 특성 이해하기
[해설] (가)는 염기와 산을 구분하는 기준이므로 ㄱ, 
(나)에서 Ca(OH)2 수용액(석회수)은 이산화탄소 기
체를 통과시켰을 때 흰 앙금을 생성하므로 ㄴ, (다)
에서 암모니아 기체와 반응하는 것은 염화수소 기체
이므로 ㄷ이다. 

43. [출제의도] 중화 반응의 그래프 해석하기
[해설] ㄱ. 생성되는 물의 양이 최대인 a 지점이 중
화점이고, 그 때 혼합 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다.
ㄴ.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 반응식은 H+ + OH- → 
H2O이다. 
[오답풀이] ㄷ. 농도가 2배인 10% 수산화나트륨 수
용액을 사용하더라도 염산 속의 수소 이온의 양이 
일정하므로 생성되는 물의 양은 같기 때문에 b값은 
일정하다.

44. [출제의도]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
인 이해하기
[해설] 실험을 통해 표면적이 넓을수록 반응 속도가 
빠름을 확인할 수 있다. ②와 ⑤는 촉매의 영향을, 
③과 ④는 온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예이다. 

45. [출제의도] 반응 속도와 관련된 그래프 이해하기
[해설] ㄱ. 시간에 따른 부피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
에서 기울기는 반응 속도를 의미하므로 초기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른 실험은 기울기가 가장 큰 B이다.
ㄴ. 대리석을 충분한 양의 염산과 반응시키므로 대리
석의 양을 많이 사용할수록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기
체의 양도 많다. 따라서 대리석의 양을 가장 많이 사

용한 실험은 A이다. 
[오답풀이] ㄷ. 실험 과정에서 온도는 일정하므로, 
실험 C가 가장 늦게 끝난 이유는 대리석 조각의 크
기가 커서 표면적이 작았기 때문이다.

46. [출제의도] 효소와 기질 사이의 반응 이해하기
[해설] 생체 촉매인 효소는 화학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으므로 반복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오답풀이] ② 이 실험에서의 기질은 과산화수소수 한 
가지뿐이다. ③ 효소의 양을 증가시키더라도 효소에 
비해 기질이 충분하지 않으면 반응 속도는 더 이상 빨
라지지 않는다. ⑤ 효소는 반드시 기질의 양과 효소의 
양이 동일할 때만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47. [출제의도]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 이해하기
[해설] 이 실험의 조작변인은 비커와 전등과의 거리
(빛의 세기)이고, 종속변인은 발생하는 기포의 수(광
합성량)이다. 그러므로 이 실험에서는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을 알아보고자 한다.

48. [출제의도] 산소 호흡과 연소 비교하기
[해설] (가)는 연소, (나)는 산소 호흡이다. 산소 호
흡에는 반드시 생체 촉매인 효소가 필요하다.
[오답풀이] ㄱ. 반응열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수
준 차이를 의미하므로, (가)와 (나)의 반응열은 같다. 

49. [출제의도] 시각과 청각에 의한 반응 시간 이해하기
[해설] [실험 1]의 평균 낙하 거리가 [실험 2]의 평균 
낙하 거리보다 짧기 때문에 시각에 의한 반응 시간이 
청각에 의한 반응 시간보다 짧다. 
[오답풀이] ㄴ. 이 실험은 대뇌가 관여하는 의식적인 반
응이다.

50. [출제의도] 빛의 파장별 원추세포의 흡광률 이해하기
[해설] 사람은 세가지 원추세포의 파장별 흡광률 차이
에 의해 색을 구별한다. 
[오답풀이] 녹원추세포와 적원추세포의 작용으로 주황
색과 황색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청원추 세포가 손
상되어도 주황색을 볼 수 있다. 

51. [출제의도] 혈당량의 조절 과정 이해하기
[해설] A는 인슐린, B는 글루카곤이다. 혈당량의 조
절 중추는 간뇌의 시상하부이다. 
[오답풀이] ㄴ.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표적기관은 간이
나 근육이다. ㄷ. 혈당량이 높아지면 인슐린의 분비가 
증가되어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합성한다.

52. [출제의도] 생식 주기 동안의 호르몬의 작용 이해하기
[해설] A는 황체형성호르몬(LH), B는 여포자극호르몬
(FSH), C는 프로게스테론, D는 에스트로겐이다.
[오답풀이] ② A와 B의 기능이 서로 반대가 아니므
로 길항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53. [출제의도] 난자형성과정과 배란직후의 세포 이해하기
[해설] A는 제1 극체, B는 제2 난모 세포이다. A와 B
의 염색체 수는 각각 n으로 동일하다. 
[오답풀이] ㄷ. 제2 감수 분열에서는 복제된 염색분체
가 분리되므로 염색체 수는 반감(n → n)되지 않는다.

54. [출제의도] 지진대와 화산대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 ㄱ. 지진대와 화산대는 거의 일치한다. ㄷ. 대
서양 연안은 판의 경계가 발달해 있지 않지만, 태평
양 연안은 판의 수렴 경계가 발달해 있으므로 지진
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오답풀이] ㄴ. 지진과 화산 활동은 주로 판의 경계 
부근에서 발생한다. 

55. [출제의도] 판의 구조 이해하기
[해설] ② A와 B의 경계는 지각과 맨틀의 경계면인 
모호면이다. ③ 맨틀 대류는 연약권인 C에서 일어난
다. ④ 암석권의 도는 연약권보다 작다. ⑤ 대륙지

각은 해양 지각보다 두껍다. 
[오답풀이] ① 판은 지각과 맨틀 상부의 일부를 포
함하므로 판의 두께는 A와 B의 합과 같다.

56. [출제의도] 우리나라 주변의 표층 해류 이해하기
[해설] ㄱ. A는 황해 난류, B는 동한 난류로 그 근
원은 쿠로시오 해류이다. ㄴ. 난류인 A가 한류인 C
보다 용존 산소량이 적다. ㄷ. B와 C가 만나는 해역
에서는 좋은 어장(조경 수역)이 형성된다.

57. [출제의도] 판 경계의 종류와 특징 이해하기
[해설] ㄱ. A는 대륙판과 대륙판의 수렴 경계로 습
곡 산맥이 존재한다. ㄷ. 태평양 판이 유라시아 판 
아래로 들어가므로 태평양 판의 도가 더 크다.
[오답풀이] ㄴ. B는 보존 경계인 변환 단층이고, C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발산 경계인 해령이다.

58. [출제의도] 온대 저기압에 의한 날씨 변화 예측하기
[해설] 그림 (나)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도가 하
강하고 기압이 상승하며, 풍향이 남서풍에서 북서풍
으로 변하므로 한랭 전선이 통과한 것이다. 이와 같
은 관측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은 C이다.

59. [출제의도] 등압선 그리기
[해설] ㄴ. 등압선은 4 hPa 간격으로 그리므로 A와 
B 사이에 더 그려야 할 등압선의 수는 4개이다. 
[오답풀이] ㄱ. 기압 값이 없는 곳은 거리 비례로 어
림하여 등압선을 그린다. ㄷ. A 지역은 주위보다 기
압이 높으므로 고기압이고, B 지역은 주위보다 기압
이 낮으므로 저기압이다.

60. [출제의도] 우리나라 주변 해양의 계절에 따른 표
층 염분 분포 이해하기
[해설] ㄱ. 여름에는 강수량이 많아 염분이 낮으므로 
(가)는 여름철, (나)는 겨울철 염분 분포도이다. ㄷ. 
황해는 하천수의 유입이 많아 계절에 관계없이 염분
이 동해보다 낮다.
[오답풀이] ㄴ. A 지점의 해수 1000g을 증발시키면 
34.2g의 염류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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