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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해설

[화법]
1. [출제의도] 말하기 계획 평가하기

[해설] 강연자의 세 번째 대사에서 ②, 선생님의 네 
번째 대사에서 ③, ④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강
연자의 다섯 번째 대사에서 ⑤가 나타난다. ①은 대
화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2.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평가하기
[해설] 강연을 보면 세 번째 문단 ‘예를 들어’에서 
구체적 사례를 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자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3. [출제의도] 말하기 내용의 적절성 평가하기
[해설] 대본에서 청취자의 질문 내용은 ‘신체적 단점
을 가리면서 옷을 잘 입는 방법’이고 전문가의 대답
은 ‘착시 효과를 이용한 옷 입기’이다. 그러므로 청취
자와 전문가의 대화 주제는 ‘착시 효과를 이용해 신
체적 단점을 가리면서 옷 입기’이다. 이것을 <보기>
에서 설명한 관련성의 격률에 비추어 볼 때, 대화의 
목적이나 내용에 어긋나는 대사는 ㉢이다. ㉢의 내용
은 ‘옷을 싸게 사는 방법’이다.
[오답풀이] ㉠, ㉡, ㉣, ㉤은 대화 전후 상황에 비추
어 볼 때, 청취자와 전문가의 대화 내용인 ‘착시 효
과를 이용해 옷 입기’와 관련된다. 

4. [출제의도]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해설] 연구원은 법적 근거를 들어 의견을 제시함으
로써 진행자에게 자신이 전달하는 내용에 대한 신뢰
를 확보하고, 상대방에게는 정확하며 객관적인 정보
를 전달하고 있다.

5. [출제의도] 대화적 듣기의 원리 이해하기
[해설] ㉢에서 연구원은 저작권이 미치는 범위에 대
해 설명하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되묻고 있는 
진행자의 말에 대해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연구원
의 자기 주장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작문]
6. [출제의도] 작문 상황을 바꾸어 표현하기 

[해설] 제시된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 것은 
⑤이다. ‘매미 애벌레가 성충이 되기 위해 오랜 기다
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정보를 활용하고 있고, 
‘다리를 다친 후 재활 치료 중인 친구’라는 예상 독

자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7.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판단하기

[해설] (가)를 통해 고등학생의 연간 독서량이 초등
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 적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활
용하여 고등학생의 독서량 부족을 문제 상황으로 제
시할 수 있다. 또 (나)에는 독서가 성적 향상에 도움
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과 독서 시간 부족 그리고 어
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른다는 점 등이 고등학생이 
책을 읽지 않는 이유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문
제의 원인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④에 
제시된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지 않는 점은 
(가)와 (나)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⑤ (나)를 통해 고등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독서가 성적을 올리는 데 도움
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
는 고등학생들이 지닌 독서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해당한다. 그런데 (다)를 보면 독서가 잠재된 사고 
기능을 계발하여 교과 학습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활용하
면 고등학생의 독서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변화가 
있어야 함을 제시하는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8.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해설] ②에서는 ‘성적 올리기가 급해 책 읽기를 망
설이나요?’를 통해 (나)에 제시된 이유 가운데 하나
를 제시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책
을 통해 얻은 다양한 지식이 성적 향상의 디딤돌’이 
된다고 하여 (다)를 활용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내용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연
결하고 있으므로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 

9. [출제의도] 글쓰기 방법의 적절성 판단하기
[해설] ‘과제의 초고’는 봉사활동이라는 화제와 관련
된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글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판단하기
[해설] ㉠의 앞 문장은 봉사활동에 대한 글쓴이의  
회의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그에 반해 ㉠이 속한 문
장은 글쓴이가 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사실을 발견하
게 되는 내용이므로 이 두 문장을 연결하는 데 적절
한 접속어는 ‘그런데’이다. 

[문법]
11. [출제의도] 음운 변동의 유형 파악하기

[해설] ㉠의 ‘앉는[안는]’에서는 ‘앉-’의 겹받침 ‘ㄵ’
이 뒤에 오는 ‘ㄴ’과 만나면서 ‘ㅈ’이 사라지고 ‘ㄴ’만 
남았으므로 음운 변동 가운데 탈락에 해당한다. 또 
㉡의 ‘않고[안코]’에서는 ‘않-’의 겹받침 ‘ㄶ’의 ‘ㅎ’
이 뒤에 오는 ‘ㄱ’과 만나면서 ‘ㅋ’이 되었는데 이는 
두 음운이 합쳐져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축약에 
해당한다. 

12. [출제의도] 보조사의 의미 이해하기
[해설] ‘만’은 ‘제한’, ‘강조’, ‘기대하는 마지막 선’, 
‘비교’, ‘조건’ 등의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
의 ‘이번만 좀 부탁해’에서 ‘민수’는 숙제를 빌리는 
일이 오직 이번뿐이라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때 ‘만’은 ‘제한’의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로 쓰
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③은 ‘민수’가 ‘영희’에게 
이전에도 숙제를 빌린 적이 여러 번 있다고 하였으
므로 보조사 ‘만’의 의미와 관련이 없다. 더군다나 
‘민수’는 ㉢에 이어 ‘내가 언제 이런 부탁 한 적 있었
니?’라고 하여 이번이 숙제를 빌리는 처음이라는 사

실을 밝히고 있으므로 ③은 대화의 맥락과도 일치하
지 않는다.

13. [출제의도] 관형어에 대한 의미와 기능 이해하기
[해설]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으로서 
반드시 체언의 앞에 위치해야 하므로 문장 안에서의 
이동이 자유롭다고 한 ②는 적절하지 않다. 만약 관
형어의 위치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 ‘철수는 옷을 
새 입었다.’처럼 문법적으로 성립하지 않거나, ‘시골
의 영호는 풍경을 좋아한다.’처럼 의미가 제대로 전
달되지 않는 문장이 된다. 

14. [출제의도] 주체 높임법에 맞게 표현하기
[해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제품은 품절되셨습니
다.’는 간접 높임을 잘못 적용한 예이다. ‘제품’은 주
체인 ‘고객님’과 관련은 있지만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
계를 가진 범주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높이지 않고 
‘~ 품절입니다.’ 또는 ‘~ 품절되었습니다.’ 정도로 쓰
는 것이 바람직하다. ‘~ 품절이십니다.’라는 표현도 
흔히 쓰지만 이 또한 같은 이유로 잘못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15.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 관계 파악하기
[해설] ‘그는 직장을 버리고 나와 봉사 활동에 전념
하였다.’에서 ‘버리고’는 ‘그만두다’의 의미이므로 ‘배
반하다’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인문]
[16～18] 
출전 : 김영재,「조선시대의 언론연구」
16.  [출제의도] 글쓴이의 집필 의도 파악하기

[해설] 글쓴이는 조선시대 상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
다. 상소문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서술한 뒤 상소의 
언로로서의 기능과 의의를 설명하며 마무리하고 있
다. 

17.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해설] 글의 마지막 단락에서 상소가 재야의 양반이
나 사림의 유생에게 열려 있음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나마 백성들의 생각을 왕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즉 백성이 왕에게 직접 상소를 쓸 수
는 없었지만 재야의 양반이나 유생을 통해 간접적으
로 전달할 수 있었다. 

18.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해설] 구체적인 상소문을 통해 본문 내용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상소문의 ‘삼가 바라옵건
대’라는 표현은 자신의 주장을 제3자의 말처럼 전환
한 것도 아니고 이 표현을 통해 주장의 객관성을 높
이지도 않는다. ‘삼가 바라옵건대’라는 표현은 자신의 
행동과 말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럽고 겸손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본문 
네 번째 단락의 ‘이는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
를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이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오답풀이] ① 자신에 대해 ‘직책도 없고 언관의 자
격도 없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는 도입부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식이다. ② 
시경의 구절과 예기의 구절을 인용하여 왕비를 
폐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③ ‘일개 서생들이 
어찌 전하의 생각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라는 표현
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극도로 조심하는 표현으로 
이러한 표현은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를 예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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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대비책이었다. ④ 왕이 왕비를 폐위한 것에 
대해 항변하는 것은 왕의 행위나 정책에 대해 비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쟁소에 해당된다. 

[사회]
[19~21] 
출전 : 조영달, 홍기현,『실업, 무엇이 문제인가』
19. [출제의도] 세부 정보 확인하기

[해설] 제시문에서 실업률의 의미를 밝히고는 있으
나 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진술은 없어 실업률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직업군이 무엇인지는 파악할 
수 없다.

20.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해설] 제시문에서 경기적 실업은 기업이 불황에 대
처하기 위해 신규 채용의 규모를 축소하고 기존 고
용 인력을 해고할 때 발생하게 된다고 하고 있다. 이
를 토대로 보면 B씨가 다니던 회사에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때문에 정리 해고를 당했다고 하는 
②가 적절하다.

21.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판단하기 
[해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실업률은 구직 단념자
를 실업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의 공식실
업률 통계를 바탕으로 보면 0.2%의 실업률 감소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질 GDP가 감소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오답풀이] ①, ② 2012년의 체감실업률은 7.5%인
데, 제시문에서 완전 고용 수준은 실업률이 2~5%일 
때라고 했으므로 마찰적 실업 외의 실업이 존재했다
고 할 수 있다. 반면 공식실업률은 3.2%였으므로 완
전 고용 수준으로 볼 수 있다. ③ 체감 실업률과 공
식 실업률 간의 차이는 불완전 취업자나 구직 단념
자를 통계 대상으로 보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생긴 것이다. ⑤ 제시문에서 실업의 증가는 해당 경
제 사회의 경제적 손실과 관련 있다고 하고 있다.

[예술]
[22～24] 
출전 : 오주석,「그림 속에 노닐다」
22.  [출제의도] 세부 내용 확인하기

[해설] 글쓴이는 우리 옛 그림에 나타나는 역원근법
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질문을 
하면서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원근법과의 대
조를 통해 역원근법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역원근법의 발전 과정을 통시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23.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하기
[해설] <보기>에서 카메라맨은 일반적인 카메라와
는 다른 어안 렌즈를 통해서 화면 앞쪽보다 뒤쪽이 
더 넓은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연주자의 
관점에서 본 건반의 모양을 나타냄으로써 연주 실황
을 실감나게 전하고 있다. 이는 우리 옛 그림 중 역
원근법을 사용한 초상화 그림에서 그림 속 주인공의 
관점에서 바라본 책상을 그린 것과 동일하다. 즉 
<보기>는 어안 렌즈라는 특수한 장치를 사용해서 
역원근법을 사용한 우리 옛 그림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24.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해설] 역원근법은 대상을 부각시키거나 대상의 관
점에서 본 모습을 그리는 것이다. 글의 마지막 단락
에서 역원근법은 보는 사람과의 거리에 관계없이 모
든 사물을 동등하게 부각시킨다고 되어 있다. 

[기술]
출전 : 손성근,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 물시계, 자격루
25. [출제의도] 글의 내용 파악하기

[해설] 자격루는 경점지기와 달리 물시계에서 측정
된 시간을 자동으로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자격루는 
경점지기에 비해 사용의 효용성과 편리성을 높였다
고 볼 수 있다. 

26.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해설] 네 번째 문단을 보면, 시는 2시간 간격, 경은 
90분 간격, 점은 18분 간격으로 시간을 알렸다고 설
명되어 있다. 이를 볼 때, 시간을 측정하는 잣대의 
눈금 간격도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두 번째 문단 ‘대파수호에서 ~ 정확
한 시간을 알 수 없다. 소파수호는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④, ⑤ 세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7. [출제의도] 핵심 내용 추론하기
[해설] 다섯 번째 문단에서 자격루 작동의 핵심 원
리는 물의 압력에 의해 잣대와 구슬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힘으로 인형의 팔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격루가 위대한 발명품인 근거를 추론할 
수 있다.

28. [출제의도]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하기
[해설] ‘작동(作動)’은 기계 따위가 작용을 받아 움
직임. 또는 기계 따위를 움직이게 한다는 의미를 가
지고 있다. ㉣은 기계 장치가 움직이게 한다는 의미
를 가지고 있으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독서전략]
[29～30] 
29. [출제의도] 독서 방법 파악하기

[해설] ‘다인’은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책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책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았다.  

30. [출제의도] 독서 태도 이해하기
[해설] ‘민준’은 이번에 토론할 책이 중학교 때 읽었
던 책이라 다시 읽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보
기>에서는 책을 다시 읽을 때마다 책에서 받는 느낌
과 책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으므로 같
은 책이라도 시간이 지나 다시 읽으면 새로운 감동
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②가 적절하다.

[현대소설]
[31~33]
출전 : 조정래,『어떤 솔거의 죽음』
31.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해설] 완성된 그림에 대한 성주와 솔거, 성주와 지
루 및 주변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이들의 성격이 구
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32.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해설] ㉢은 솔거가 성주에게 하는 말로 다른 사람

들의 평가를 참고해서 작품을 봐달라는 의도로 해석
된다. 따라서 다수와 합심하여 상대가 잘못을 뉘우치
도록 몰아가는 것은 대화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것
이다.

33.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작품 감상하기
[해설] 현실과 예술가의 관계에서 지루는 솔거와 달
리 예술가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부정한 현실과 타
협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따라서 지루가 현실을 초월
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② 솔거는 성주로 대표되는 부정한 현실
의 모습을 진실하게 그려내는 예술가이다. ⑤ 신하들
은 성주의 눈치를 보며 아첨하고 있으므로 부정한 
권력을 추종하는 인물들이다.

[현대시]
[34~35]
출전 : 박재삼,「추억에서 」
34.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해설] 위 작품에서는 ‘눈깔’, ‘은전’, ‘옹기들’, ‘말없
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 등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대상인 어머니의 한을 표현하고 있다. 

35.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작품 이해하기
[해설] ④에서 ‘진주 남강’은 신새벽에 일터로 나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어머니가 어둠 속에서 보았
던 대상으로 어머니의 고달픈 삶을 암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해다진 어스름’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늦은 저녁까지 고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②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에서 어머니의 삶의 
비애가, ③ ‘손시리게 떨던가’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오누이의 모습이, ⑤ ‘옹기전의 옹기’들을 통해 어머
니의 한이 각각 표현되고 있다.

[고전소설]
[36~39]
출전 : 작자 미상,『옹고집전』
36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해설] 사또에게 호적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허옹가
는 실옹가와 달리 호적과 세간에 대해 상세하게 말
하고 있다.

37. [출제의도]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 옹고집의 집을 묘사한 ㉣에는 판소리계 소설
의 특징인 의성어나 의태어의 사용이 나타나지 않는
다.

38. [출제의도]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감상하기 
[해설] <보기>의 쥐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가짜로 둔갑하지만, 윗글의 허수아비는 학대사가 옹
고집에게 봉변을 당한 뒤 허옹가를 만드는 데 사용
된 소재이므로 스스로 자신을 둔갑한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⑤ <보기>의 도사는 쫓겨난 선비를 구
원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 그에 반해 윗글의 도사
는 옹고집의 악행에 대해  가짜를 만들어 벌을 준 
뒤, 옹고집에게 가짜를 물리치는 방법을 일러주었다. 
따라서 윗글의 도사는 구원자의 역할만을 하는 <보
기>의 도사와 달리 징벌자와 구원자의 역할을 모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9. [출제의도]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 찾기
[해설] 가짜로 몰려 집에서 쫓겨난 실옹가는 갈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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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몸을 의지할 곳이 없다. 이러한 상황을 드러내
는 한자성어로는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는 뜻인 사고무친(四顧無親)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고진감래(苦盡甘來) : 고생 끝에 즐거
움이 옴. ③ 암중모색(暗中摸索) : 은밀한 가운데 일
의 실마리나 해결책을 찾아내려 함. ④ 절치부심(切
齒腐心) :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⑤ 환
골탈태(換骨奪胎) : 사람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하
여 전혀 딴사람처럼 됨.

[고전시]
[40~42]
출전 :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40.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해설] ① 네 번째 수에서 대구의 방식을 통한 리듬
감을, ② 네 번째 수, ‘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
고’에서 시어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으며, ④ ‘그 밧긔 여남은 일이야 분별(分別)할 줄 
이시랴’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한 삶의 자세를 강조하
고 있다. 그리고 ⑤ ‘추성 진호루 밧긔 울어 예는 저 
시내야’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③ 비교와 대상에 대한 예찬이 드러나지 
않는다. 

41. [출제의도] 시어의 특징 파악하기
[해설] ㉠에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임금에 대한 
안타까움이, ㉡에는 어버이를 가까이에서 모시지 못
하는 안타까움과 외로움이 드러나 있다. 

42.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작품 감상하기
[해설] <보기>에는 작가가 정계 복귀를 위한 욕망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 없다. 그러므로 ① ‘내 몸의 해올 
일’은 정계에 복귀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나라와 임금에 대한 우국충정(憂國衷情)을 의미한다.

[희곡]
[43~45]
출전 : 이근삼,『아벨만의 재판』
43. [출제의도] 작품 내용 파악하기

[해설] 제시문을 보면, 아벨만이 적병에게 식량을 제
공한 것은 적병이 총으로 위협했기 때문이다.

44. [출제의도] 공연 시 고려할 사항 파악하기
[해설] 대화 전후 상황을 볼 때, 읍장은 아벨만의 말 
때문에 흥분한 상태이다. 그런 상황에서 교장이 자신
의 편을 들어 주지 않고 진정하라고 하므로 읍장은 
교장의 말 때문에 고조된 감정이 채 식지 않고 있다.

45.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작품 감상하기
[해설]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후 군중이 폭력
적인 행위를 하는 것과 연락관이 주민들의 분노에 
찬 항의에 대해 답을 하는 점을 볼 때, 군중의 환호
성은 자치위원회의 재판 과정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
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④ 재판장인 교장은 최종 판결 과정에서 
자신이 아벨만의 스승이지만 사회 정의를 위해 5년
형을 내린다는 말을 할 뿐 구체적인 판결의 법적 근
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⑤ 자치위원회는 연락관의 
요구 때문에 아벨만을 대상으로 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B형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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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형 해설

[화법]
1.  [출제의도] 토의의 절차 이해하기

[해설] ‘대안 평가’ 단계에서는 앞선 토의의 과정을 
통해 협의된 대안의 의의를 따져 보게 되는데, 제시
문에서는 마지막 사회자의 발화가 이에 해당한다. 이 
발언에는 청소년들의 열정 발산이 긍정적 활동과 연
결되었을 때 청소년 개인에게나, 사회적으로 어떤 의
의가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있지 않다.

2. [출제의도] 토의에서 사회자의 역할 파악하기
[해설] 사회자의 두 번째 발화와 세 번째 발화에서, 
앞서 논의된 토의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을 통해 토
의 참여자들의 생각을 구체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 [출제의도] 토의 참여자의 의견 평가하기
[해설] [A]에서는 청소년의 열정이 의미 있는 활동
으로 연결된 사례를 바탕으로 건전한 팬클럽 문화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 사례를 
통해 결론을 합리적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4. [출제의도]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해설] 연구원은 법적 근거를 들어 의견을 제시함으
로써 진행자에게 자신이 전달하는 내용에 대한 신뢰
를 확보하고, 상대방에게는 정확하며 객관적인 정보
를 전달하고 있다.

5. [출제의도] 대화적 듣기의 원리 이해하기
[해설] ㉢에서 연구원은 저작권이 미치는 범위에 대
해 설명하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되묻고 있는 
진행자의 말에 대해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연구원
의 자기 주장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작문]
6. [출제의도] 개요 쓰기의 적절성 판단하기 
  [해설] ③의 ‘방송사의 독서 교육 프로그램 편성 확

대’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 힘들다.
7. [출제의도] 자료의 적절성 판단하기
  [해설] [자료 1]로 볼 때, 청소년들이 학교 도서관을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운영의 문제 및 신간 부족
의 문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을 마련하면, [자료 2]에 나타난 학교 도서관 이용률
을 더 높일 수 있다. 
[오답 풀이] ③번의 경우, 자료에서 제시되지 않은 
방법으로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⑤번

의 경우, 자료에 제시한 도서관 이용시간이 불편하다
는 문제를 담고 있지 않다. 

8. [출제의도] 안내문 계획 확인하기 
[해설] <보기>와 안내문을 비교해 보았을 때, 안내
문에서 예상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먼저 소개한 
것은 지역 문인들이지, 그들의 작품이 아니다. 

9. [출제의도] 글쓰기 방법의 적절성 판단하기
[해설] ‘과제의 초고’는 봉사활동이라는 화제와 관련
된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글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판단하기
[해설] ㉠의 앞 문장은 봉사활동에 대한 글쓴이의  
회의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그에 반해 ㉠이 속한 문
장은 글쓴이가 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사실을 발견하
게 되는 내용이므로 이 두 문장을 연결하는 데 적절
한 접속어는 ‘그런데’이다. 

[문법]
11. [출제의도] 표준 발음법을 적용하여 발음하기

[해설] ‘끝을’은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끄틀]로 발음한다. ‘맑게’는 표준 발음법 제11항 다
만에 해당하는 경우로, [말께]로 발음한다. ‘부엌 안’
은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
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표준 발음
법 제9항을 먼저 적용하여 ‘ㅋ’을 대표음 [ㄱ]으로 
바꾼 후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 [부어간]으로 발음
한다.

12.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기
[해설] 가설에 부합하는 예는 부사 어근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서, 각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어야 한다. ‘생긋이’와 ‘일찍이’는 ‘생긋’과 
‘일찍’이라는 부사 어근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각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므로 사례로 적
절하다. ‘나날이’는 명사 어근 ‘나날’에, ‘도우미’는 용
언의 명사형 어근 ‘도움’에 접미사 ‘-이’가 각각 결합
한 형태이며, ‘반드시’는 단일어이다. 특히 ‘도우미’는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3. [출제의도] 어법에 맞게 표현하기 : 이중 피동
[해설] ‘알려지다’는 ‘알다’에 사동접사 ‘-리-’가 붙
어 파생된 사동사 ‘알리다’에 피동의 보조동사 ‘-어
지다’가 결합한 것으로 이중 피동 표현이 아니다. ‘섞
여지다’와 ‘덮여지다’, ‘닫혀지다’, ‘잊혀지다’는 자동사 
‘섞다’, ‘덮다’, ‘닫다’, ‘잊다’에 피동 접사 ‘-이-’, ‘-
히-’ 등이 붙어 파생된 피동사에 다시 피동의 보조
동사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14. [출제의도] 주체 높임법에 맞게 표현하기
[해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제품은 품절되셨습니
다.’는 간접 높임을 잘못 적용한 예이다. ‘제품’은 주
체인 ‘고객님’과 관련은 있지만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
계를 가진 범주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높이지 않고 
‘~ 품절입니다.’ 또는 ‘~ 품절되었습니다.’ 정도로 쓰
는 것이 바람직하다. ‘~ 품절이십니다.’라는 표현도 
흔히 쓰지만 이 또한 같은 이유로 잘못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15.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 관계 파악하기
[해설] ‘그는 직장을 버리고 나와 봉사 활동에 전념
하였다.’에서 ‘버리고’는 ‘그만두다’의 의미이므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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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다’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16.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하기

[해설] ‘하다(하니라)’와 ‘다(고져)’는 의미와 소
리 둘 다 다른 별개의 단어이다. 중세 국어의 ‘하다’
는 ‘크다’ 또는 ‘많다’의 의미를 지닌 말로 현재는 사
라져 쓰이지 않는다. 중세 국어의 ‘다’는 현대 국어
에서 ‘하다’로 소리가 바뀐 말이다. 따라서 한 문헌 
안에서 동일한 단어를 서로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인문]
[17～19] 
출전 : 김영재,「조선시대의 언론연구」
17.  [출제의도] 글쓴이의 집필 의도 파악하기

[해설] 글쓴이는 조선시대 상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
다. 상소문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서술한 뒤 상소의 
언로로서의 기능과 의의를 설명하며 마무리하고 있
다. 

18.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해설] 글의 마지막 단락에서 상소가 재야의 양반이
나 사림의 유생에게 열려 있음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나마 백성들의 생각을 왕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즉 백성이 왕에게 직접 상소를 쓸 수
는 없었지만 재야의 양반이나 유생을 통해 간접적으
로 전달할 수 있었다. 

19.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하기
[해설] 구체적인 상소문을 통해 본문 내용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상소문의 ‘삼가 바라옵건
대’라는 표현은 자신의 주장을 제3자의 말처럼 전환
한 것도 아니고 이 표현을 통해 주장의 객관성을 높
이지도 않는다. ‘삼가 바라옵건대’라는 표현은 자신의 
행동과 말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럽고 겸손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본문 
네 번째 단락의 ‘이는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
를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이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오답풀이] ① 자신에 대해 ‘직책도 없고 언관의 자
격도 없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는 도입부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식이다. ② 
시경의 구절과 예기의 구절을 인용하여 왕비를 
폐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③ ‘일개 서생들이 
어찌 전하의 생각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라는 표현
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극도로 조심하는 표현으로 
이러한 표현은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를 예방하
기 위한 대비책이었다. ④ 왕이 왕비를 폐위한 것에 
대해 항변하는 것은 왕의 행위나 정책에 대해 비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쟁소에 해당된다. 

[사회]
[20~21]
출전 : 이준구,『새 열린 경제학』
20. [출제의도] 세부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기

[해설] 제시문에 따르면 옵션은 미래의 일정한 때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어떤 상품을 사거나 팔 수 있
는 권리를 뜻한다. 또 어떤 상품을 살 권리를 갖는 
것을 ‘콜옵션’, 그리고 팔 권리를 갖는 것을 ‘풋옵션’
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이것은 여느 상품처럼 거래되
어 이를 구입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고 진술되고 있다. 때문에 ‘콜옵션’과 ‘풋옵션’
은 적용하는 상황은 다르지만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한다는 목적은 같다고 할 수 있다.

21.[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해설] 옵션은 미래의 일정한 때에 미리 정해진 가
격으로 어떤 상품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뜻한
다. 을이 구매한 옵션은 6개월 후에 적용되는 상품이
므로 4월에는 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갑과 을은 각각 한 주당 2천 원짜리 
옵션 100주를 구매하였기에 각각 20만원의 구매비용
을 사용했다. ② <보기>의 그래프를 보면 9월에 A사 
주식의 가격은 3만 5천원이므로 갑의 입장에서는 옵션
을 행사하면 주당 3만원의 가격으로 A사 주식을 구매
하여 주당 5천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옵션
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③ <보기>의 그래프를 보면 
9월에 B사 주식이 가격은 2만 5천원이므로 을의 입장
에서는 주식을 팔 때 옵션을 행사하면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때보다 50만원의 손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옵
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⑤ 갑이 9월에 옵션을 행
사하여 A사의 주식을 살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
은 100주 모두를 사는 경우 시세 차익인 50만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3월에 지불한 옵션 비용 20만원을 
포함시켜 계산한다면 최대 이익은 50만원이 아닌 30
만원이 된다.

[과학]
[22~24]
출전 :  이건수, ｢ 과학, 그 위대한 호기심-불치병을 낫

게 하는 줄기세포 치료법｣, 
22.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 파악

[해설] 표제와 부제는 글의 내용이 잘 드러내야 한
다. 제시문은 줄기세포의 특성과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 그 중에서도 배아줄기세포에 핵치환법을 결
합한 세포치료법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23. [출제의도] 세부 정보 확인하기
[해설] 줄기세포는 지속적인 세포분열을 통해 자가 
증식을 하다가 적절한 조건에 다다르게 되면 다양한 
조직세포로 분화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 수명이 다하
거나 사고에 의해 없어지는 세포들을 보충하는 역할
을 한다.

24.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해설] 세포치료법에서 핵치환 과정을 거치면 환자
에게 이식된 세포가 환자와 동일한 유전정보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이식세포에 대한 면역거부반응을 걱
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답풀이] ① A는 체세포에서 추출한 핵이다. 핵에
는 유전정보가 들어 있다. ② B는 핵이 제거된 난자
이다. ③ C는 핵 치환된 수정란이므로 자궁에 착상
하였을 때 복제 인간이 탄생할 수 있다. ④ D는 초
기배아에서 얻어진 배아줄기세포이므로 이론상으로 
어느 조직으로든 분화할 수 있다. 

[기술]
출전 : 손성근,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 물시계, 자격루
25. [출제의도] 글의 내용 파악하기

[해설] 자격루는 경점지기와 달리 물시계에서 측정
된 시간을 자동으로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자격루는 
경점지기에 비해 사용의 효용성과 편리성을 높였다

고 볼 수 있다. 
26.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해설] 네 번째 문단을 보면, 시는 2시간 간격, 경은 
90분 간격, 점은 18분 간격으로 시간을 알렸다고 설
명되어 있다. 이를 볼 때, 시간을 측정하는 잣대의 
눈금 간격도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두 번째 문단 ‘대파수호에서 ~ 정확
한 시간을 알 수 없다. 소파수호는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④, ⑤ 세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7. [출제의도] 핵심 내용 추론하기
[해설] 다섯 번째 문단에서 자격루 작동의 핵심 원
리는 물의 압력에 의해 잣대와 구슬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힘으로 인형의 팔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격루가 위대한 발명품인 근거를 추론할 
수 있다.

28. [출제의도]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하기
[해설] ‘작동(作動)’은 기계 따위가 작용을 받아 움
직임. 또는 기계 따위를 움직이게 한다는 의미를 가
지고 있다. ㉣은 기계 장치가 움직이게 한다는 의미
를 가지고 있으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독서전략]
[29～30] 
출전 : 이황,「자성록」
      홍대용,「자경설」 
29.  [출제의도] 독서 전략과 태도 비교하기

[해설] (가)에서는 독서의 방법 중 숙독과 정독을 
강조하고 있다. (나)에는 책을 읽을 때 옷매무새와 
낯빛에 대해 말하고 있다. 또한 몸을 흔드는 것이나 
눈동자를 굴리는 것 등 글을 읽을 때의 몸가짐에 대
해 강조하고 있다. 

30. [출제의도] 자료 해석과 추론하기
[해설] <보기>의 영수는 읽은 책의 권수를 늘리기 
위해 책을 깊이 있게 읽지 않고 무조건 빨리 읽었다. 
그래서 읽은 책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것이 별로 없
었다. 이러한 독서 태도에 조언을 한다면 한 권이라
도 천천히, 깊이 읽어 그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나
아가 내면화하라는 내용이 될 것이다. 책을 천천히 
깊이 읽는 것은 독서의 방법 중 정독, 숙독과 연결된
다. 이러한 독서의 방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
이다. 

[고전소설]
[31~34]
출전 : 작자 미상,『옹고집전』
31.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해설] 사또에게 호적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허옹가
는 실옹가와 달리 호적과 세간에 대해 상세하게 말
하고 있다.

32. [출제의도]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 옹고집의 집을 묘사한 ㉣에는 판소리계 소설
의 특징인 의성어나 의태어의 사용이 나타나지 않는
다.

33. [출제의도]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감상하기 
[해설] <보기>의 쥐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가짜로 둔갑하지만, 윗글의 허수아비는 학대사가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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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에게 봉변을 당한 뒤 허옹가를 만드는 데 사용
된 소재이므로 스스로 자신을 둔갑한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⑤ <보기>의 도사는 쫓겨난 선비를 구
원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 그에 반해 윗글의 도사
는 옹고집의 악행에 대해  가짜를 만들어 벌을 준 
뒤, 옹고집에게 가짜를 물리치는 방법을 일러주었다. 
따라서 윗글의 도사는 구원자의 역할만을 하는 <보
기>의 도사와 달리 징벌자와 구원자의 역할을 모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 [출제의도]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 찾기
[해설] 가짜로 몰려 집에서 쫓겨난 실옹가는 갈 곳
이나 몸을 의지할 곳이 없다. 이러한 상황을 드러내
는 한자성어로는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는 뜻인 사고무친(四顧無親)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고진감래(苦盡甘來) : 고생 끝에 즐거
움이 옴. ③ 암중모색(暗中摸索) : 은밀한 가운데 일
의 실마리나 해결책을 찾아내려 함. ④ 절치부심(切
齒腐心) :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⑤ 환
골탈태(換骨奪胎) : 사람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하
여 전혀 딴사람처럼 됨.
   

[현대소설]
[35~37]
출전 : 채만식,『맹순사』
35.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해설] 제시된 지문에는 맹순사, 강봉세, 서분이 세 
사람이 등장한다. 서술자는 이들 중 맹순사에 초점을 
맞추어 그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심리와 행동 등
을 묘사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해설] ㉣은 강봉세의 윽박지르는 말에 어쩔 수 없
이 나온 의례적인 인사말이다. 맹순사는 강봉세가 과
거에 자신에게 가했던 협박을 떠올리며 불안해하고 
있다.

37. [출제의도] 문학 개념을 활용하여 감상하기 
[해설] ‘보따리에 싸놓고 사직원을’ 쓰는 것은 강봉
세가 맹순사 자신에게 보복할 것이 두려워 도망치는 
것이다. 맹순사에게서 현실극복의 의지나 미래지향적 
자세를 찾을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② 행인들이 ‘적의와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은 없어여쟈 할 대상, 즉 일제강점기의 
경찰이었던 사람이 다시 해방된 나라의 경찰이 된 
상황에 대한 당대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다.

[고전시가]
[38~39]
출전 : 정훈,『탄궁가』
38.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해설] 이 작품에서는 가난을 궁귀로 의인화하여 대
화를 나누고 있다. 이 대화를 통해 화자는 가난을 물
리칠 것이 아니라 수용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고 있다.

39. [출제의도] 사회 문화적 상황과 관련하여 작품 감
상하기
[해설] 잔반 계층인 화자에게 십년일관은 지조 있는 
양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십 년 동안 한 
갓만 쓸 정도로 궁핍한 처지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답풀이] ② 화자의 신분은 사대부이지만 직접 농
사를 지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⑤ 화자는 가
난을 극복하기보다 하늘이 내려준 자신의 분수로 여
기며 가난을 받아들이려고 한다.
  

[현대시]
[40~42]
출전 : 이용악,『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수익, 『결빙의 아버지』
40. [출제의도] 공통점 파악하기

[해설] (가)는 풀벌레를 활용해서 아버지의 죽음으
로 인한 슬픔의 정서를, (나)는 물(얼음)을 활용해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41. [출제의도] 시인의 생애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해설] ‘피지 못한 꽃봉오리’는 유이민 생활을 하다
가 죽음으로써 꿈을 펴보지도 못한 아버지를 형상화
한 것이다. 화자의 좌절된 꿈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⑤ ‘때 늦은 의원’은 ‘우리집’도 ‘일가집’
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가 임종하신 후 도착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는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돌
아가셨음을 알 수 있다.

42. [출제의도] 작품 감상하기 
[해설] 곁에 잠들어 있는 것은 화자의 아이들이고 
엎드려 있는 것은 얼음이다. 아이들은 보호해야할 대
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얼음은 아버지를 형상화한 
것으로,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그리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희곡]
[43~45]
출전 : 박조열,『오장군의 발톱』
43. [출제의도] 작품 내용 이해하기

[해설] 서쪽 나라 사령관의 ‘귀관의 진짜 이름은 뭐
며 진짜 계급은?’이라는 대사와 ‘그는 똑같은 질문에 
너무 시달려’라는 지문을 통해 ①의 진술이 맞음을  
확인할 수 있다.

44. [출제의도] 공연의 유의점 파악하기
[해설] 서쪽 나라 사령관의 총살 명령 후 무대가 정
리되고 총살대(나무기둥)이 들어온다. 따라서 제 14
경 처음부터 나무기둥이 무대에 배치되어 있었다는 
진술은 잘못된 것이다.

45. [출제의도] 문학사와 연관지어 감상하기
[해설] 이 작품에서 오장군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잘못된 행정으로 입대하고, 자신도 모르게 역공
작에 투입되어 전쟁에 의해 철저하게 희생되는 인물
이다. 심지어 그의 죽음마저 동쪽 나라에서는 전쟁에 
이용하는데 이를 통해 비인간적인 전쟁의 모습을 보
여주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이 지문이 분단상황을 우의적으로 표
현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오장군이 이를 극복하려
는 인물로 이해할 수는 없다. 그는 전쟁의 피해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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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의도]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하기




×


 


 


 

2. [출제의도] 행렬의 뺄셈과 곱셈을 이용하여 계산하기
이므로  
따라서 행렬 의 모든 성분의 합은 이다.

3. [출제의도] 그래프와 행렬의 관계 이해하기
변의 개수가 이고 그래프를 나타내는 행렬의 성분 
중 의 개수는 변의 개수의 두 배이므로
×  

4. [출제의도] 로그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 이해하기
log log   log    
∴  

5. [출제의도] 이차방정식과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여 
수학내적문제 해결하기
주어진 이차방정식의 두 근은 
    또는   이므로   
∴ log log  log  log  

6. [출제의도] 지수법칙 이해하기 
   ×  ×


   

∴  

7. [출제의도] 로그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 이해하기
진수의 조건에 의하여 이므로
  ⋯㉠ 
주어진 로그부등식의 밑이 보다 크므로
≤

≤ ⋯㉡ 
㉠  ㉡에서 ≤이므로 
모든 자연수 의 개수는 이다.

8. [출제의도] 지수법칙 이해하기
  





  




 






 







∴  





 

9. [출제의도] 로그함수의 그래프 이해하기
점 A 의 좌표를 라 하면
A log   B


 log   C log


 

AC log  log


  lo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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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ABC 

×AB×AC 


×


× 



10. [출제의도] 역행렬을 이용하여 수학외적문제 
해결하기
연립일차방정식     

을 행렬로 나타내면
  
   



  


⋯㉠

㉠의 양변의 왼쪽에 행렬   
 

 을 곱하면
   

   
   


이므로   ,  

∴  

11. [출제의도] 지수함수를 이용하여 행렬을 구하는 
수학내적문제 해결하기
              이므로
    

 
   
 

따라서 행렬 의 모든 성분의 곱은 이다.
12. [출제의도]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지수부등식을 

이용하여 수학내적문제 해결하기
AB        ×  
×    ,     ,  ≥, ≥
따라서 자연수 의 최솟값은 이다.

13. [출제의도] 삼각함수와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수학내
적문제 해결하기

cos


sin 


sin   cos
sin  cos

 


 



14. [출제의도] 상용로그의 지표와 자릿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수학외적문제 해결하기
log의 지표가 이면 은 네 자리 자연수이므로
   

 는 다섯 자리 자연수이므로 
log의 지표는 이다.

15. [출제의도] 행렬의 성질을 이용하여 증명하기
가     , 나   × ×
∴   × × ×

 

16. [출제의도]경우의 수와 역행렬을 이용하여 수학외적
문제 해결하기
행렬   

 
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조건은

 이므로  ⋯㉠
㉠을 만족하는  의 순서쌍은   ,    ,   ,
   ,    ,   이다.
따라서 순서쌍  의 개수는 이다.

17. [출제의도] 그래프를 나타내는 행렬 이해하기
ㄱ. 그래프를 나타내는 행렬에서는    (참)
ㄴ. 각 행의 성분의 합은 각 꼭짓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이므로   또는 이다. (거짓)
ㄷ.  의  성분은 그래프의 각 꼭짓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이므로         (참)

18. [출제의도] 지수함수를 이용하여 수학외적문제 
해결하기
 


 이므로  

×  


 이므로  

따라서   × 
  

∴ × 


 

19. [출제의도] 행렬의 성질 추측하기
ㄱ. 에서  
      
        
   이므로 
   ∴   (참)
ㄴ.   의 양변의 왼쪽에 를 곱하면
        이므로  
   같은 방법으로 
   ∴    (참)
ㄷ. 이 짝수인 경우
       (거짓)

20. [출제의도] 삼각형의 닮음과 행렬을 이용하여 수학내
적문제 해결하기
∆ABC �∆HBA�∆HAC 이므로
      이고,
행렬로 나타내면      



  




이다.

따라서 행렬 의 모든 성분의 합은 이다.
21. [출제의도] 상용로그의 지표와 가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추측하기
log 이라 두면
(가)에서 


 

  

∴    ⋯㉠
(나)에서
  log이므로  
≤  log ⋯㉡
㉠  ㉡에서 ≤ log log
log≤ log log
≤  
따라서 모든 자연수 의 개수는 이다.

22. [출제의도]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여 계산하기
log


 log   

23. [출제의도] 서로 같은 행렬의 뜻 이해하기
       이므로
   

∴  

24. [출제의도]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하기
좌변의 분모와 분자에 각각 을 곱하면 



  ,  ×

     

∴       
  

25. [출제의도] 로그함수와 평행이동을 이용하여 수학내
적문제 해결하기
  log의 점근선이   이므로
  log 의 점근선은  이다.
따라서  이고, 점  를 지나므로
  log  ,  
∴    

26. [출제의도] 역행렬을 이용한 연립방정식의 풀이 
이해하기
   ,    이외의 해를 갖기 위해서는 
행렬   

 
가 역행렬을 갖지 않아야 하므로 

  ,   
따라서 모든 실수 의 값의 곱은 이다.

27. [출제의도] 로그함수의 그래프와 도형의 닮음조건을 
이용하여 수학내적문제 해결하기
 

A
B

A′ B′O 



두 점 A  B 에서 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A′  B′ 이라 하면 ∆OA′A�∆OB′B 이므로
AA′  BB′  
점 A 의 좌표를  라 하면
A log  B log 
log   log    , log  log ,    , 
따라서 A  

   B  
 이므로 AB     

∴   

28. [출제의도] 행렬의 거듭제곱을 이용하여 추측하기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양변의 왼쪽에 행렬 를 곱하면
    




     이므로
      

   



에서     
따라서     이므로   

29. [출제의도] 거듭제곱근의 성질 이해하기
N 의 값은 표와 같다.

이 짝수 이 홀수
  

   

  

N    N    N    
∴ N  N  N   

30. [출제의도]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여 추측하기
            

  ×  ×  ×  ×

 log   log


  ×  ×  ×  log  log


   ⋮
  ×  log  log



  ×  log  log


   ⋮
  log  log



따라서 집합 의 원소의 개수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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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영역(B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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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1. [출제의도]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여 식의 값 
계산하기
log  log 


 log 


 

2. [출제의도] 극한값 계산하기
lim
→∞

  lim
→∞
 

  , lim

→∞
  lim

→∞



 

lim
→∞
    

    
 

3. [출제의도] 역행렬 계산하기
      

 
이므로 의 모든 성분의 

합은 이다.
4. [출제의도] 등차수열의 성질을 이용하여 

공차 계산하기
공차를 라 하면
      에서
 이므로  이다.

5. [출제의도] 역행렬의 성질 이해하기
  
   


   이므로 

      


따라서   이다.
6. [출제의도] 지수법칙 이해하기
  ,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곱하면 
  이다.
즉,   에서   이다.

7. [출제의도] 로그부등식 이해하기
log  ≤ log 이므로 
≤ 이고 진수조건에 의하여  이므로 
모든 자연수 의 개수는 이다.

8. [출제의도] 역행렬을 갖지 않을 조건 이해하기
    이므로
모든 실수 의 값의 곱은 이다.

9. [출제의도] 로그의 성질 이해하기
  ,  에서 log  , log 이므로
log  log  log ≥ log × log 
 이므로 
log × log ≤ 
(단, 등호는   일 때 성립한다.)

10. [출제의도] 근과 계수의 관계 이해하기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

    ,     이므로
lim
→∞
  

 
 lim
→∞
 


 

11. [출제의도] 상용로그의 지표의 성질 이해하기
  

 이므로   
log   log  
따라서 은 자리 정수이다.

12. [출제의도] 극한을 이용하여 수학내적문제 해결하기
 

  ,  이므로
구하는 삼각형의 넓이  은
  


×  ×    

    

lim
→∞
    

 
 lim
→∞
     




    

 

13. [출제의도]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여 그래프의 개형 
추론하기
log  로 놓으면 log log 

log 
  log 이고, 

log  이므로 의 값의 범위는 실수 전체이다.
  log 이므로 함수  의 그래프의 
개형은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다.

14. [출제의도] 지수함수를 이용하여 실생활문제
해결하기
 


 이므로  

  


 이므로  
   × 

  이므로
 × 


 

15. [출제의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 이해하기
함수   log   은 
함수      의 역함수이므로 
두 그래프의 교점은 함수      와 
직선  의 교점과 일치한다.
    에  을 대입하면  이고, 
 을 대입하면  ± 이다. 
 이므로   이다.
따라서    이다.

16. [출제의도] 지수방정식이 해를 가질 조건 
이해하기
    라 하면
   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지면 된다.
   의 두 근을  , 라 하면



   

   

  

이므로 의 범위는   이다.
따라서 모든 정수 의 개수는 이다.

17. [출제의도]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일반항 
추론하기
가   
나   
 

18. [출제의도] 역행렬의 성질을 이용하여 수학내적문제
해결하기
  이므로

          

     
   
 

점 P    는 원         위의 점이다. 



 라 두면 직선  가 원에 접할 때

최댓값을 가진다.
 

∣∣
 에서  ±



따라서 
 의 최댓값은 

 이다.

19. [출제의도] 행렬의 성질 추론하기
ㄱ.   에서   이므로 
    
    이 존재하므로    (참)
ㄴ.    에서   이므로 
      
    에서   이므로      (참)
ㄷ. ㄴ에서   이므로 
         
      이므로 
         (거짓)

20. [출제의도] 무한급수의 성질 이해하기

  

∞

 이 수렴하므로 lim
→∞

 




  

∞

   

      lim
→∞

 



 

 

 
               lim

→∞   

 

 
                 

21. [출제의도]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무한등비급수 
문제 해결하기
BB  이므로 코사인법칙에 의해 AB  
두 선분 BC와 AC의 교점을 D이라 하면
삼각형 ABB와 삼각형 BC D 이 닮음이므로 
    B D  에서 B D  

 이다. 
  


× ×


×sin °



그리고 삼각형 ABC과 삼각형 AB C 의 
닮음비가   

 이므로 넓이비는   
 이다. 


  

∞

 
 







 




따라서   이다.
22. [출제의도] 행렬 계산하기
    

 
이므로 모든 성분의 합은 이다.

23. [출제의도] 등비중항 이해하기
세 수   ,   ,  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면      이므로 
 

24. [출제의도] 거듭제곱근의 성질 이해하기
이 짝수 이 홀수

   

   

   

 이므로         
25. [출제의도] 무한급수의 성질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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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
→∞

 



  

             lim
→∞


 

 
      

               
26. [출제의도] 로그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등차수열문제 해결하기
log  이므로
×  × ×⋯ ×  

의 양변에 
밑이 인 로그를 취하면
 

  

 log 
  



 

 
 

27. [출제의도] 상용로그의 지표와 가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문제해결하기
log 의 지표가 이므로 ≤ log  이다.
가수가 같으므로 log  log


  log 는 정수이고 

≤  log  
log  에서   
log 에서  

log 에서  

log 에서  

의 값을 모두 곱하면  이다.
따라서    이므로  이다.

28. [출제의도] 무한등비급수의 수렴조건을 이용하여 
문제해결하기
무한급수 

  

∞

 
 

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다. 

그런데 ≤ ≤ 이므로   
     

을 만족하는 영역을 좌표평면에 나타내면 

   









O

 

 

● ● ●

●

●

●

●

●

●

●

●

●

●

따라서 점  의 개수는 이다.
29. [출제의도]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하여 수열 

추론하기


  
 이므로    


 이다.

    


 이므로  는 

첫째항이 이고, 공비가 
인 등비수열이다. 

  
 
  이므로  

 
  

 이다. 


  
따라서  이다.

30. [출제의도] 수열의 규칙 추론하기
과 의 최소공배수가 이므로 개 마다 개의
항이 주기적으로 남게 된다.
 × 이므로  ×    

• 영어 영역(A형) •
정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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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1.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찾기
M: Hey, Patricia. Have you found where to stay in Rome?
W: Yeah, I found a good apartment to stay on the 

VacationRentals.com website.
M: Have you booked it?
W:                    .

[어구] book 예약하다.
2.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찾기
W: Is it raining now? I think I just felt a raindrop 

on my face. 
M: So did I. Better take out the umbrella!
W: I forgot to bring mine. What should I do? 
M:                                         .

[어구] raindrop 빗방울
3.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찾기
M: Excuse me, Mrs. Kim. I want to submit my 

writing assignment.
W: Min-ho(민호), it was due yesterday. 
M: Really? Could you accept it this time only, 

please?
W:                                               .

[어구] submit 제출하다 assignment 과제
4. [출제의도] 특정 장소 파악하기
M: Excuse me. Is there a bank near here?
W: Yes, there's one named Charleston Bank. 
M: Great! How do I get there?
W: Just walk down this street until you are on 

Boylston Street and then turn right.
M: Walk down this street and then turn right?
W: That's right. Then keep walking up the street 

for two blocks and then turn left.
M: Walk straight for two blocks and turn left, 

right?
W: Yes. And you will see the bank on your left.
M: I got it. Thank you very much.

[어구] straight 똑바로
5. B형 4번과 같음
6. [출제의도] 화자의 주장 추론하기
W: Hey, Jason, are you ready?
M: Just a minute. I can't find my cell phone.
W: Hurry up! We're going to be late.
M: Yeap, I found it! Let's go.
W: Hold on. Have you unplugged things like lamps 

and laptops?
M: No, I haven't. But I turned them off.
W: That's not enough. Please go pull their plugs 

out.
M: Does it matter? 
W: Yes, it does. Don't you know that they still use 

electricity even when they are not on? 
M: Oh, I didn't know that. I'll go unplug them.

[어구] unplug (전기)플러그를 뽑다
7. B형 6번과 같음
8. B형 7번과 같음
9. B형 8번과 같음
10. B형 9번과 같음
11. B형 10번과 같음
12. [출제의도] 화자가 부탁한 일 파악하기
M: I stayed up all night yesterday.
W: Why? What did you do?
M: I have an art project due tomorrow.
W: So did you finish it?
M: No, I haven't finished it yet. I'm tired.
W: No wonder you are tired. You stayed up for 

two nights straight.
M: I also have a math test tomorrow and a 

presentation on Wednesday.
W: Is there anything I can help you with?
M: Actually, yes. Can you borrow a book on 

Picasso from the library for me?
W: Okay, I was going there anyway.

[어구] stay up 자지 않고 일어나 있다
13. [출제의도] 화자가 당황한 이유 파악하기
M: Ji-eun(지은), what are you doing?
W: Just copying some video files. 
M: What are they about?
W: They are from last year's drama festival. You 

were awesome on the stage.
M: Well, I don't think so. Anyway, why are you 

copying them? 
W: Your friend, Sang-ho(상호), wants to see them. 

He is the main character this year. 
M: No, you can't show them to him! It's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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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
  San Francisco에 소재한 YES Electronics는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후보자를 찾습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우리 회사는 San 
Francisco에서 당신의 꿈을 실현하고 경력을 
발전시킬 기회를 제시합니다.
• 직책
  : 5명의 창의적이고 활동적인 판매사원 필요
• 자격
  : 컴퓨터 판매 관련 최소 2년의 경험: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
• 업무
  : 새로운 판매계약 체결 담당
• 혜택
  : 기본급, 보너스, 건강 및 치과 보험
• 지원방법
  : 8월 31일까지 지원서를 보내세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yeselectronics.com
을 방문하거나, (330) 555-1234 로 전화하세요.

Riverside 캠핑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Riverside캠핑장은 캠핑을 위한 모든 물품과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체크인 및 체크 아웃
• 체크인 : 오전 11:00
• 체크아웃 : 오전 10:00(익일)
주차
• 하루 3달러 09:00∼21:00 (캠핑장 이용객 50% 
할인)
입장료
• 1인당 4달러 (7세 미만 어린이 2달러)
캠핑비용
• 텐트를 가져오는 캠핑객 : 텐트당 15달러
• 텐트를 대여하는 캠핑객(4인 기준) : 텐트당 28달러
편의시설
• 세탁실 시설
• 화장실, 샤워장 시설
• 인터넷 사용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riversidecamp.go.kr
을 방문하세요.

embarrassing. 
W: How come?
M: I was so nervous that I forgot some of my 

lines then. It is the last thing I want to share 
with others. 

W: Think about Sang-ho. He seems to be as 
nervous as you were. He really wanted to 
watch.

M: I don't know. It still doesn't feel right.
[어구] awesome 경탄할 만한, 기막히게 좋은
embarrassing 난처한, 쑥스러운, 당혹스러운

14. B형 12번과 같음
15. [출제의도] 지불할 금액 계산하기
M: How can I help you?
W: I found some scratches on the driver side door. 

Somebody must have hit my car last night.
M: Let me take a look. They are just minor 

scratches.
W: How much will it cost to cover them?
M: It will be thirty dollars. (Pause) Uh, wait a 

minute. 
W: What’s wrong?
M: Both of your taillights are out. They are very 

critical for your safety on the road. You have 
to change them right away. 

W: You are right. How much are they?
M: It will be fifty dollars each.
W: All right. Cover up the scratches and replace 

my taillights, please.
M: While I am at it, I will wash your car free of 

charge. It usually costs ten dollars. 
W: Thanks. Call me when you are done, please. 

[어구] scratch 긁힌 자국 taillight (자동차 따위의) 
미등 replace 바꾸다, 교체하다 free of charge 무료로

16. B형 15번과 같음
17. B형 17번과 같음
18. B형 18번과 같음
19.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찾기
M: Hey, Terry. Did you enjoy your trip to China?
W: Sure I did. I loved it, especially the weather.
M: Great. Tell me more about it.
W: I visited some popular tourist spots including a 

Buddhist temple and an old palace.
M: Awesome. And how did you like the food?
W: Well, that was the only thing I didn't like much. 

They were a bit greasy and spicy for me.
M: Sorry to hear that. Food is important when you 

travel, isn't it?
W: Yes, it is. But everything else was perfect. 

Actually, I am planning to make a second visit. 

M: Really? When will you visit there again? 
W: This winter. Do you want to join me?
M:                                     .

[어구] tourist spot 관광지, 명소 greasy (요리에) 
기름을 많이 쓴

20. B형 20번과 같음
[21∼22] [출제의도] 담화 목적 추론하기/담화 세부 

내용 파악하기
M: Students! Before we wrap up today's lesson, 

let's double-check what you need to do. For 
the final project you are going to make a short 
video about dos-and-don'ts in class. Look at 
the handout that I gave you. Plan your video on 
it first. Your videos will be graded on four 
aspects ― running time, participation, originality, 
and organization. Your video must be longer 
than five minutes. Also, all group members 
must take a role with some lines to act. There 
will be an extra credit for those who cooperate 
well. The due date is next Friday. See you 
next class. 

[어구] grade 성적을 매기다 originality 독창성 
credit 학점, 점수

23. [출제의도] 필자의 주장 추론하기
  많은 20대 젊은이들이 투표하지 않는 다는 것은 슬픈 
사실이다. 투표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결심
은 개인적이지만, 내가 말해본 많은 젊은이들은 투표가 
시간 낭비라고 느낀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표가 중
요하지 않다는 듯이 동떨어지게 느낀다. 그들은 세금증
가나 사회보장연금과 의료보험제도에서의 추가적인 감
소에 대해서는 분개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표출
할 기회는 무시해 버린다. 정당에 가입해서 세상을 바
꾸는 대신에, 그들은 단순히 정치를 무시해 버린다. 우
리는 그들을 정치제도의 중심으로 데려올 필요가 있다.

[어구] take part in ∼에 참여하다  alienated 소외
감을 느끼다. 동떨어진  count 세다, 중요하다
resent 분개하다

24. [출제의도]글의 목적 파악하기
  Stevenson씨에게
  저는 제가 생산관리직책으로부터 사직함을 알리기 위
해 이 편지를 씁니다. 저는 InfoTech와 고용계약을 맺
었습니다. 제가 Honwywell Production에 재직하는 동
안 보여주신 훌륭한 리더십과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또
한, 업무 기술을 저와 함께 나눴던 모든 동료직원들에
게도 감사합니다. 이 업무기술들은 저의 경력에 큰 가
치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사직서를 받아 주시고, 저는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현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John Denver 드림

[어구] resignation 사직, 사임  acknowledge 인정하
다  handover 인계, 이양

25. [출제의도]요지 추론하기
  GNP는 대기오염과 담배광고는 계산에 넣는다. GNP
는 현관문의 특수잠금장치와 그것을 부수는 사람들을 
위한 감옥은 계산에 넣는다. 그러나 국민총생산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 교육의 질, 또는 놀이의 즐거움은 감안
하지 않는다. GNP는 시의 아름다움이나 결혼생활의 강
인함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위트나 용기, 

지혜나 배움, 연민이나 국가에 대한 헌신은 측정하지 
않는다. 요컨대, GNP는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들
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측정한다.

[어구] GNP(Gross National Product) 국민총생산
allow for ∼을 감안하다  compassion 연민, 동정심
devotion 헌신, 전념

26. B형 25번과 같음
27. [출제의도]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어구] make a contract 계약을 맺다(체결하다)
application 지원, 지원서

28. [출제의도]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어구] facility 시설  amenity 편의시설
29. [출제의도]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Monaco Restaurant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Monaco Restaurant에 오셔서 잊지 못할 경험을 
하세요. 우리 식당은 다양한 최상의 해산물과 
스테이크를 전문으로 합니다. 

  
영업시간

일요일 -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10시
금요일 -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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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붉은 수요일
매주 수요일마다 빨간색 윗옷이나 스커트를 입은 

여성은 반값으로 저희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의상이 모두 빨간색인 여성에게는 Red 
cocktail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특별한 붉은 수요일”은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
다.
[어구] specialize in  ∼을 전문적으로 다루다
free of charge 무료로  applicable 해당(적용)되는

30. B형 29번과 같음
31. [출제의도]문법성 판단하기
  우리가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인터넷에서 검색을 할 
때, 왜 11,980,764개의 결과가 나오는가? 인터넷에는 
수천만 개의 페이지가 존재하며 더 많은 페이지들이 매
일 더해지고 있다. 엄청난 양의 검색 결과 리스트를 피
하려면, 검색 조건을 구체적으로 하여 최대한 좁혀야 
한다. 예를 들면, 클래식 음악을 검색하지 말고 베토벤 
심포니를 검색하거나, 케이크 조리법을 검색하지 말고 
초콜릿 케이크 조리법을 검색해라. 또한, 검색 엔진의 
검색 팁을 십분 정도 읽어보는 것이 시간도 절약해 주
고 어려움도 덜 겪게 해 줄 것이다.

[어구] narrow 좁히다  recipe 조리(요리)법
frustration 불만, 좌절감

32. [출제의도]어휘 추론하기
  1988년 옐로스톤 화재는 6월 22일에 번개로 인해 소
나무 몇 그루에 불이 붙이면서 시작되었다. 관리 공무
원들은 처음에는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생태계 
유지에 화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여름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화재가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해 여름은 공원이 1872년에 설립된 이후 가
장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여름이었고 불은 1988
년 6월 말과 7월 초에 빠른 속도로 퍼졌다. 많은 시민
들은 “let it burn" 정책을 버리는(->채택하는) 것에 
대해 극도의 분노를 표시하였다. “우리는 옐로스톤이 
이것 때문에 훼손되도록 하지 않을 거다”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결과적으로, 1988년 7월 22일에 적극적으로 
화재에 대응하기로 결정되었다.

[어구] pine tree 소나무  essential 필수적인, 극히 
중요한  maintenance 유지  assume (사실인 것으
로) 추정하다  intense 극심한, 강렬한

33. [출제의도]필자의 심경 추론하기
  나는 하루 종일 진행되는 판매 세미나에 참석 중에 
판매 매니저의 감동적인 연설을 들었고, 그와 악수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줄 서서 3시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내 차례가 되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내 어깨 너머로 줄이 얼마나 더 있
는지를 보았다. 그는 심지어 나와 악수하고 있다는 것
을 알지도 못했다. 비록 그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나도 3시간이나 기다렸고 마찬가지로 지친 
몸이었다. 내가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그가 나
를 대해서, 나는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빴다.

[어구] attend 참석하다  anxious 열망하는, 간절히 
바라는  treat 대하다, 다루다  be offended 기분이 
상하다

34.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영국은 큰 나라가 아니다. 서쪽에서 동쪽까지 길이가 
단지 약 300마일 정도이다. 비록 영국이 작은 나라이지

만 놀랄만한 정도의 기후 범위를 가지고 있다. 영국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거나 영국의 일부분만을 방문한 
사람들은 종종 영국이 춥고 습한 나라라고 잘못 생각한
다. 이것은 6월에서 9월까지인 여름 기간을 제외하면 
영국의 북쪽과 중부지역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남부지
역에는 그 기후가 훨씬 더 쾌적하다. 그래서 영국에서
는 사람들이 북쪽지역에서 은퇴할 때 종종 더 온화한 
남부지역으로 이주하기를 선호한다.
  [어구] except for ∼을 제외하고 

be true of ∼에도 적용되다

35. B형 33번과 같음
36. B형 34번과 같음
37. [출제의도] 연결사 추론하기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은 연료비를 아끼기를 원하고, 
환경을 염려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이다. 하이브리드 자
동차들은 고객에게 최고의 선택일까? 물론 이러한 차량
들은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운전자들
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성능이 기존의 차량들보다, 특히 
가속에서 더 나쁘다고 불평한다. 다른 사람들은 하이브
리드 자동차가 높은 연료비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아껴주지는 않는다고 의심하고 있다. 나는 우리가 그들
의 불평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이것은 일리가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공기의 
질을 개선하고 온실효과를 줄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구] conventional 전통적인, 관습적인, 기존의 
to the point 요령 있는, 적절한

38. [출제의도] 글의 전체 흐름 파악하기
응급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도움을 얻

을 확률이 높은 분주한 장소에 있기를 원할 것이다. ①
이러한 보편적인 생각과는 달리,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② ‘방
관자 효과’라고 불리는 심리학적 현상은 주위에 다른 
목격자가 없거나 적을 때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 있는 
이를 더욱 잘 돕는다고 설명한다. ③ 최근 분주한 런던 
거리에서 실험된 방관자 효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
움을 주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길을 걸어간 것으
로 나타났다. ④ 사람들은 어떠한 보상을 받기를 예상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⑤ 이는 주위에 더욱 많은 사
람이 있을 경우,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멈춰서 도와 
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구] contrary to ∼에 반하여  psychological 심리
적인  reward 보상

39. [출제의도] 문장 위치 파악하기
“어떻게 우리는 인류에게 최고의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것은 모든 책임 있는 사회가 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물음이다. 약품과 의료 기술의 진보는 
이전에는 의료 과학이 치료할 수 있다고 바랄 수 
없었던 질병들을 새로이 치료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부유한 국가의 의사들과 환자들은 최신의 약품과 
기술을 기대한다. 그러나 후진국에서는 우선시되는 
건강 문제들은 다르다. 여기에서는 매년 9백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선진국에서는 거의 사라진 치료가능한 
호흡기 감염과 홍역으로 사망한다.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모든 질병 사례의 약 80%가 오염된 물과 
부적절한 위생의 결과이다. 
[어구] priority 우선권  respiratory 호흡기의
measles 홍역  sanitation 위생

40. B형 38번과 같음
[41-42] [출제의도] 장문의 이해(제목 추론, 빈칸 추론)

나는 몇 년 전 식료품 가게에서 일어난 특별한 
경험을 잊을 수 없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난 하루도 울지 않고서는 견뎌낼 수 
없었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내 자신을 추스르고 
식료품을 사러갔다. 내가 식료품 가게로 들어갔을 때 
나는 감정을 추스르려야 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신 계피향 롤빵의 달콤한 향기가 가게 
전체에 감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분주한 복도를 
오가면서 내 카트에 음식을 채우고 있었다. 내가 
가게 내의 제과점에 다가가고 있었을 때 난 더 이상 
내 자신을 추스를 수 없었다. 상자 속의 계피향 빵이 
아버지를 떠올리게 만들었을 때 나는 카트를 잡고 
조용히 울고 있었다.

한 노신사가 내 옆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잠시만 옆에 서 있어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남자는 그의 손을 내 손위에 놓고 
거기에 조용히 서 있었다. 내 감정을 추스르고 
그에게 감사하며 아버지를 여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살다보면 울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고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걸어서 가버렸다. 
나는 이 남자에게 감동을 받았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인간이고 때로는 누구나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식해야할 때, 너무 자주 누군가가 
슬퍼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삶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추측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마 그는 
이것을 알고 그의 행동이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따뜻하게 만드는지를 알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어구] pass away 돌아가시다 
gather oneself 감정을 추스르다 
approach 다가가다  remind 상기시키다
make assumptions 추정, 가정하다
recognize 인식하다  warm 따뜻하게 하다

[43-45][출제의도] 장문의 이해(글의 순서, 지칭 대상 
파악, 세부 내용 파악)
(A)
털썩! Alfred는 잠이 깼고 그 즉시 그가 왜 잠이 

깼는지 알았다. 신문배달원이 신문을 계단에 다시 
던졌던 것이다. 새벽 5시 30분이었다. 잠시 뒤 그는 
다시 겨우 잠이 들었다. 그 후 그날 오전 그는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고객 서비스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B) 
그날 밤 Alfred는 그의 자명종 시계를 5시 20분에 

맞추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계단을 내려갔다. 몇 
분 뒤 그 신문배달원이 차를 몰고 나타났다. 그는 
Alfred의 아파트에 달려왔다. 그가 Alfred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그에게 신문을 직접 건네 주었다. 
Alfred는 그에게 신문 던지는 것을 그만 두라고 
말했다.

(C)
그는 그 직원에게 신문배달원에게 신문을 조용히 

배달하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직원은 사과를 
했고, 그는 상관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 직원은 
상관에게 Alfred에게 전화하라는 메시지를 
남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녁 6시까지 그 상관은 
전화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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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당신은 나를 계속 깨우고 있습니다. 신문을 

계단에 조용히 놔주세요. 던지지 말고 직접 계단에 
내려놓으세요. 알겠나요?" 신문배달원이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자기의 차로 달려갔다. 다음 날 아침 
5시 30분에 Alfred가 잠이 깼다. 신문이 다시 
계단으로 던져졌다. 그는 차가 떠나는 소리를 
들었다. 충분히 참을 만큼 참았다. 그가 비록 신문이 
집으로 배달되는 편리함을 좋아했지만 Alfred는 그의 
잠이 그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내일부터 
그는 Times를 인터넷에서 읽기로 결심했다.
[어구] awake 잠이 깬  complain 불평하다
set one's alarm 자명종 시계를 맞추다
deliver 배달하다  apologize 사과하다
supervisor 감독관  valuable 귀중한

• 영어 영역(B형) •
영어B형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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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1.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찾기
W: I didn't see you at school yesterday.
M: I couldn't go because I had a bad cold. 
W: Sorry to hear that. Did you go to the 

doctor?
M:                                          

[어구] go to the doctor 의사의 진찰을 받다, 병원에 가
다

2.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찾기
M: Oh, you've got a new cell phone.
W: Yes. My dad bought me this for my 

birthday. 
M: Awesome. Then,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your old one?
W:                                          

[어구] cell phone 휴대전화 awesome 아주 멋진
3.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찾기

W: Tom, why didn't you go to bed yet? It's 
late.

M: Mom. I'm going to watch the football game 
on TV.

W: No way. You'll fall asleep in class 
tomorrow.

M:                                           
[어구] no way 절대 안돼

4. [출제의도] 목적 추론하기
M: In today's lesson of ‘Learning Strategies 

that Actually Work,’ we will talk about a common 
misunderstanding students have about taking notes. 
Many students seem to believe that they should 
write down all the words that a teacher says for 
good note-taking. However, this is not the case. 
If you try to get everything, you will end up 
missing the forest for the trees. Keep this in 
mind! Effective note-taking is not about writing 
everything down, but more about selecting the key 
information that the teacher tells you and writing 
it on your own.

[어구] strategy 전략 note-taking 필기 this is not 
the case 사실은 그렇지 않다 miss the forest for the 
trees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다 on one’s own 스
스로

5. [출제의도] 의견 추론하기
M: You know what? Steve is thinking about 

quitting high school. 
W: Really? Why?
M: He wants to be a singer, so he thinks he 

will be able to spend more time developing his 
talents if he drops out of school. 

W: No. He's going to miss out on many 
important things in life. 

M: But attending classes like math or English 
doesn't seem to help him achieve his dream.   

W: However, acquiring knowledge is not the 
only reason for going to school. 

M: That's true. For me seeing my friends and 
having fun with them is another big reason. 

W: And participating in various school activities 
like sporting events makes you a more balanced 
person. 

M: That makes sense. 
[어구] quit 그만두다 drop out of 중퇴하다 miss out 
(on) 보지(경험하지) 못하다 make sense 이치에 닿
다

6. [출제의도] 주제 추론하기
W: Today, families are finding new ways to 

spend time together, and volunteering is one way 
to do that. Research has shown that volunteering 
as a family has many benefits. Firstly, it provides 
positive role models and passes on family values 
to children. Secondly, it helps families learn about 
social issues and provides a new perspective on 
the world, teaching children social responsibility. 
Lastly, it promotes healthy lifestyles and choices. 
Individuals who volunteer as children or observe 
their parents volunteering have a much higher 
probability of being a volunteer in their adult 
years.
[어구] volunteer 자원봉사하다 benefit 이익, 이점 
perspective 견해 probability 가망

7. [출제의도] 주제 추론하기
W: Look at these cars! These people are so 

inconsiderate of others.
M: Isn't it illegal to park on the sidewalk?
W: Yes, it is. Sidewalk parking is a big 

problem.
M: It causes inconvenience to everyone passing 

by. 
W: I don't like people leaving their cars where 

we walk.
M: Me neither. And it's also dangerous.
W: I heard there were many car accidents 

because of illegal p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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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ren't these people supposed to get any 
tickets?

W: Technically, yes. But more and more people 
tend to park on the sidewalk. 

M: I think it is getting serious. 
W: I can't agree with you more.  

[어구] inconsiderate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illegal 
불법적인 sidewalk 보도 technically 법적으로

8. [출제의도] 관계 추론하기
M: Would you like some coffee, ma’am? 
W: Make it black, no sugar, please. 
M: Alright. So, (pause) how was your business 

trip?
W: Great. The contractor was satisfied and 

accepted our offer. 
M: Congratulations. That’s a good news. 
W: Thanks. So, what’s on today’s schedule?
M: Your first meeting will begin at 10 a.m. in 

the conference room, which will be followed by a 
sales presentation at eleven. 

W: I see. Oh, the meeting over dinner with Mr. 
Lee, is it today?

M: Originally, it was scheduled for next Friday. 
But Mr. Lee rearranged the meeting for today.

W: Now I remember. You told me so. 
[어구] business trip 출장 conference 회의

9. [출제의도] 묘사 대상(내용 일치) 파악하기
M: Hey, Angela. Is your husband running the 

race? 
W: Yes, there. The last one. 
M: You mean the bald man with sunglasses on?
W: Yes. Oh, Brad is running next to him. 
M: Really? Didn't he have a beard?
W: Yes, but he shaved it for the race.
M: Hey, look at that old man with a mustache. 

He's not wearing any shoes.
W: That's weird. (Pause) Oh, do you see the 

boy listening to music?
M: You mean the one wearing a striped 

T-shirt?
W: Yes, that's my son. Wow, look at that 

woman running first. 
M: The woman with a ponytail? 
W: Yes. She's so fast! She's going to win the 

race. 
[어구] bald 대머리의 beard 턱수염 mustache 콧수
염

10. [출제의도] 대화의 세부 내용(할 일 추론) 파악하기
M: Is everything ready for the English essay 

contest?
W: Almost. 

M: Did you get the essay questions printed 
out?

W: Yes. Around 40 students will come, so 50 
copies are ready including some extras.

M: Do all the participants know where and 
when the contest will be held?

W: I made an announcement several times, so 
I'm sure they know. 

M: Who's going to supervise the contest?
W: I'm supervising, and Ms. Jones will help 

grade the essay papers. 
M: Good. And if you haven't already done the 

seating arrangement for the contest, let me take 
care of it.

W: Oh, I completely forgot. Thanks. I'll get 
some pencils and erasers ready for the students. 

M: All right.
[어구] supervise 감독(지휘)하다 
seating arrangement 자리 배열 

11. [출제의도] 대화의 세부 내용 파악(부탁한 일 추론)하기
M: Hi, Jenny. I didn't know that you play the 

piano. 
W: My mother was a piano teacher so I learned 

when I was young.
M: I've wanted to learn how to play the piano, 

but I didn't have the chance. 
W: How about starting now? Better late than 

never.
M: You are right. 
W: If you want, I can teach you. 
M: Thank you. Then, I need a piano first. 
W: Actually, one of my friends run a piano 

shop. He will offer you one with a reasonable 
price. Do you want me to go there with you?

M: That sounds good. But for now, I have an 
appointment with my professor. Can you please let 
me know his number? 

W: Sure, I'll text you.
M: Thanks. Tomorrow I'll call the piano shop 

and check the price first. 
[어구] appointment 약속 text 문자 메시지를 보내
다

12. [출제의도] 대화의 세부 내용 파악(이유 추론)하기
M: How do you like your Spanish lessons?
W: Well, I don’t like it very much.
M: What’s wrong? Do you not like the teacher?
W: I like the teacher. She is very kind and 

enthusiastic. Plus, she's teaching more speaking 
and listening rather than grammar.

M: Do you have a lot of homework?
W: Actually, I don't mind having many 

assignments as long as they are helpful. 
M: Then, what is the problem?

W: What bothers me is that the class finishes 
at 10:30 at night.

M: Oh, that’s pretty late. 
W: That’s what I mean. I have to run to catch 

the last bus. 
M: How about the classmates by the way?
W: They are nice and friendly. 

[어구] grammar 문법 assignment 숙제

13. [출제의도] 대화의 세부 내용(언급 유무) 파악하기
M: May I help you?
W: I'd like to rent a copy machine.
M: Okay. How about this? It's the most popular 

one.
W: It looks nice. Could you tell me about its 

features?
M: First of all, you could never get a faster 

one. It can print 60 pages per minute.
W: Does it have fax function? I need to send 

urgent documents sometimes. 
M: Of course. You can fax with it. Also, you 

can use it as a scanner. This is a real 
all-arounder. 

W: Then, how much is the rental fee?
M: It's just 70 dollars a month.
W: Good. I'll take it. 
M: By the way, the machine comes in two 

colors, black and white. Which one do you want?
W: Black would be fine. 

[어구] rent 임대하다 feature 특징 urgent 긴급한 
all-arounder 만능 선수, 만능인 장치

14. [출제의도] 수치 정보 파악하기
M: How may I help you?
W: I'm looking for a shampoo for damaged hair.
M: How about this product? It will moisturize 

and make your hair soft and silky. 
W: How much is it?
M: A regular one is 15 dollars and a large one 

is 20 dollars. 
W: Then, I'll buy a large one. I also want to 

buy a hair conditioner from the same line. How 
much is a large one?

M: It's also 20 dollars. But if you buy both a 
shampoo and a conditioner, you will get one of 
them at half price.

W: Sounds good. I'll buy both. Oh, I also have 
a 10 percent discount coupon.

M: May I see it? [pause] Sorry but you can't 
get an additional discount.

15. [출제의도] 담화의 세부 내용 파악(내용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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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Can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The math 
test will be in the same format as it was last 
semester and it will last two and a half hours. 
The questions on the test are multiple choice, 
giving you four possible answers from which to 
choose. There are 25 questions in total, each 
worth 4 points. Calculators are permitted during 
the test. Students are encouraged to attempt some 
of the past tests provided on the school website, 
so you can have a sense of the format and style 
of the test. The date for the test is October 31st. 
Good luck with the test, everyone.  
[어구] format 형식 multiple choice 선다형(객관식) 
calculator 계산기 

16. [출제의도] 담화의 세부 내용(내용 일치) 파악하기
M: Have you ever seen a red panda? The red 

panda is much smaller than the black-and-white 
giant panda with which we're familiar. These 
pandas typically grow to the size of a cat. 
However, they have a big, bushy tail which is 
more than 40cm long. The red panda lives in 
rainy, high-altitude forests. It lives in the 
mountains of Nepal and northern Myanmar as well 
as in central China. Bamboo is red pandas' favorite 
food but they eat many other foods as well ―
fruit, acorns, roots and eggs. Mainly due to habitat 
loss the population continues to decline, although 
red pandas are protected by national laws in their 
range countries.
[어구] altitude 고도 acorn 도토리 habitat 서식지

17. [출제의도] 도표 파악하기
M: Rachel, don't you also need a psychology 

textbook for this semester?
W: Oh, I forgot. Let's order second-hand books 

online. It's way cheaper. 
M: Actually, I’m looking them up now. We have 

five sellers here. 
W: How about the cheapest one? The cheaper 

the better. 
M: But it's a hardcover. Don't you think it's too 

heavy?
W: Yeah, it would be. Then, how about this? 

It's the cheapest paperback. 
M: It takes too long. You know, the class starts 

in 3 days.
W: Then we have two options left. Actually, I 

don't want to pay extra to save just one day. 
M: That leaves us only one seller then.  
W: Let's place an order.

[어구] second-hand book 헌 책, 중고서적 look up 
찾아보다 hardcover 양장본

18.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찾기
W: Have you ever heard of emotional eating?
M: No, I haven't. What is it?
W: Basically, it means your mood affects your 

eating habits.

M: Interesting. Go ahead. 
W: Emotional eaters consume large quantities of 

food just because they feel bad, not because they 
are hungry.

M: Oh, I see. Now I think that is something I 
often do myself.

W: Really? When do you usually do that?
M: Whenever I feel stressed out or worried 

about something, I simply can't stop eating snacks 
like chocolate bars or potato chips. 

W: Sounds bad! 
M: Do you know how I can stop emotional 

eating?
W:                                        .   

19.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찾기
M: Mom, I'm home. I am hungry.
W: Where have you been all day?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M: Not yet, Mom. 
W: Didn't you say you would finish it by 8 

o'clock?
M: Yes, I did. But I was busy. I had an 

important appointment with my friend. 
W: What was it for?
M: For badminton practice, I met Tony and 

played together up until now. 
W: Do you think playing badminton is more 

important than doing homework?
M: I couldn't help it. We have an important 

competition coming up next week. I really want to 
win this time. 

W: It could be important. But you gave your 
word. 

M:                                      . 
[어구] give one's word 약속하다

20. [출제의도] 상황 설명에 알맞은 표현 찾기
W: Cindy and Tom attend the same history class. 

One day the teacher introduces a history 
research project to the class. The teacher 
says it is going to be a team project and 
then asks the students to make groups of 
four. Cindy and two other classmates agree 
to work together, but their group still needs 
one more person. At that moment Tom 
walks up to Cindy and asks if he can join 
her group. Cindy is pleased to hear that 
because he is a great team player and knows 
a lot about history.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Cindy most likely say to Tom?

[21～22] [출제의도] 담화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목적 
추론하기, 내용 일치 파악하기)

M: Colors have a strong influence on human 
psychology and it is not an exception when you're 
shopping. The magic of colors in branding, 

advertisements, and products can affect your 
purchase. Now let's take some examples.

     Red is associated with energy and 
enthusiasm. For a shopper, this color increases the 
heart rate and calls for urgent action. That's why 
most signs for sales are in red. Green stands for 
purity and naturalness. No wonder why it is often 
used in health and self-care products. Blue 
creates the feelings of trust and security. That's 
why many trusted brands of banks and insurance 
companies use this color. Black defines power, 
elegance and luxury, so luxury cars and high-end 
fashion products use black for increasing brand 
value. Pink is traditionally regarded as a feminine 
color being romantic and warm. Products, like 
women's clothing and jewelry have a prominent 
use of pink in marketing.
[어구] exception 예외 high-end 최고급의 feminine 
여성의

23. [출제의도] 필자의 주장 추론하기
  십대들에게 삶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가장 흔한 것은 여자친
구, 남자친구, 스포츠, 인기, 그리고 당연히 친구다. 
친구를 삶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은 좋은 것처럼 보
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 친구들은 
불완전하고 불안정하며 인간이기 때문이다. 친구는 
움직인다. 친구는 변한다. 그리고 때로는 친구가 여
러분에게 의존한다. 만약 친구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
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친구를 
사귀고 있는지 혹은 친구들이 최근에 여러분을 어떻
게 대하는지에 따라 전적으로 달라진다. 여러분은 친
구들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친구들이 여러분과 부모
님 사이에 끼어들도록 허용할 것이다. 친구가 (무엇
이든) 소유하려고 하거나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요
구하는 것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친구를 삶의 중심으로 여길 때 발생한다. 
만약 여러분이 친구를 잃기 원하면, 친구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삼아라.
[어구] unstable 불안정한 turn on 의존하다 topple 
넘어뜨리다 possessive 소유욕이 강한

24. [출제의도] 요지 추론하기
  동양 문화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된 명상은 현
재 휴식의 기법으로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종교와 치료의 목적으로 명상을 하는 과정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본질적으로는 사고의 휴식을 취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몇몇 연구는 정기적인 명상이 심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
다고 말한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아침 잠에서 깬 
후 20분 미만으로 명상을 할 것과 저녁 식사 전 이
른 저녁 시간에 다시 명상할 것을 추천해 왔다. 심지
어 하루에 단 한 번만 명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잠자기 직전에 하는 명상은 일부 사람
들에게 한밤중에 잠을 깨도록 유도하고 이 후에 다
시 잠들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
히, 초보 명상가들은 이 점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효
과가 없더라도 실망해서는 안 된다.
[어구] therapeutic 치료의 consideration 고려사항

25. [출제의도] 제목 추론하기
  일을 미루는 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에
게 긴박감을 주는 것이다. 일은 (스스로) 연장되어서 



고 2 정답 및 해설
━━━━━━━━━━━━━━━━━━━━━━━━━━━━━━━━━━━━━━━━━━━━━━━━━━━━━━━━━━━━━━━

14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채운다. 그리하여, 만
약 여러분이 오늘 오후 세 시까지 완료해야 할 특정
한 과제가 있다면, 그 일은 대개 세 시까지 완료된
다. 그러나 만약 똑같은 일에 대해 이 달 말까지로 
시간이 연장되면, 이 달 말에 그 일을 마칠 것이다. 
여러분이 시간제한 보다 일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완벽주의가 자리잡기 시작한다. 여러분은 항상 다른 
그래프나 표를 넣어서 조금 더 일을 한다. 여러분은 
이러한 것이 모두 더해져서 탁월함을 만들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마감기한을 
정하고 위기감을 만들기 위해 그 기한을 지켜라.
[어구] procrastination 미루기 urgency 긴박함, 급박
감 perfectionism 완벽주의

26. [출제의도] 지칭 대상 파악하기
  Alexander는 그리스를 정복한 King Philip 2세와 
서부 그리스지역에 있는 Epirus의 왕비인 Olympias
의 아들로 태어났다. 자라면서 그는 자신이 정복과 
발견에 대해 거대한 꿈을 심어준 롤 모델인 유명한 
신화적인 영웅 Achilles와 Hercules의 후손이라고 믿
었다. 그의 어린 시절 동안, 철학자 Aristotle은 
Alexander의 선생님의 역할을 감당했다. 고대 그리
스의 교육은 그에게 “건전한 몸에 건전한 마음”이라
는 생각을 주입시켰다. 그러므로, 그는 문학, 철학, 
정치 등을 공부했다. 게다가, 그는 스포츠, 신체 건
강, 전쟁 등의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16세 때, 그의 
아버지가 정부의 일을 돕는데 그를 필요로 해서 
Alexander의 학교교육은 갑자기 끝이 났다. 4년 후
에 그(아버지)는 암살당했으며, Alexander는 20살이
라는 어린 나이에 마케도니아의 왕위에 후계자로 남
게 되었다.
[어구] descend 내려오다 mythological 신화의 warfare 
전쟁, 전투 terminate 종료시키다 assassinate 암살하다

27. [출제의도] 문법성 판단하기
  Richard Nixon 대통령은 최근의 생물 종 보호 노
력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포괄적인 멸종위기 
종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제93차 미국의회를 촉구
했다. 의회는 완전히 새롭게 작성된 법안으로 부응 
했으며, 그 법안은 1973년 12월 28일에 Nixon에 의
해 서명된 Endangered Species Act of 1973이다. 
그 법안은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의 첫 
번째 임명 회장을 포함한 변호사와 과학자들로 구성
된 팀에 의해 작성되었다. Endangered Species Act 
상에 명시된 목표는 생물 종과 그들이 의존하고 있
는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 후에, California의 
역사학자 Kevin Starr는 이렇게 말하며 더욱 강조 
했다: “The Endangered Species Act of 1982는 환
경 운동의 대헌장이다.”
[해설] ④what→which, 선행사를 취하는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야 하므로 which를 써야 함.
[어구] inadequate 부적절한 comprehensive 포괄적
인 appointed 임명된

28. [출제의도] 어휘 추론하기
  다른 형태의 재충전가능한 배터리와 비교할 때, 
NiCd 배터리는 많은 눈에 띄는 이점이 있다. NiCd 
배터리는 충전-방전 주기의 횟수 면에서 보통 더 오
래 지속된다. NiCd 배터리는 또한 비슷한 연축전지
보다 더 작고 가볍다. 크기와 무게가 중요한 고려사
항인 경우(예를 들어, 비행기)에 NiCd 배터리는 값 
싼 연축전지보다 선호된다. 그러나 NiCd 배터리는 
독성이 있는 중금속이고 처분할 때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카드뮴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사용된 NiCd 배터리를 수집하고 재처리하
기 위한 재활용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이다. 게다
가, 유럽 연합에서 전자제품과 전기제품 내의 카드뮴
의 사용은 2006년 7월 이후로 장려되어(→ 금지되
어) 왔다. 
[어구] rechargeable 재충전가능한 comparable 비슷
한 disposal 처분

29. [출제의도] 도표 파악하기
  위의 그래프는 1992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걸친 인종별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율을 보여준다. 
네 그룹 가운데, white non-Hispanic의 투표율이 
60% 이상에 달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흑인의 
투표율이 높았다. White non-Hispanic과 흑인간의 
투표율 차이는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낮았
다. 1992년과 2000년의 대통령 선거 사이에 
Hispanic의 투표율이 인종 그룹 가운데 가장 낮았다. 
Hispanic의 투표율은 2004년 대통령 선거에서 아시
아인의 투표율보다 더 높았다. 2008년에 Hispanic과 
아시아인들의 투표율은white non-Hispanic과 흑인의 
투표율을 넘어섰다(→넘어서지 않았다).      
[어구] turnout 참가자 수, 투표율 overtake 따라잡다

30. [출제의도] 내용 일치 파악하기
  1986년에 군중의 장면을 만화로 그리는 것을 전문
으로 하는 젊은 영국인 상업 예술가 Martin 
Handford는 그의 그림을 책의 형태로 출판하고자 하
는 생각을 가졌다. 그의 생각은 다양한 장소에 있는 
재미있는 군중의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었다. 많은 군
중 장면의 통일된 주제를 만들기 위해, 그는 각 장면
에 등장하는 배낭을 메고 있는 관광객의 캐릭터를 
만들었다. 책의 가장 첫 번째 영국판에서 그 캐릭터
의 이름은 Wally였다. 그는 계속해서 Where’s Wally 
책 7권을 출판했으며 (그 캐릭터를 사용한) 텔레비
전 쇼를 만들고, 만화를 신문사와 방송사에 팔고, 비
디오 게임의 (판매)허가를 획득했다. 비록 1990년대 
후반에 캐릭터의 인기가 사라졌으나, 여전히 Wally 
영화에 대해 이따금씩 이야기가 되고 있다. Wally는 
적어도 17개 나라에서 (판매)허가를 획득했으며, 그
곳에서 Wally의 모습은 비슷하나 이름은 대게 다르
다.   
[어구] specialize in ∼을 전문으로 하다 occasional 
가끔의, 이따금의

31.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수백 년 동안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주
의를 기울이고 반응함으로써 무가치함에 대한 그들
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보완했다. 그들은 (자신의 것
을) 계속 주었으나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사
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는 가치를 느끼
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줌으로써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했다. 수백 년 동안 자신의 것을 
준 후에 그들은 마침내 그들도 사랑과 지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주는 과정이 그들에게 자존감의 지혜
(분별력)를 준비시켰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주는 것을 통해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진정으로 받
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것으
로 인해 그들은 모든 이가 사랑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들은 그들 역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만한 가치가 있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구] compensate for 보상하다 unworthiness 무가
치함

32.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학습된 무기력감은 사람들의 개인적 행동 또는 능
력과 일의 결과 사이에는 연관이 없다는 기본적인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것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어쨌든 소용이 없기 때문에 중
요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다음의 예시가 어떻게 이러
한 생각이 처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지를 잘 보여
준다. 만약 여러분의 아기가 혼자 놀고 있는 것을 여
러분이 지켜본다면, 여러분은 아기가 주변에서 무엇
을 발견하든 그것을 탐구할 때 기뻐하는 것을 볼 것
이다. 아기는 커튼 뒤에 숨을 수 있는 장소를 발견하
고 그릇 뚜껑으로 소리를 내거나 의자에 올라가며 
재미를 느낀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러한 탐험과 발견
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방해하며 이렇게 말한다, “내
버려 둬,” “내려놔,” 또는 “아니야, 그건 너무 힘들어
서 절대로 못할 거야!” 그때 여러분의 아기는 의기소
침해지고 풀이 죽을 것이다. 곧 아기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못 할 거야”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어구] underlying 근원적인 conviction 신념 
dejected 기운 없는 

33.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사람들은 사업과 개인의 삶에서 세부적인 것에 주
의를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종종 깨닫지 못한다. 
작은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큰 것을 잃어
버릴 수 있고, 그것은 Allsopp’s Wine 한 병을 가장 
유명한 온라인 경매 사이트인 eBay에 판매할 때 사
소한 타이핑 오류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서 잘 드
러난다. 그가 Allsops라고 철자를 적은 것이 문제였
다. 그 철자 실수로 인해 경매 입찰에는 2명만 참여
했고 와인은 $304에 판매되었다. 그것을 입찰 받은 
사람이 eBay에 그 와인의 철자를 수정하여 다시 입
찰 올렸을 때, 157명이 입찰에 참여했고 와인은 
$503,300에 판매되었다. 50만 달러나 차이가 났다. 
입찰 받은 사람이 실제로 $503,300을 지불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와인 전문가들은 그 귀한 와인이 
적어도 수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어구] sweat the small stuff 사소한 일에 신경 쓰
다 result in (결과를) 초래하다

34.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몇 년 전에 Russell Conwell이 “Acres of 
Diamonds”라는 연설을 했다. 그 연설에서 그는 고대 
페르시아 시대에 살았던 Ali Hafid라는 농부의 이야
기를 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 Ali는 
자신의 농장을 팔고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 자신의 
가족을 떠났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스페인 해안
에 도착할 때까지 팔레스타인과 유럽지역을 떠돌아
다녔다. 몇 년 동안 다이아몬드를 찾느라 돈도 다 잃
고 낙담하고 몸도 지친 Ali는 스스로 바다에 빠져 죽
었다. 후에 그가 팔았던 농장이 역사상 가장 큰 다이
아몬드 광산인 Golconda인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에 
Ali가 집에 머무르면서 그 자신의 밭을 팠더라면, 그
는 수많은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을 것이다. 이처럼, 
여러분은 수많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수많은 타고난 
능력을 이미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다
른 곳을 찾아 볼 필요가 없다. 단지 여러분 자신의 
영역을 파고들어라.
[어구] penniless 무일푼의 heartsick 상심한 weary 
지친

35.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칼로리가 알맞은 대부분의 전통적인 식단에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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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 섭취 또한 대게 알맞게 이뤄질 것이다. 실제로, 
많은 전통적인 식단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적어도 우
리의 식단과 비교했을 때 칼로리는 낮다. 그러나 현
대의 식단은 그 관계를 거꾸로 뒤집어왔다. 사람들은 
에너지는 많이 제공하지만 영양소는 거의 없는 설탕
이나 지방을 사용해 엄청나게 많은 칼로리를 그들의 
식단에 넣어 왔다. 이로 인해, 뚱뚱하면서 영양실조 
상태의 사람들이 실제로 생기고 있다. 이러한 두 가
지 특징들은 인간의 긴 역사상 한사람에게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다. 캘리포니아의 한 병원에서 
의사들은 영양결핍현상을 겪고 있는 비만 아동을 본 
것을 전하고 있다. 게다가, 이런 아동들에게 콩팥이
나 간과 관련된 만성적인 질병의 위험성이 커졌음이 
확인되고 있다. 
[어구] overwhelming 압도적인 undernourished 영양
이 결핍된 deficiency 결핍, 부족

36.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나는 단 하나의 가장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은 군
사 또는 경제 분야에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
지 보내진 모든 이메일을 모두에게 공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종종 생각해 왔다. 사회 구조는 바로 사라
지고, 모든 결혼생활, 우정, 사업 동업자 관계도 사라
질 것이다. 요령 있는 문구, 정중한 생략, 하얀 거짓
말의 끊어지지 쉬운 연약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문
명은 붕괴할 것이다. 최근에 나는 나에게 보내질 의
도는 아니었지만 나에 관한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이것은 전자 장비를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더 어두운 
위험성 중 하나이다. 여러분에 관한 다른 사람의 검
열되지 않은 이야기를 듣는 것은 항상 여러분이 그
들이 그렇게 여러분을 바라보기를 희망하는 너그러
운 면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을 불편하
게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우리의 배신자를 악한 두 얼
굴을 가진 위선자라고 질책한다. 실제로도 우린 그렇
다(위선자이다).    
[어구] devastating 파괴적인 fabric 구조 dissolve 녹
다, 끝내다 tactful 요령 있는 omission 생략 reprimand 
질책하다

37. [출제의도] 연결사 추론하기
  Local Food Movement는 그 지역에서 재배된 음
식의 구매와 소비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운
동이다. 게다가, 이 운동은 지역사회의 원조를 받는 
농업을 장려함으로써 그 지역에서 재배된 음식물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 생산물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비록 지역마다 “local 
food”를 구성하는 개념이 다를지라도, 대부분의 연구
자들은 지역 생산물을 먹는다는 것은 현대의 주요 
푸드 시스템과 관련하여 생산과 소비의 거리를 최소
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2008 Farm 
Act에 따르면, 한 제품이 마지막 구매 지점과 최초의 
생산지역이 400마일 이내이거나 주(state)의 경계 
안에 있다면 그 제품은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시
장에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매상은 지역
(local)의 개념을 주(state)의 수준보다 더 축소된 규
모에서 생각하고 그 용어는 종종 군(county) 내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어구] perception 개념 minimize 최소화하다 
mainstream 주류 retailer 소매상

38. [출제의도] 글의 순서 파악하기
  Helen은 생후 19개월에 열병으로 몸이 아팠다. 그 
질병은 그녀가 시력과 청력을 잃게 만들었다. (B) 이

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녀는 매우 어렸기 때문에 
그녀가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힘들었다. 그
녀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청력 손상을 입은 사람들
이 사용하는 언어인 수화를 배우는 것도 힘들었다. 
(C) 비록 이러한 어려움이 어린 Helen을 좌절하게 
만들었을지라도, 그녀는 매우 지적 능력이 뛰어났다. 
숙련된 선생님의 도움으로, 그녀는 모든 사물은 이름
이 있고 그 이름은 단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A) 선생님의 도움과 자신의 투지 덕분에, 그녀는 
결국 의사소통하는 다른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그
녀는 말하는 사람의 입술과 목을 만짐으로써 말을 
“듣는 법”과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어구] sign language 수화 determination 결단력, 투지

39. [출제의도] 문장 위치 파악하기
  누구든지 잡초, 원하지 않는 벌레, 다른 해충을 통
제하기 위한 매우 다양한 살충제 상품을 주문하지 
않고 바로 살 수 있다. 이러한 살충제를 사용하기 위
해서는 어떠한 특별 훈련도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제품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저장되고 다뤄지고 
사용되고 처분될 때 사람들에게 해로울 수 있다. 화
학 살충제를 사용함으로써 나온 결과들은 대개 일시
적이고 반복적인 처리 방식이 요구된다. 시간이 흐름
에 따라, 일부 해충은 살충제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
고, 이것은 해충이 화학물질에 적응을 하여 더 이상 
그것(살충제)에 의해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것이 여러분이 다른 제품 혹은 방법을 사용
하도록 만든다. 만약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집
에서 사용하는 살충제 제품은 사람들에게 유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이러한 제품들이 적절하
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구] pesticide 살충제 disposed of 버려진 
improperly 잘못되게 take responsibility for 책임지다

40. [출제의도] 요약문 완성하기
  신체와 의식의 시계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시간
을 측정한다. 신체 시계는 시간을 자동으로 결정한
다. 잠에서 깬지 16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몸은 피곤해 진다. 몸의 시간 측정장치(게
이지)는 변하지 않는다. 반대로, 내적인 시간은 주어
진 시간 동안 우리의 의식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에 따라 달라진다. 시간을 측정하는 우리의 능력은 
선척적이라기 보다는 후천적인 매우 복잡한 두뇌의 
기능이다. 한 시간은 얼마나 지속되는가? 그 질문 자
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 그 해
답은 우리가 (시간을 측정하는) 척도로 과거의 경험
을 가져올 것을 요구한다: 기차를 기다리는 한 시간
은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며, 병원 대기실에서의 한 
시간은 겨우 참을만한 시간이며, 대륙을 횡단하는 비
행기를 타기 전 공항에서 한 시간 머무르는 것은 빨
리 연결되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 기차역, 병원, 공
항에서 사용된 시간의 기억에 의존한다. → 시간 측
정장치가  (A)고정된 신체 시계와는 달리, 의식의 시계
는 우리의 (B)과거 기억에 의존한다. 
[어구] consciousness 의식 gauge 장치, 측정하다 
yardstick 척도 transcontinental 대륙횡단의

[41 ～ 42] [출제의도] 장문의 이해(제목 추론하기, 빈칸 
추론하기)
  연구 결과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성인들이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성인들보다 더 좋은 기억력을 
갖고 있으며, 머리를 쓰는 한 가지 과제에서 다른 과
제로 더 빨리 넘어가며, 집중도 더 잘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다시 말해서, 운동이 성인들을 더 영리하게 
만든다. 운동은 젊은 사람 역시 영리하게 만든다. 운
동을 하는 아이들은 주의력 결핍 장애를 더 적게 겪
으며 더 빨리 배운다. 연구 결과 학교에서 하는 체육 
수업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학업 수행능력도 향
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
니아 교육청이 실시한 35만 명 이상의 5학년 학생 
대상 연구는 신체적 건강과 차후의 SAT 점수 사이
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신체가 
가장 건강한 학생들은 백분위 71(100명 중 29등 
내)에 위치했고, 신체가 허약한 학생들은 백분위 
36(100명 중 64등 이하)에 위치해 거의 두 배의 차
이를 보였다. 그들이 322,000명의 7학년 학생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들은 더 큰 차이를 발견했다. 신체
가 가장 건강한 학생들은 뒤이은 SAT 시험에서 백
분위 66(100명 중 34등 내)에 있었고, 신체가 가장 
허약한 학생들은 백분위 28(100명 중 72등 이하)에 
위치했다. 
[어구] attention deficit disorder 주의력 결핍 장애 
percentile 백분위 수

[43 ～ 45] [출제의도] 장문의 이해
(글의 순서 파악하기, 지칭 대상 파악하기, 내
용 일치 파악하기)

(A) 오랫동안, 나는 나의 여동생 Joni가 모든 것에서 
나보다 잘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평균 성적이 B정도였다. 하지만 여동생은 수월하게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았다. 어머니는 내 성적에 화
를 내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Joni에게 더 많은 관심
을 쏟았다. 나의 여동생은 운동 또한 뛰어나게 잘 했
다.  
(D) 지난 달, 나는 근처 마을에 홍수로 피해를 입은 
집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도와주었다. 나는 다른 사
람의 인생에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에 매우 흥분했
다. 반면에, 매일 오후, Joni와 어머니는 Joni에 관한 
이야기만 했다. 저녁을 먹던 어느 날 저녁에, 나는 
여동생 위주로만 흘러가는 세상에 싫증을 느꼈다. 
“아무도 제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나요?” 나는 물어
보았다. “저는 홍수로 피해를 입은 집을 가진 가정을 
도와주고 있어요.”
(B) 어머니가 놀라며 바라보았다. “물론 우리는 너의 
이야기를 듣기 원한단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항상 네가 어떤 것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고 생각했어. 대게 우리가 물을 때 넌 어깨만 으쓱였
잖아.” 나는 그것이 사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 때, Joni가 말을 했다. 나는 그녀가 자신에 
대한 더 멋진 것을 말하려고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녀는 대신에 이렇게 말했다, “Max, 네가 토론 팀을 
만든 것 어머니께 말씀 드렸어?” 
(C) 나는 여동생이 신경을 쓰는 모습에 놀랐다. 어머
니는 내가 팀을 자발적으로 만든 것에 대해 칭찬해 
주셨다. 그 때 이후로, 나는 나의 관심사와 활동을 
더 많이 공유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더 이상 Joni를 
질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나도 자랑스러
워하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우리가 각자 자신의 방식
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어구] breeze through with 수월하게 해 나가다 sick 
and tired of 싫증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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