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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국 어

정답

1 ④ 2 ⑤ 3 ⑤ 4 ② 5 ②

6 ③ 7 ④ 8 ④ 9 ② 10 ③

11 ① 12 ③ 13 ⑤ 14 ② 15 ⑤

16 ⑤ 17 ③ 18 ④ 19 ① 20 ④

21 ② 22 ⑤ 23 ⑤ 24 ① 25 ④

26 ① 27 ② 28 ③ 29 ① 30 ①

해설

1. 이제 두 학생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
십시오.

여학생: 얘, 너 바쁘니?
남학생: 아니.
여학생: 내가 재미있는 책 소개해 줄까?
남학생: 난 책 읽는 것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학생: 책이 얼마나 재미있는데. 어제 『몽실언니』를 읽었

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
남학생: 난 안 읽어 본 책이라 잘 모르겠어.
여학생: 그럼 넌 재미있게 읽은 책 없어?
남학생: 글쎄, 난 책 읽는 것보다 운동이 더 좋아.
여학생: 책 읽기가 얼마나 유익한데. 재미있고 감정도 풍부

해지고, 상식도 많아지고…….
남학생: 됐어, 됐어. 나 운동하러 갈래.

[출제의도] 원만한 대화를 위해 고려할 점 파악하기
여학생은 운동을 좋아하는 남학생의 관심 분야를 고려하지

않았다.

2. 이번에는 재담 한 편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
하십시오.

옛날에 어떤 양반이 있었는데,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글 읽기를 포기하고 돈을 벌어야 할 처지가 되었대. 할 수
없이 곶감 장수로 나섰지만, 양반 체면에 차마 “곶감 사시
오.”라는 말을 할 수 없었어. 상스럽게 큰 소리로 외치고 싶
지도 않았고, 곶감 팔자고 모르는 사람에게 존댓말을 하자니
자존심이 상했겠지.

결국 곶감은 하나도 팔지 못한 채로 날은 저물었어.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면 오늘도 식구들이 또 굶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어. 하지만 천한 상민처럼 곶감을 팔고 있는 자신을 견
딜 수가 없어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지. 그런데 마침 소금장
수가 지나가면서 “소금 사시오, 소금 사시오.”라고 하지 뭐야.
그러자 양반은 이때다 싶어서 얼른 그 뒤를 따라가며 소심하
게 이렇게 말했대.
“곶감도.”

[출제의도] 재담을 듣고 재미있는 발상 파악하기
이 재담은 체면을 차리는 양반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풍자

하고 있다.

3. 이번에는 면담의 일부분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학생: 선생님, 안녕하세요? 학교 신문부 기자 최은정입니다.
선생님(남): 어서 와요.
여학생: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중학생들은 꿈이 있어도 너무 막연해서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생들이 진로를 신

중하게 선택하도록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음, 우선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해요. 특히 적성과 특

기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여학생: 자신을 잘 파악하고 난 다음에, 진로를 탐색할 때 무

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선생님: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을 찾아보아야 해요.
여학생: 예.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

인가요?
선생님: 자신이 목표로 하는 분야의 전문가나 선생님을 찾아

가 조언을 구하면 좋겠죠. 또 관련 서적을 많이 읽
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출제의도] 면담의 목적 파악하기
이 면담은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대한 기사 작성을 위한 정

보 수집이 목적이다.

4. 이번에는 국사 수업 장면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여): 지난 시간에 고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하여 배웠
지요?

학생들: 네.
선생님: 그럼, 오늘은 고조선의 사회 모습에 대해 배울 거예

요. 고조선 사회는 생산력의 증가로 사유 재산이 늘
어나면서 빈부의 차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사회 질
서를 위해 법률도 만들었어요.

여학생: 법률도요?
선생님: 네. 8개의 법률 조항이 있었는데 그 중 3개 조항이

전해지고 있어요.
남학생: 어떤 내용인데요?
선생님: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을 다치게 한 자

는 곡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잡아다 종으로 삼는
데, 용서를 받으려면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었어요. 이런 조항으로 볼 때 고조선은 어떤 사회였
을까요?

여학생: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요.
남학생: 사유 재산이 있었던 사회요.
선생님: 네, 맞아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중시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출제의도] 담화 표지를 활용하여 수업의 중요 내용 파악하기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볼 때’ 라는 담화 표지로 볼 때 이

수업의 중심 내용은 고조선의 사회 모습이다.

5. 이번에는 다문화 가정에 관한 공익 광고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자 어린이)
호로록 매끄러운 당면에 고기와 채소를 색깔 맞춰 섞어 만
든 짭조름하면서도 맛깔난 음식을 아세요? 잡채라고 생각하
셨죠?
잔칫상에 빠지는 않는 이 음식을 우리 엄마는 ‘판싯비혼’이
라고 불러요.
판싯비혼은 잡채랑 정말 비슷한 필리핀 음식이랍니다.
제 생일날 판싯비혼을 만들어 주시는 우리 엄마는 필리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 생신 때 미역국도 잘 끓이고, 동네
아주머니들과 어울려 김치도 잘 담그는 한국 사람이 되었답
니다.

판싯비혼도 김치도 잘 먹는 우리 가족은 행복한 한국 사람
이랍니다.

생김새는 조금 달라도 우리는 모두 더불어 살아가는 한국
사람입니다.

[출제의도] 광고에 사용된 설득 전략 파악하기
다문화 가정 어린이의 일상을 바탕으로 한 내용을 전달함으

로써 듣는 사람에게 친근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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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제의도] 건의문의 특성 파악하여 쓰기
문제 상황은 책을 찾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

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책 읽을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7. [출제의도] 체험을 바탕으로 글 쓸 내용 선정하기
기행문의 개요로 보아 ④는 처음 부분에 해당된다.

8. [출제의도] 효과적인 표현으로 격려하는 글 쓰기
④는 상대의 처지에 공감하며 힘을 주는 격려의 마음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속담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9. [출제의도] 피동 표현의 개념 이해하기
②는 주어가 어떤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당하게 되는

표현이다.

10. [출제의도] 두 시의 공통적인 정서 파악하기
(가)의 말하는이는 오줌 싸 얼룩 진 요를 보고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나)의 말하는이는 봉선화를 보고 어린 시절에
함께 꽃물 들이던 누님을 그리워하고 있다.

11. [출제의도] 시의 형식과 내용 이해하기
‘별나라 지도’, ‘엄마’, ‘아빠’로 보아 아이의 말투이다. 만주는

아빠가 계신 공간이며 중심 소재는 오줌 싸 얼룩진 요이다.

12. [출제의도] 시의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파악하기
(나)는 ‘비 오자∨장독간에∨봉선화∨반만 벌어’와 같이
4음보로 끊어 읽는다.

13. [출제의도] 시의 심상 파악하기
‘연붉은 그 손톱’은 시각적 심상이다. ⑤의 밑줄 친 부분에는
촉각적 심상이 쓰였다.

14. [출제의도] 글의 목적에 따른 읽기 방법 파악하기
펙틴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므로 새로운 정보를 파악하며 읽

어야 한다.

15. [출제의도] 글의 내용 파악하기
세 번째 문단으로 보아 펙틴은 몸속을 통과하여 빠져 나갈

때 인체에 해로운 물질과 함께 배출된다.

16. [출제의도] 글의 흐름 파악하기
문맥으로 보아 내용이 대조적으로 이어지므로 알맞은

접속어는 ‘하지만’이다.

17. [출제의도] 글의 내용 미루어 파악하기
주인 영감님이 수남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볼과 턱을 손으로

감싸는 행위로 보아 주인 영감님이 수남이를 귀여워함을 알
수 있다.

18. [출제의도] 소설의 주된 갈등 파악하기
자신의 행동이 부도덕하다고 느끼며 고민하는 것이 수남이

의 주된 내적 갈등이며, 그 원인은 도망칠 때 죄책감보다는
쾌감을 느껴서이다.

19.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은 수남이가 주인 영감님의 태도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며

실망함을, ㉡은 자신의 행동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에 대해 혼란스러워함을 표현하고 있다.

20. [출제의도] 구절을 통해 인물의 성격 추측하기
주인 영감님이 수남이의 부도덕한 행위를 타이르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아 좋아한 것을 ‘누런 똥빛’을 통해 표현한 것
이다.

21. [출제의도] 글의 특성 파악하기
3～5문단에 구체적인 여러 일화가 덧붙여 있다.

22. [출제의도] 글의 주제 파악하기
희망을 주는 말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게 한다는 것이 주제이다.

23. [출제의도] 품사의 개념 이해하기
‘따뜻한’은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이다. ①은 명사, ②는 부사, ③은 감탄사, ④는 동사이다.

24. [출제의도] 시나리오의 특성 파악하기
시나리오의 장면 구분은 장면 번호로 한다.

25. [출제의도] 글의 내용 파악하기
경숙이 정욱을 텔레비전에서 봤고, 만나서 영광이라고 말하

는 것으로 보아 그 둘은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보기
어렵다.

26. [출제의도] 적절한 지시문 파악하기
경숙은 정욱의 무례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초원이의 지도를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간절하게’가 적절하다.

27. [출제의도] 지시어가 가리키는 내용 파악하기
문맥상 ‘그건’이 가리키는 내용은 ‘3시간 이내 완주하는 것’

이다.

28. [출제의도] 글의 내용 파악하기
1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창제된 28자 중 24자만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9. [출제의도] 설명 방법 파악하기
㉠은 로마자와 한글의 차이점을 대조로 설명한 부분이다.

30. [출제의도] 중심 내용 파악하기
ㄱ은 3문단에, ㄷ은 4문단에 제시된 한글의 우수성이다.

수 학

정답

1 ① 2 ③ 3 ② 4 ③ 5 ④

6 ② 7 ⑤ 8 ③ 9 ⑤ 10 ③

11 ④ 12 ① 13 ⑤ 14 ③ 15 ③

16 ⑤ 17 ⑤ 18 ④ 19 ⑤ 20 ④

21 ② 22 ④ 23 ② 24 ① 25 ③

26 ① 27 ④ 28 ② 29 ④ 30 ①

해설

1. [출제의도] 집합의 연산 이해하기
벤 다이어그램에서  를 나타내는 부분은 색칠된 부분이다.

따라서    이다.

2. [출제의도] 집합과 원소의 관계 추론하기
     이므로ㄱ ∈ (참)ㄴ     (참)ㄷ ∈ , ∈이다. (거짓)

3. [출제의도] 정수의 사칙계산하기

 ×    ×    
    

4. [출제의도] 최대공약수 계산하기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각 수를

소인수분해하여 공통인 소인수를 모두 곱하여 구한다.

  ×× ,   ××의 최대공약수는 ×이다.
따라서   이다.

5. [출제의도] 정수의 덧셈과 뺄셈 계산하기
            
             
       
따라서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가 가장 큰 도시는 이다.

6. [출제의도] 절댓값 이해하기
유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점은 절댓값이 가장 작은 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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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따라서 구하는 수는 

이다.

7. [출제의도] 식의 값 계산하기
      을 식에 대입하면

      ×      이다.

8. [출제의도] 소인수분해를 이용한 문제해결하기

활동을 반복하여 만들 수 있는 수는 소인수분해 하였을 때,

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이다.

각수를소인수분해하면   × ,   ×× ,   × ,

  × ,   ×이다.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수는 이다.

9. [출제의도] 다항식 이해하기

◦ 항의 개수는  이다.

◦ 상수항은   이다.

◦ 의 계수는   이다.

10. [출제의도] 유리수의 사칙계산하기

(가), (나)과정은 옳고 (다)과정은

  


÷  

   


×  

    
 

이므로 잘못된 계산이 시작된 곳은 (다)과정이다.

11. [출제의도] 이진법으로 나타내어 문제해결하기
로봇에 짝수를 입력하면 이진법으로 나타낸 수의 일의 자리
숫자가 이 되어 백기를 올렸다 내리고, 홀수를 입력하면 일의
자리 숫자가 이 되어 청기를 올렸다 내린다. 부터 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홀수는 개이므로 청기를 번 올렸다 내린다.

12. [출제의도] 일차방정식의 해 계산하기
방정식     를 풀면     이 된다.

이를 이항하여 정리하면   이고   이다.

13. [출제의도] 일차방정식의 해의 뜻 이해하기
  의 해가  이므로    를 대입하면
    이고   이다.

14. [출제의도] 좌표평면 위의 점의 위치 이해하기
A    는 제사분면, B  는 제사분면,
C   는 제사분면, D   는 제사분면,
E   는 축 위의 점이다.
따라서 옳게 짝지은 점의 좌표는 C   이다.

15. [출제의도] 일차방정식으로 실생활 문제해결하기

회부터 회까지 팀이 얻은 점수를 라 하면 팀이 얻은

점수는 이다. 경기 결과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고 이를 풀면   이다. 따라서 팀이 얻은 점수는 점이다.

16. [출제의도] 그래프의 성질 추론하기
ㄱ 함수    ≠ 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참)
ㄴ 함수    에   를 대입하면   이므로

점  을 지난다. (참)
ㄷ 함수   에서    이므로 제사분면과 제사분

면을 지난다. (참)

17. [출제의도] 함수의 활용 문제해결하기

자동차의 관계식은    , 자동차의 관계식은

  이다.    ,    ,   이고    이다.

각각 km를 주행한다면 자동차는 L , 자동차는 L를
사용한다. 각각 L의 연료를 사용한다면 자동차는 km ,

자동차는 km를 주행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가

km를 더 주행할 수 있다.

18. [출제의도] 함수의 그래프 이해하기
교점 A의 좌표가 이므로 함수   에   를 대입

하면   이다. A  이므로 함수   


에    ,

  를 대입하면   이다.

19. [출제의도] 도수분포표 이해하기
      , 계급의 개수는 개, 계급의 크기는 시간,

운동 시간이 시간 미만인 학생은 명이다. 계급 이상 
미만의 도수가 가장 크므로 구하는 계급값은 시간이다.

20. [출제의도] 히스토그램 이해하기

평균도수의총합
계급값 × 도수 의총합

이다.

따라서 구하는 평균은

 

× × × × ×



 (시간)이다.

21. [출제의도] 상대도수 그래프 이해하기
시간 이상 시간 미만의 상대도수는 이므로 구하는

학생 수는 ×  (명)이다.

22. [출제의도] 평행선의 성질 이해하기
직선 과 이 평행이므로 ∠ABC ∠BCD  이다.

또한 BC BD이므로 ∠BDC  이고 ∠ 이다.

23. [출제의도] 각의 이등분선 작도 과정 추론하기

(ㄱ) 점 O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려 OA , OB와 만나는 점

을 각각 C  D라 할 때, OC  OD 이다.

(ㄴ) 두 점 C  D를 각각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두 원의 교점을 P라 할 때, CP DP 이다.

(ㄷ) OP을 그리면 ∠AOP  ∠BOP 이다.

따라서OP는 ∠AOB의 이등분선이다.

24. [출제의도] 삼각형의 합동조건 추론하기
①번 삼각형은 오려낸 삼각형과 한 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

그 양끝각의 크기가 각각 같으므로 합동이다.

25. [출제의도] 두 원의 위치관계 이해하기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cm , cm인 두 원이 원의 내부에서
접하므로 두 원의 중심거리는 반지름의 길이의 차이다. 따라
서 두 원의 중심거리는    cm 이다.

26. [출제의도] 다각형 외각의 크기의 합 이해하기
다각형의 외각의 크기의 합은 이므로
           이다.
   이고   이다.

27. [출제의도] 오각뿔대의 특징 추론하기
만들어진 입체도형은 오각뿔대이고, 밑면은 모양이 같고 평
행하지만 합동은 아니다. 또한 모서리의 개수는 개, 꼭짓점
의 개수는 개이다.

28. [출제의도] 회전체의 단면 추론하기
회전체를 회전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단면은 항상 원이 된다.

만들어진 입체도형 입체도형의 단면

29. [출제의도]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활용한 실생활 문제해결하기
굵은 실선으로 나타낸 말판의 둘레는 길이가 cm인 선분

개와 반지름의 길이가 cm인 원의 


이 되는 부채꼴의

호 개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둘레의 길이는

× × 
 ×   c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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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출제의도] 입체도형의 부피를 활용한 실생활 문제해결하기

밑면의 모양 물의 부피는 정육면체 모양의

용기의 부피에서 원기둥 모양의

통 개의 부피를 빼면 된다. 따라

서 구하는 부피는

×× × 
 



××

   m 이다.
  이므로

반지름의 길이는 
 m

사 회

정답

1 ③ 2 ① 3 ③ 4 ① 5 ②

6 ③ 7 ② 8 ① 9 ③ 10 ①

11 ④ 12 ④ 13 ② 14 ② 15 ②

16 ① 17 ② 18 ⑤ 19 ⑤ 20 ⑤

21 ④ 22 ⑤ 23 ③ 24 ④ 25 ①

26 ⑤ 27 ④ 28 ⑤ 29 ① 30 ③

해설

1. [출제의도] 우리나라 위치 파악하기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반
도국이다. 중국 및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태평양과
접해 있다.

2. [출제의도] 추운 지역의 주민 생활 모습 이해하기
제시된 그림은 얼음집과 동물의 털가죽으로 만든 두꺼운 옷
을 입은 사람들로 한대 기후 지역의 생활 모습이다. 이 지역
은 기온이 매우 낮아 폐쇄적인 가옥구조를 보이고, 농업이 불
가능해 물개 잡이, 순록 유목 등의 경제 활동과 육류 중심의
식생활을 보인다.

3. [출제의도] 경․위도 상의 위치 찾기
세계지도나 지구본 위에 그어진 세로선의 값을 경도, 가로선
의 값을 위도라 한다. 남위 45 와〫 서경 60 가〫 만나는 지점은
C이다.

4. [출제의도] 열대 기후 지역 파악하기
제시된 자료는 아프리카 콩고 민주 공화국에 있는 키상가니
지역의 기후 그래프로, 연중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열대
기후의 특징을 보인다. 열대 기후는 주로 적도 부근에서 나타
난다.

5. [출제의도] 태풍이 발생하는 지역의 특성 이해하기
자료는 적도 부근 바다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
하는 태풍 경로 예상도이다. 태풍은 강한 집중 호우를 동반하
여 도로와 가옥의 파손 및 침수, 산사태 등의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지구상 온도의 균형 유지, 가뭄 해소 및 용수 공급,
하천 및 해양 오염 정화, 적조 현상 해소 등과 같은 긍정적
측면도 있다.

6. [출제의도]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기후 특성 이
해하기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에 위치하여 여름에는 북태
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동․남서 계절풍이,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차가운 북서 계절풍이 불어와 계절
에 따라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가 큰 기후 특성이 나타난다.

7. [출제의도] 지형의 형성 요인 파악하기
제시된 사진의 피오르(피오르드) 해안과 혼(호른)은 U자곡,
빙하호와 함께 빙하의 작용으로 형성된 대표적인 지형이다.

8. [출제의도]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 분석하기
우리나라 지형은 국토의 70%가 산지이나 대부분 낮고 경사가

완만한 구릉성 산지이다. 중부지방은 동고서저의 지형으로 동쪽

에 산지가 많고, 대부분의 큰 하천이 서쪽으로 흐르고 있다.

9. [출제의도] 화산 지형의 다양한 경관 이해하기
화산 활동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형이 형성된다. 화산 지형에
서는 용암 동굴, 칼데라호, 화구호, 기생 화산, 주상절리, 온천
등의 다양한 경관이 나타난다. ③넓게 펼쳐진 모래 사막은 건
조 기후 지역에서 볼 수 있다.

10. [출제의도] 세계적인 대하천의 위치 찾기
대하천은 일찍부터 인간 생활의 중심지로서 고대 문명 발상
지와 관계가 있다. 나일 강 유역은 문명 발달의 통로로서 주
기적인 범람으로 인해 측량술이 발달하여 고대 이집트 문명이
꽃 핀 곳이다. A는 나일 강, B는 티그리스 강, C는 인더스 강,
D는 갠지스 강, E는 황하이다.

11. [출제의도] 지역 축제의 발달 배경 이해하기
보령의 머드 축제는 갯벌과 해수욕장을 이용하고, 진도의 바

닷길 축제는 조수간만의 차이로 수심이 낮아질 때 바닷길이

드러나는 현상을 이용하여 지역 축제로 발전시켰다. 대관령

눈꽃 축제는 눈이 많이 오는 자연적 특성을 이용하였으며, 소

백산 철쭉제는 소백산 자락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철쭉 군락

지를 소재로 지역의 축제로 발전시켰다.

12. [출제의도] 이슬람교의 특징 이해하기
제시된 자료는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양식이다. 이슬람교는 쿠란의 가르침에 따라 하루 다섯
번 메카를 향하여 기도한다. 또한 술과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
며 여성들은 차도르나 히잡 등을 둘러 얼굴과 몸이 보이지 않
도록 한다.

13. [출제의도] 인구의 고령화 현상 예측하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이상을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은 고령 사회, 20%이상은 초고령 사회라고 한
다. 제시된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30년경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이다.

14. [출제의도]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 해결 방안 이해하기
자료와 같은 현상이 확산되면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
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15. [출제의도] 도시의 의미 이해하기
도시는 각종 산업이 발달하고 다양한 시설들이 위치하여 주
변 지역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 기능을 한다. 일
반적으로 촌락은 1차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는 2․3차 산업이
발달한다.

16. [출제의도] 도시 내부의 여러 기능 지역 이해하기

도시가 성장하면서 도시 내부는 기능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나뉜다. 도심은 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접근성이 높아 백화점,

금융기관, 관공서 등 중심 업무 지구를 형성한다.

17. [출제의도] 인구 이동의 원인 이해하기

우리나라는 1960년대 공업화 이후 일자리를 찾아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났으며, 1970년대에는 일자리를 찾아 많은 근로자

들이 해외로 이동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국내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

18. [출제의도] 도시 문제의 해결 방안 제시하기

자료를 통해 자동차 대수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문제가 나

타남을 알 수 있다. ㄱ, ㄴ과 같은 정책은 자동차 수를 증가시

킬 우려가 있다. 대중 교통 시설 이용이 늘어나고 승용차 요

일제가 실시된다면 교통 혼잡은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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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제의도] 사회화 기관의 특징 이해하기
사회화 기관은 사회 구성원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가정, 또래 집단, 학교, 대중 매체, 직장, 군대 등이 있다. ①,

②, ③, ④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사회화

기관으로 인간 관계가 형식적이다.

20. [출제의도] 개인과 집단의 사회적 관계 유형 이해하기

한 개인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사회적 지위라고

한다. 지위에는 아들, 딸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귀속

지위와 교사, 학급 회장처럼 자신의 노력을 통해 얻게 되는

성취 지위가 있다. 사회 집단은 접촉 방식에 따라, 친밀한 접

촉이 중심이 되는 1차 집단과 공식적 접촉이 중심이 되는 2차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자발적 활동으로 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21. [출제의도] 사회적 차별 현상 파악하기
제시된 전시회 포스터는 성 차별, 인종 차별, 장애 차별 등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

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22. [출제의도] 문화의 의미와 특징 이해하기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된 생활양식으로 후천적으로 학

습된 행동을 말한다. ①∼④는 본능적이고 타고난 유전적 체

질 등에 의한 행동으로 문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는 우리나

라의 대표적인 미풍양속으로 문화에 해당한다.

23. [출제의도] 문화 이해의 바람직한 태도 갖기
대화하는 학생들은 자문화 중심주의 태도를 갖고 있다. 자문
화 중심주의란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무시하는
태도이다. 이 학생들에게는 한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의 입장
에서 이해하려는 문화 상대주의 자세가 필요하다.

24. [출제의도] 대중문화의 올바른 수용 자세 갖기
제시된 두 신문은 서로 다른 보도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
중 매체는 상업적 이익, 여론 조작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
며, 오보나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중 매
체의 비판적 수용과 건전한 활용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25. [출제의도] 일상생활 속의 법 규범 이해하기
교통 표지판은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국가가 강제로 규율하
는 법 규범을 간단하게 표시해 놓은 것이다. 법을 지키지 않
을 경우 국가로부터 형벌, 행정벌 등의 처벌을 받는다.

26. [출제의도] 소비자 기본법 이해하기
게시판의 질문들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들에 대한 것
이다. 경제 활동에서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
여 소비자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소비자 기본법은 개인의 생
활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해 놓은
사회법의 하나이다.

27. [출제의도] 민사 재판 제도 이해하기
민사 재판이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다.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한 사람을 원고, 소송을 제기 당
한 사람을 피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위임에 따라 소송에
관한 행위를 대리하는 법률 전문가를 변호사라 한다. 검사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형사 재판의 원고가 된다.

28.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이 추구하는 방향 이해하기
그림은 기초 노령 연금 제도 실시와 장애인 보호 등 국민 복
지 제도를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복지
국가주의를 기본 원리로 채택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실질
적으로 보장하려 노력하고 있다.

29. [출제의도] 국회의 역할 이해하기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법률의 제정과 개정, 헌법
개정안 의결, 국가 예산 심의․의결, 행정 각부의 국정 감시
및 통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30. [출제의도] 국민의 기본권 이해하기
참정권은 국민 주권 원리의 실현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정치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 예로는 대표
자를 선출하는 선거권, 공무에 직접 종사할 수 있는 공무 담
임권, 국가의 중요한 일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국민
투표권 등이 있다.

과 학

정답

1 ① 2 ④ 3 ④ 4 ⑤ 5 ②

6 ③ 7 ⑤ 8 ② 9 ⑤ 10 ⑤

11 ③ 12 ① 13 ③ 14 ④ 15 ③

16 ② 17 ② 18 ⑤ 19 ④ 20 ①

21 ① 22 ④ 23 ⑤ 24 ① 25 ③

26 ② 27 ⑤ 28 ④ 29 ① 30 ③

해설

1. [출제의도] 물질의 세 가지 상태의 현상적 특징 구분하기
ㄱ은 고체, ㄴ은 기체, ㄷ은 액체 상태의 특징이다.

2. [출제의도] 물질의 상태 변화를 모형으로 이해하기
고드름이 녹아 물이 되는 것은 융해이다. A는 기화, B는 액
화, C는 응고, D는 융해, E는 승화를 각각 나타낸다.

3. [출제의도] 확산 현상을 모형을 사용하여 설명하기
ㄱ과 ㄷ은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확산
현상이고, ㄴ은 전자의 이동에 의한 마찰전기 현상이다.

4. [출제의도] 상태 변화를 분자의 운동과 관련지어 설명하기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되어도 분자의 크기, 종류, 질량에는 변
화가 없으나 분자 사이의 인력은 약해지고 거리는 멀어진다.

5. [출제의도]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그래프로 나
타내기
잠수부가 내뿜은 기포는 수면으로 올라올수록 크기가 커진
다. 이것은 수면에 가까울수록 압력이 낮아져 기체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이다.

6. [출제의도]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
이 실험은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
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주사기 안에 있는 공기의 부피가 증가
하여 피스톤이 위로 올라간다.

7. [출제의도]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온도 변화를 이해하고,
열에너지와 관련지어 설명하기
A구간은 어는점보다 온도가 높아 액체 상태이고, B구간은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하는 동안 응고열을 방출하며 그
구간의 온도를 어는점이라고 한다. A→B→ C로 갈수록 온
도가 낮아지므로 분자 운동이 느려진다.

8. [출제의도] 식물세포의 구조와 기능 이해하기
A는 미토콘드리아, B는 핵, C는 액포이며, 생명활동에 필요
한 에너지를 만드는 곳은 미토콘드리아이다.

9. [출제의도] 식물을 분류하기
종자로 번식하는 종자식물, 씨방이 있는 속씨식물, 떡잎이 2
장인 쌍떡잎식물은 E이다.

10. [출제의도] 동물체의 유기적 구성 단계 알기
동물의 유기적 구성단계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이며, 그 예로 근육세포 -근육조직 -위 -소화기관계 -동물 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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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Good evening. This is Jennifer with the weather
report. It was sunny today, but tomorrow we’ll
have lots of snow. Please take a bus or the
subway when you go to work.

M: How can I help you?
W: I want to get a hair cut, please.
M: How about this long?
W: I want it shorter.
M: Would you like to show your ears?
W: Yes, that would be nice.

11. [출제의도] 뿌리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기
A는 뿌리털, B는 생장점, C는 뿌리골무이다. 뿌리 끝부분의 생
장점은 세포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 뿌리를 길게 자라게 한다.

12. [출제의도] 줄기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기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무기양분이 이동하는 물관이
붉게 보인다.

13. [출제의도] 잎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기
A는 울타리조직으로 엽록체를 가진 세포가 많아 광합성이
활발하다. B는 잎맥으로 물관과 체관이 있다. C는 공변세포로
기공을 열고 닫는다.

14. [출제의도] 증산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기능 이해하기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증발하여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

져나가는 증산작용은 햇빛이 강할 때, 바람이 불 때, 건조하고

기온이 높을 때 활발하다. 식물에서 물이 상승하는 힘은 뿌리

압, 모세관현상, 물의 응집력, 증산작용 등이 있다. 물이 수증

기로 증발할 때 식물체의 수분량 조절에 도움을 준다.

15. [출제의도]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과 생성된 물질 알기

A는 이산화탄소, B는 산소이다.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포도당은

물에 녹지 않는 녹말로 저장되나, 이동시에는 물에 녹는 포도

당, 설탕 등의 물질로 바뀐다.

16. [출제의도] 지각의 구성 원소 이해하기
A층은 지각이다.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이 있다. 이 중
에서 지각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원소는 산소이다.

17. [출제 의도] 화성암 분류 이해하기
화성암은 결정의 크기와 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심성암인
화강암, 반려암은 결정의 크기가 크고, 화산암인 유문암, 현무
암은 결정의 크기가 작다. 유색 광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현무암, 반려암은 어두운 색을 띠고, 유색 광물을 적게 포함하
고 있는 화강암과 유문암은 밝은 색을 띤다.

18. [출제 의도] 곡류의 특징 이해하기
A 쪽으로 갈수록 유속이 빨라져서 침식 작용이 활발해지고,
E 쪽으로 갈수록 유속이 느려져서 퇴적 작용이 활발해진다.

19. [출제 의도] 대륙의 이동 이해하기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대륙의 이동 순서는 (다) → (가) →
(나) 이다.

20. [출제 의도] 암석의 순환 과정 이해하기
퇴적암인 셰일은 지하 깊은 곳에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 변성암인 편마암으로 변한다. 암석의 순환 과정에서 퇴
적암이 변성암으로 변하는 과정은 A이다.

21. [출제 의도] 판의 경계 이해하기
A는 판이 서로 어긋나는 보존형 경계, B는 두 판이 서로 멀
어지는 발산형 경계, C는 한 판이 다른 판 밑으로 섭입하는
수렴형 경계이다.

22. [출제 의도] 조륙운동 이해하기
조륙운동은 지각이 넓은 범위에 걸쳐 융기 또는 침강하는 운
동이다. 그림에서 나무토막이 제거되면 가벼워진 얇은 판이
상승하게 된다. 이는 지각이 융기하는 조륙운동의 원리를 나
타낸 것이다.

23. [출제 의도] 부정합의 생성 과정 이해하기
(가)는 침식작용을 받는 것이다. (나)에는 부정합면이 있다.
(다)는 퇴적작용에 해당한다. (라)는 수평으로 쌓여 있는 지층
이 양쪽에서 미는 힘(횡압력)을 받아 지층이 휘어져 습곡 구
조를 만든다. 부정합의 생성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순서
는 (다) - (라) - (가) - (나)이다.

24. [출제의도] 여러 가지 힘 설명하기
물속에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공을 떠오르게 하는 힘은 부
력이다.

25. [출제의도] 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 구하기
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을 구할 때, 두 힘을 이루
는 사이의 각이 커질수록 힘의 합력이 작아진다. 그러므로 합
력의 크기를 비교하면 (가)>(다)>(나)이다.

26. [출제의도] 시간에 따른 위치를 나타낸 그래프 해석하기
시간이 5초일 때 A, B의 위치는 각각 4m, 2m이므로 두 물
체 사이의 거리는 2m이다.

27. [출제의도] 여러 가지 운동을 분류하기
(가)는 방향은 일정하고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 (나), (다)는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다.

28. [출제의도] 물체의 운동을 보고 힘의 작용여부 판단하기
위치 사이의 간격은 속력을 의미하므로 A의 속력이 일정하
고 B의 속력은 감소한다.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가 운동방
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합력)을 받으면 속력이 증가하고, 반대
방향으로 힘(합력)을 받으면 속력이 감소하며, 힘(합력)을 받
지 않으면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

29. [출제의도] 정전기유도 현상 이해하기
(-)대전체를 검전기의 금속판에 가까이 하면, 금속판의 전자가
금속박으로 이동하여 금속판은 (+)전기를 띠고, 금속박은 (-)전
기를 띤다. 따라서 금속박은 서로 밀어내어 벌어진다.

30. [출제의도] 전하를 띤 두 물체 사이의 전기력 이해하기
털가죽으로 문지른 두 고무풍선은 같은 (-)전기로 대전되어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영 어

정답

1 ⑤ 2 ② 3 ④ 4 ② 5 ④

6 ① 7 ④ 8 ③ 9 ② 10 ⑤

11 ③ 12 ① 13 ④ 14 ⑤ 15 ③

16 ⑤ 17 ⑤ 18 ③ 19 ② 20 ②

21 ① 22 ④ 23 ③ 24 ④ 25 ②

26 ⑤ 27 ① 28 ④ 29 ② 30 ①

해설

1. [출제의도] 예상되는 날씨 고르기

오늘은 화창한 날씨였지만, 내일은 많은 눈이 올 것이므로 ⑤
번이 정답이다.

2. [출제의도] 화자 간의 관계 고르기

남자는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묻고 여자는 머리카락을 짧
게 자르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②번이 정답이다.



2011학년도 중2

교과학습 진단평가 정답 및 해설 중2

7 8

3. [출제의도] 설명하는 대상 추론하기

M: There are many people in this park today.
W: Yes. My sister is over there.
M: Really? What does she look like?
W: She has long curly hair.
M: Let’s see. Is she in-line skating?
W: No. She’s riding her bike.

여자의 여동생은 긴 곱슬머리에 자전거를 타고 있으므로

④번이 정답이다.

4. [출제의도] 길 찾기

M: Excuse me. How can I get to the post office?
W: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right.
M: Turn right, and...?
W: It’s on your left. It’s next to the bakery.
M: Oh, I see. Thank you very much.
W: You’re welcome.

우체국은 한 블럭 직진한 후 우회전하여, 왼쪽 편 빵집 옆

에 있으므로 ②번이 정답이다.

5. [출제의도] 안내방송 세부사항 파악하기

M: Good morning, Hana School students. This is David,
your music teacher. Soon we’ll have our Spring
Concert. It’s at 7 p.m. this Sunday. Please come to the
Music Hall. One ticket is 2 dollars. For more
information, visit the Hana School website. Thank you.

입장권 하나의 가격은 2달러이므로 ④번이 정답이다.

6. [출제의도] 대화에 맞는 그림 고르기

M: Cathy, what are you looking for?
W: Hi, John. I can’t find my English notebook.
M: What does it look like?
W: It has a star under my name.
M: A star under Cathy?
W: Yes, that’s right.

Cathy의 영어 공책은 그녀의 이름 아래에 별이 있는 모

양이므로 ①번이 정답이다.

7. [출제의도] 지불할 총 금액 고르기

W: What can I do for you?
M: I’m looking for a blue cap. Hmm. (pause) Oh, this
one looks good!

W: It's on sale. Only 12 dollars.

M: Great. I'll take it. Oh! I almost forgot. I also need
a white T-shirt.

W: What about this one? It's 30 dollars.
M: Looks nice! I'll take that one, too.

파란 모자는 12달러, 흰 티셔츠는 30달러, 총액은 42달러이

므로 ④번이 정답이다.

8. [출제의도] 약속시각 고르기

M: Do you want to go to a baseball game this
afternoon?

W: Of course. What time does the game start?
M: It starts at 3:30. Let’s meet at 2:30 at the stadium.

W: That’s too early.
M: Then, how about 3 o’clock?
W: Sounds great.

2시 30분에 만날 것을 제안했지만 3시로 결정되었으므로

③번이 정답이다.

9. [출제의도] 상황에 적절한 응답하기

W: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summer vacation?
M: Yes. I’m going to visit Hawaii.
W: Wow, fantastic! When are you going to leave?
M: __________________________

언제 하와이로 떠날 것인지 묻고 있으므로 ②번이 정답이
다.

10. [출제의도] 상황에 적절한 응답하기

M: What did you do yesterday?
W: I went to the art museum.
M: The art museum?

W: Yes, I saw many paintings there.
M: What was your favorite picture?
W: __________________________

미술관에서 가장 좋았던 그림이 무엇인지 묻고 있으므로 ⑤
번이 정답이다.

11. [출제의도] 상황에 적절한 표현 고르기

J im: 제가 당신의 MP3 플레이어를 사용해도 될까요?
Dan: 물론이지요.
J im: 감사합니다.

Dan: 천만에요.

MP3를 건네주는 상황이므로 ③번이 정답이다.

12. [출제의도] 직업 파악하기

내 직업은 매우 흥미롭다. 나는 많은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 나는 선생님이나, 의사 또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나는 팬이 많다. 여러분은 나를 스크
린에서 볼 수 있다. 나의 직업은 무엇일까?

　 다양한 역할을 하며 팬이 많고 스크린에서 볼 수 있으므로
①번이 정답이다.

13. [출제의도] 글의 순서에 맞게 그림 배열하기

어제 밤에, 나는 시험공부를 해야 했다. 내 고양이
Dona가 나에게 와서 울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을 가

지고 놀았다. 나중에, Dona가 다시 울었고 배고파 보
였다. 내가 Dona에게 먹이를 조금 주었더니 행복해
보였다. 그러나 Dona는 밤새도록 울었고 나는 공부를
전혀 할 수 없었다. 오늘 나는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림(A)는 고양이에게 먹이 주는 장면, 그림(B)는 낮은 시
험점수를 받은 장면, 그림(C)는 고양이와 공놀이하는 장면이
다. 그림의 순서는 (C)-(A)-(B)가 되므로 ④번이 정답이다.

14. [출제의도] 어색한 대화 고르기

① A: Brown 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B: 그는 지금 외출 중이에요. 전할 말씀 있으세요?

② A: 너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
B: 걸어서 가.

③ A: 너는 얼마나 자주 영화를 보니?

B: 한 달에 한번.
④ A: 나는 수학 점수로 A를 받았어.
B: 잘했구나.

⑤ A: 너의 직업이 뭐니?
B: 나는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야.

직업을 물어보는 말에 현재 행동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⑤번
이 정답이다.

15. [출제의도] 조리법에 맞는 음식 고르기

1. 햄, 치즈, 토마토를 빵 한 조각 위에 얹으세요.

2. 다른 빵 한 조각을 그 위에 덮으세요.
3. 반으로 자르세요. 맛있게 드세요.

샌드위치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③번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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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제의도] 그림과 일치하지 않는 문장 고르기

① 공이 의자 밑에 있다.
② 책상이 램프 옆에 있다.
③ 벽에 시계가 하나 있다.
④ 책상 위에 두 권의 책이 있다.
⑤ 침대가 램프와 책상 사이에 있다.

램프가 침대와 책상 사이에 있으므로 ⑤번이 정답이다.

17. [출제의도] 글의 주제 파악하기

Smith 의사선생님께
저는 고민이 있어요. 저는 제가 뚱뚱하다고 생각

해요. 저는 저녁을 많이 먹어요. 저는 또한 매 식사
후에 디저트 먹는 걸 좋아해요. 저는 정말 살을 빼

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저는 매우 슬퍼요. 어
떻게 해야 할까요?

체중을 줄이고 싶다는 내용이므로 ⑤번이 정답이다.

18.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마술공연
오후 6:30
2011년 3월 9일
ABC 학교 체육관

유명한 마술사 Jason 우리 마을에 오다!
티켓: 1인당 12달러
와서 쇼를 즐기세요!
입장료 전액은 불우한 아이들을 도와주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포스터를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공연 순서이므로 ③번이 정
답이다.

19. [출제의도] 적절한 어휘 추론하기

그 시험은 어려웠지만, 나는 합격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다.
이 빵은 돌처럼 딱딱하다.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없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hard이므로 ②번이
정답이다.

20. [출제의도] 적절한 심정 파악하기

지난 주,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캐나다로 이사 갔
다. 그의 이름은 Tim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했다. 우리는 매주 공원에서 축구를 했다. 일요일마
다 우리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다. 우리는 형제와

도 같았다. 나는 그가 너무 그립다.

이사를 간 가장 친한 친구를 그리워하고 있으므로 ②번이
정답이다.

21. [출제의도] 이어질 내용 추측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

다. 오늘 우리는 유명한 요리사인 Wilson씨를 모셨
습니다. 핫도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핫도그를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
고, 어떻게 그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누
어 봅시다.

마지막 문장의 ‘when people began to eat hotdogs and
how they got their names’로부터 답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①번이 정답이다.

22. [출제의도]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 찾기

나는 정말 농구를 좋아한다. 농구는 내 삶의 일부

이며, 나는 농구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는 7살 때부
터 농구를 시작했다. 이제 나는 학교 농구팀에 소속
되어 있으며, 우리는 매일 연습을 한다. 내 여동생은
기타를 치는데, 매우 열심히 연습한다. 내 꿈은 국가
대표팀의 유명선수가 되는 것이다.

필자는 농구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고 하였으므로, 그와
관계없는 ④번이 정답이다.

23. [출제의도] 정보 알아내기
3월 25일 란에 영어 시험이 표기되어 있으므로, ③번이 정

답이다.

24. [출제의도] 어법성 판단하기

(A) 너는 지금 집에서 TV를 보고 있니?
(B) Jane은 피아노를 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C) 그는 영어를 매우 잘 말할 수 있다.
(D) 나는 두 명의 형제가 있다. 그들의 이름은 Nick

과 Alex이다.
(E) 그들은 어제 신문에서 그것을 읽었다.

(A)는 현재진행형 문장이므로 ‘watching’이 되어야 하고,
(B)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일반동사의 현재시제이므로
doesn’t를 사용한 것이 옳으며, (C)는 조동사 ‘can’뒤에 동사의
원형인 ‘speak’가 와야 하고, (D)는 3인칭 복수의 소유격인
‘their’가 바르게 사용되었으며, (E)는 ‘read[i:]’의 과거는
‘read[e]’이므로 ④번이 정답이다.

25. [출제의도] 주제 파악하기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가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부 계획을 세우
십시오. 둘째, 수업 중에 선생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적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②
번이 정답이다.

26. [출제의도] 그래프의 정보 확인하기
그래프에 따르면 8명의 학생이 봄을 가장 좋아한다고 답했

으므로 ⑤번이 정답이다.

27. [출제의도] 문맥상 적절한 표현 넣기

나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나는 2년 전에 일기쓰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루의 일상에 관해 씁니다. 그것은
나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행복하

거나 슬플 때 나는 나의 감정을 씁니다. 그러면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일기를 써보세요.

일기쓰기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므로 ①번이 정답이다.

28. [출제의도] 지칭 추론

Emma는 나의 새로 태어난 여동생이다. Emma는
오늘 아침에 태어났다. 방과 후에 나는 병원에 가서
Emma를 보았다. Emma는 천사처럼 보였다. 할머니
는 “Emma는 너무 사랑스러워!”라고 말씀하셨다. 할
머니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Emma가 집에 오면
나는 Emma에게 노래를 불러줄 것이다.

밑줄 친 다른 네 개는 Emma를 가리키고 있으나, ④번은
할머니를 가리키므로 ④번이 정답이다.

29. [출제의도] 문맥상 적절한 어휘 넣기

불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것으로 음식을 만들 수 있으므로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 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나무를 파괴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나쁩니다. 이
것은 아주 뜨거워서 이것에 손을 대면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사용할 때 조심해
야 합니다.

불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②번이 정답이다.

30. [출제의도] 글의 목적 찾기

이 선생님께,
작년에 선생님과 함께 했던 시간을 저는 잊지 못

할 것입니다. 제가 질문이 있을 때, 선생님은 늘 도
와주셨습니다. 선생님은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
습니다. 선생님은 바쁘고 피곤하셨지만, 우리에게 늘
웃음으로 대해주셨고,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친절한 말씀은 아직도 저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선생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의 편지이므로 ①번이 정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