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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대본]

※ 이제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내가 초등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동네 친구들과 참외 서리하러 갔습니다. 땅거
미가 내려앉고 손톱만한 초승달이 떠오르자 우리는 몰
래 참외밭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잘 익은 참외를 찾으
며 여기저기를 돌아다녔고, 가끔씩 손에 잡히는 달콤한 
참외 맛에 정신을 놓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맛이 좋았
던지 사람이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만 동네 
아저씨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꾸지람 들을 걱정으로 잠을 설치다가 다음 날 동네 
어른들 앞에 불려 갔습니다. 
  그런데 이장 어른께서,
  “주모자가 아직 오지 않았구나. 어서 데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뜻밖의 말씀에 어리둥
절해하며 모두 왔다고 말씀드려도 이장 어른께서는 아
랑곳하지 않고 어서 주모자를 데려 오라고 하셨습니다. 
회초리를 들고 계시는 이장 어른을 보며 모두들 벌벌 
떨며 서 있었고, 이장 어른께서는 계속 주모자를 데려 
오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한참이 지났을 무렵 내 앞에 서 있던 승호가 손을 번
쩍 들더니
  “주모자는 바로 저예요. 친구들은 잘못이 없어요. 저
를 때려 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장 어른께서는 승호에게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어?”
하고 물어보시자  
  “참외 줄기를 밟아서 참외밭을 못 쓰게 만들었습니

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장 어른께서는 승호는 참외밭을 정
리하게 하고 나머지 아이들의 종아리를 때리셨습니다. 
1. [출제의도] 이야기를 듣고 교훈을 찾는 문제이다.

여러 가지 교훈이 담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에서 얻
을 수 없는 교훈을 찾는 문제이다. 이장 어른은 주모자
를 데려오라고 호통을 치며 아이들이 반성할 기회를 주
셨고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잘못을 인
정한 승호와 아이들에게 다른 벌을 줌으로써 승호에게 
관용을 베풀며, 동시에 승호와 아이들에게 벌을 주었다.
하지만 승호의 모습에서 겸손함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③

※  이번에는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
하십시오.

지수(여) : 지민아! 나랑 ‘뒤집기’ 놀이하자.
지민(남) : ‘뒤집기’ 놀이가 뭐야?
지수(여) : 응, 앞면은 흰색, 뒷면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서 양면의 색이 다른 특이한 돌을 있지? 내 
흰 돌을 가지고 상대편 검은 돌을 뒤집으면서 
두는 것인데, 놀이판에 빈 곳이 없을 때까지 돌
을 새로 놓으면서 노는 놀이야.

지민(남) :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좀 가르쳐 줘.
지수(여) : 놀이판의 일부를 그린 ‘그림 1’을 봐. 가로, 

세로 그리고 대각선 방향 중에 자기 돌이 상대
편 돌을 감싸게 되면 감싼 돌을 모두 뒤집을 수 
있어. 

지민(남) : 아! 돌을 새로 놓으면서 그 사이에 있는 돌
을 뒤집는 거구나. 어, 그런데 왜 C는 안 뒤집
힌 거지?

지수(여) : 응, 그것은 놓을 때만 뒤집을 수 있기 때문
이야. 내가 자세히 예를 들어 볼게. 검정 돌을 
‘마’에 놓으면 흰 돌 ‘A’와 ‘B’가 뒤집혀 검은 돌
이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건 상대편 돌을 뒤집
을 수 있는 자리에만 돌을 놓을 수가 있어. ‘가’
자리에는 흰 돌을 놓을 수 없다는 거지. 왜냐하
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에 뒤집을 수 있는 
검은 돌이 없기 때문이야.  

지민(남) : 그럼 흰 돌은 ‘나, 다, 라' 자리에만 놓을 수 
있겠네?

지수(여) : 역시 지민이 너는 똑똑해. 자, 그러면 ‘그림 
2'를 봐. 이런 모양에서 검은 돌의 차례라면 어
디에 놓아야 흰 돌을 뒤집을 수 있을까?

2. [출제의도]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하는 문제이다.
흰 돌을 뒤집기 위해서는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검

은 돌로 감싸야 한다. 현재 놓여 있는 검은 돌의 대각
선 방향인 ②번 위치에 놓아야 흰 돌을 뒤집을 수 있
다. 따라서 정답은 ②
※  이번에는 방송 보도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

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 요즘 결혼하는 부부 열 쌍 중 한 쌍이 국제

결혼이라는 통계에서 보듯이 우리도 싫든 좋
든, 이제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다
문화 사회란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
는 것인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들에
게 우리 문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문화 시대의 실태를 짚어 
봤습니다. 김 기자 전해주시죠.

김 기자 : 일요일 오후 경기도 한 도시의 국경 없는 
거리.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곳입니
다. 음식을 사고, 고국에 돈을 송금하고, 친
구․동료와 만나는 외국인들로 붐빕니다. 우리
나라 전체 국민의 2%가 등록 외국인이고, 결
혼 부부 중 10%가 외국인을 배우자로 맞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 결혼한 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온지 3년째인 K씨. 지역의 수건공
장에서 생산직 노동을 하고 있고 몸이 불편
한 남편을 대신해 직접 가계도 꾸려가고 있
습니다. 나름대로 사회와 가정에 기여하고 있
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외시킬 때마다 
불쾌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만
나본 외국인들 대부분은 K씨와 같은 소외감
을 자주 경험한다고 합니다. 또한 나라의 경

제력에 따라 외국인들을 평가하고 서열화하
는 것 때문에 큰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현대
는 외국인 백만 명 시대입니다. 

3. [출제의도] 내용을 듣고 기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
제이다.

기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의식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
※ 이번에는 대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

십시오.
사회자 : 최근 ‘IT 의료 융합’이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

니다. 먼저 정교수님! ‘IT 의료 융합’이란 

무엇이지요?

정 교수(남) : 한 마디로 의료 분야에서 IT 기술

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의료 기술과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

는 것을 ‘IT 의료 융합’이라 말합니다. 여

기서 중요한 점은 IT와 의료가 융합되면

서 ‘의료 서비스의 혁신’을 이루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건

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예를 들면 

옷을 입기만 하면 심전도, 호흡수, 운동량 

측정이 가능한 바이오 셔츠나, 낙상 사고

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낙상 휴대폰처럼 

구체적인 기기를 통해 편리한 의료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자 :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교수님! ‘IT 의

료 융합’ 연구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교수(여) : 이미 말씀하신 낙상 휴대폰처럼 생

활건강 서비스 분야에서 상용화된 것들이 

상당히 있구요. 병원에서 방사선 필름이나 

종이 차트를 대신해서  IT로 업무의 효율

성을 높이고 있는 것도 ‘IT 의료 융합’의 

연구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IT 

의료 융합’의 궁극적 목적은 예방과 질병 

관리를 통해서 평생 건강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IT 의료 융합’ 서비스

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재정 문제가 ‘IT 

의료 융합’ 서비스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IT 의료 융합’이 의료진

의 전문적 역할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의

료계의 우려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런 걸림돌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IT 

의료 융합’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

될까요, 정 교수님! 의견 좀 주시죠?

정 교수 : 네! 미래 사회에는 의료 분야에 두 가

지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첫째 앞으로는 

평균 수명과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의료 서

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의료 서비스를 

더욱 효율화하고 고도화할 필요가 있죠. 

둘째로는 앞으로의 의료 서비스는 진단과 

치료보다는 예방과 관리로 방향이 전환될 

것입니다. ‘IT 의료 융합’도 이런 흐름에 

맞게 발전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

리면 ‘IT 의료 융합’은 미래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국가적 의료 비용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사회자 : 네 지금까지 ‘IT 의료 융합’에 대해 알

아보았습니다. ‘IT 의료 융합’이 우리나라

에도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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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제의도] 대담을 듣고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주어진 대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다음 순서대로 

등장한다. 가장 먼저 ‘IT 의료 융합’의 개념에 대해 언
급하고 있고 이어 ‘IT 의료 융합’의 의미와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 및 진행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IT 의료 융합’이 나타나게 된 배령에 대해서는 전혀 언
급이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① 

5. [출제의도] 두 전문가들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들려준 대담에서 두 전문가들은 사회자의 질문에 대
해 먼저 답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답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추가적인 내용을 질문에 대한 답변 뒤에 덧붙여 언급하
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

[6～12] 쓰기/어휘·어법
6. [출제의도] 연상을 통한 내용 생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익숙한 동요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성장 과정

에 대해 연상한 내용을 묻는 문제이다. 올챙이에서 개
구리로 성장하는 내용이 청소년의 성장 과정과 매끄럽
게 연계되어야 한다. ①은 올챙이는 개울가를 벗어나서 
살 수 없다는 점과 청소년이 성장하기에 필요한 것이 
가정과 같은 울타리라는 것. ②는 올챙이는 고작 헤엄
치는 능력밖에 없다는 점과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한 존
재라는 것. ③은 올챙이가 변태의 과정을 거치는 점과 
청소년이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 ④는 올챙이의 변
태에는 단계가 있다는 점과 청소년의 성장에도 일정한 
순서가 있다는 것이 서로 다른 연상 관계를 이룬다. 그
런데 ⑤에서는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어 팔짝 팔짝 뛸 
수 있다는 점과 청소년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을 연결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여기에서는 ‘성인이 되어 자신
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정도가 들어가면 된
다. 따라서 정답은 ⑤ 

7. [출제의도] 고쳐쓰기와 관련된 문법적 지식과 응용력
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축제 초대’의 글을 고쳐 쓰는 과정에서 문법과 글의 특
성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다. ‘발휘’의 사전
적인 의미는 ‘재능, 능력 따위를 떨치어 나타냄’으로 글
의 앞 뒤 문맥에 잘 어울려 고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②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부분은 ‘여러분’과 호응하지 
않으므로 고쳐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
8. [출제의도] 조건에 따른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문

제이다. 
초대의 글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주어진 조

건에 맞게 작성하는 문제이다. 주어진 글을 살펴보면 
비유법을 활용한 것은 ①, ③, ⑤번에 들어 있고, 간접
적 표현의 초청 의미는 ①，③，④，⑤에 드러난다. 축
제의 기획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은 ②，④, ⑤번이다. 따
라서 정답은 ⑤ 

9. [출제의도] 자료의 해석 및 활용의 적절성을 판단하
는 문제이다.

자료 (가)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주변 도시
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수도권 교통 혼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료 
(나)는 ‘광역 열차’가 사람들의 생활 상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더 넓게는 자료 (다)처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까지 연결해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료 (가)는 서
울 근교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통행률을 
보여주는데 광역 열차로 인해 이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
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 광역 열차로 인해 서
울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
답은 ②

10. [출제의도] 개요 수정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이
다.

주어진 개요를 중심으로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② ㉡의 ‘신속한 공급체
계의 미비’는 ‘Ⅲ-1-가’의 ‘비효율적인 배송 및 관리시
스템’에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위치 이동이나 새로
운 항목을 설정할 필요가 없이 삭제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정답은 ②

11. [출제의도] ‘열다’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②번 문장 속의 ‘열었다’의 의미는【…에 …을/를】의 

문장 구조로 보아 [1]「2」가 아니라 [2]「1」이다. 따
라서 정답은 ②

12. [출제의도]  ‘수량 단위 의존 명사’의 특성을 파악하
는 문제이다.

‘ㅁ’의 ‘장’은 선행하는 명사 {차표, 수건}이 ‘얇고 평
평한’ 모양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모’는 선행하는 명사 
{두부, 묵}이 ‘모난’ 모양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장, 모’의 선행하는 명사를 동질성으로 따져 볼 때 ‘기
능성’ 범주가 아니라 ‘형상성’ 범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 

[13~17] 고전 시가, 고전 수필
출전 (가) 유응부, 시조
     (나) 최 현,「명월음(明月吟)」
     (다) 신광한,「포전합환과설(圃田合歡瓜說)」
13.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가)에서는 ‘눈서리’, ‘낙락장송’, ‘곳’ 등의 자연물을 
통해 계유정변의 혼란스런 사회상을, (나)에서는 구름, 
매화, 바람, 명월 등의 자연물을 통해 전란의 상황을, 
(다)에서는 ‘오이’를 통해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각 작
품의 화자는 이 자연물에 자신들의 현실적인 인식을 담
아내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

14.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을 묻는 문
제이다.
〔A〕에는 풍운이 변화해도 결국에는 본색을 찾을 

것이라는 점에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존재가 활개 쳐
도 결국 다시 평온을 되찾으리라는 미래에 대한 낙관이 
들어 있다. 한편〔B〕에서 작자는 오이 두 개가 붙어 
난 것에 대해 상서로운 일로 판단하면서 상하가 합쳐지
고 음양이 합쳐지는 순조롭고 태평스러운 일로 해석하
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

15. [출제의도] 문맥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묻는 문
제이다.
 (나) 시에서 ‘떼구름’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무리로, 

더 구체적으로는 침략한 왜구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뜻
을 펼치지 못하는 화자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

16. [출제의도] 본문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다)는 자신의 밭에서 난 상서로운 오이를 두고 자신

의 경험과 논리적 근거를 들어 자신이 생각한 의미를 
이끌어낸 글이다. 특히 ‘보리 이삭’과 ‘두 줄기에 한 이
삭이 달린 벼’를 상서롭지 못한 것이라는 말을 들어보
지 못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

17. [출제의도] 논지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는 ‘곳’이 눈서리에 너무 연약해 결국 죽게 된다는  

인식에서 불운한 미래를, ⓑ는 세상에 나타난(끼인) 못
된 무리(떼구름)를 쓸어버릴 거대한 비이므로, 이들이 
없는 세계가 실현되기를 소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정답은 ⑤

[18～21] 인문․철학
18. [출제의도] 사실적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첫 번째 문단에서 질병의 원인의 다양성에 대한 설명
과 아헨바흐가 철학상담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
서 심리치료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설명
하고 있고, 마지막 문단에서 아헨바흐의 철학상담가가 
준수해야할 규칙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세 번째 문단
에 보면 ‘심리치료 영역에는 철학적 요소가 널려 있으
며’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하지만 세 번째 문단에서 철
학상담과 심리치료는 상호 협력의 관계에 있다고 했다. 
따라서 정답은 ④

19. [출제의도] 추론적 사고를 묻는 문제이다.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철학상담의 주 대상은 삶 그 

자체가 아니라 특정한 개인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
람의 마음이다’라고 했다. 따라서 정답은 ①

20. [출제의도] 철학상담과 심리치료의 차이점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심리치료와 철학상담이 상담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서는 유사하지만, 심리치료는 환자를 약물
이나 훈련을 통해 치료하는 반면 철학상담은 ‘열린 대
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행해진다고 했다. <보기>에서
의 ‘박씨’는 아내의 죽음으로 우울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심리치료적 요소는 
‘약물’과 ‘훈련’이 될 것이며, 철학상담적 요소는 ‘열린 
대화’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

21. [출제의도] 비판적 사고를 묻는 문제이다.
 [A]의 앞 문장에서 ‘아헨바흐’는 특정한 철학을 상

담 활동의 토대로 삼지 않고 다양한 철학에 의존한다고 
했다. 또한 [A] 다음의 첫 문장을 보면 ‘아헨바흐의 철
학상담 방법은 고유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방법
의 다양성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를 종합해 보
면 ‘아헨바흐’의 철학상담 방법은 고정화하지 않고 내적 
고통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다양
한 방법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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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 예술
22. [출제의도]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서예는 표현적인 요소와 심리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감상하면 올바르게 감상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서예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적으로 접근하
고 있는 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

23. [출제의도]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서예는 먹물의 양이 충분하면 글씨가 풍성한 느낌이 
들지만 필세는 약해지기 쉽고, 먹물의 양이 부족하면 
호방한 분위기가 느껴지거나 점획의 형태가 뭉그러지기 
쉽다. ㉮에 비해 ㉯는 먹물의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글
씨가 호방한 분위기보다는 풍부한 느낌을 준다. ㉰와 
㉲는 행 사이 여백의 불균등함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이 
작품에서 변화와 율동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
다. 따라서 정답은 ②

24. [출제의도]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여 다른 상황에 적
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서예는 한 번 쓰고 나면 결코 똑같이 재현할 수 없
다. 이를 ‘서예의 일회성’이라고 한다. ⑤는 배우가 다시 
재현할 수 없는 연기 경험을 했다는 점에서 서예의 일
회성과 유사하다. 반면 ①, ④는 창작 과정에서 여러 단
계를 필요로 하고, ②, ③은 작품을 여러 번 재연한 예
로 설명된다. 따라서 정답은 ⑤ 

 [25～28] 현대시
출전： 김남조, 「겨울바다」
       김수영, 「파밭 가에서」
       구광본, 「식구」
(가)는 김남조의 ‘겨울바다’이다. 이 시는 ‘겨울바다’라
는 공간을 통해 삶의 허무와 상실감을 느끼던 화자가, 
‘겨울바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이면서 삶의 허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시이다. (나)는 김수영
의 ‘파밭 가에서’이다. 이 시는 ‘묵은 사랑’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랑’을 얻기를 희망하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
는 작품으로 ‘새로운 가치를 얻기 위한 의지’를 노래한 
시이다. (다)는 구광본의 ‘식구’이다. 이 시는 제목에서 
보이듯이 ‘식구’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 시이
다. 특히 ‘아버지’와 ‘자식’을 중심 축으로 시상이 전개
되는데 자식은 ‘잎사귀, 영혼’과 같은 이미지로, 아버지
는 ‘뿌리’와 같은 이미지로 형상화 되어 있다. 또한 시
간의 순환성을 바탕으로 식구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
다.
25.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이다.

 (가)~(다)는 모두 시각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특히 
(나)와 (다)는 색채적 이미지를 통해 이미지가 부각되
어 있다. 따라서 (가)~(다)는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통
해 시적 의미가 강화되어 나타난다. 하지만 표현의 효
과 측면에서 (가)~(다) 모두 ‘활기찬 분위기’는 나타나
지 않는다. 화자의 의지 강조와 정서 변화는 (가)에서
만 확인되고 있고 대상과의 합일 지향은 나타나지 않는
다. 따라서 정답은 ②

26. [출제의도]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
이다.
 ①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는 화자의 소망과 

기대의 상실, 절망을 노래한 것이다. ② ‘매운 해풍에~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 버리고’의 표현은 현실적 시련과 
사랑의 상실로 인한 절망을 노래한 것이다. ③‘불’과 
‘물’은 각각 죽음과 생성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삶의 허무와 그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사이에서 갈등
하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낸 표현이다. ⑤ 이 시에서 ‘겨
울바다’라는 공간은 화자의 현실 인식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1연의 ‘겨울 바다’가 허무의 공간이라
면 4연에서는 깨달음의 공간으로, 다시 마지막 연에서
는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면서 생성의 공간이라는 의미
를 갖게 된다. ④ ‘남은 날은 적지만’의 반복은 삶의 유
한함에 대한 자각이다. 1연과 2연에서 화자가 상실감을 
노래했다면, 3연에서는 허무와 이에 대한 극복 의지 간
의 갈등을, 4연에서는 ‘끄덕이며’를 통해 삶에 대한 긍
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삶의 허무를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④

27. [출제의도] 두 작품의 표현상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
이다.
 [A]에는 ‘묵은 사랑’이라는 낡은 가치를 ‘너의 그림

자’에 비유하고 있다. 또한 ‘푸른 새싹’이라는 표현을 통
해 새로운 사랑, 새로운 가치를 형상화하고 있다. 따라
서 관념적 이미지를 비유와 상징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
상화하고 있으며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에는 ‘잎사귀’와 ‘상처’를 통해 
자식과 아버지를 형상화하고 있으며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식구의 의미를 노래하고 있다. 하지만 [A]에는 화
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으며, 화자의 의지 역시 드
러나지 않고 [B]에는 대화체를 통한 화자의 심리 변화
가 나타나지 않으며, 명령형 어미의 사용이나,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④

28.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를 비교하는 묻는 문제이다.
 (다)의 ‘영혼’은 늦은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아버지가 귀가하자 가족들과 함께 둘러 앉아 수박을 먹
고 있는 아버지의 자식이다. ‘잎사귀’라는 시어와 ‘얼마
나 세월이 더 흘러야 할까요’라는 표현으로 볼 때 아버
지의 보살핌이 필요한(⑤) 나약한 존재(④)로서의 아버
지의 자식으로 볼 수 있다. (가)의 화자는 삶의 허무와 
상실감의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극복 의지와의 갈등을 보
이다가, 마지막에 허무를 극복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영혼’은 4연에서 보이듯이 깨달음의 공간인 ‘겨울바다’
에서 삶에 대한 긍정을 ‘끄덕이며 끄덕이며’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1연에 비해 성숙한 존재로서의 속성
을 지닌 화자이다(③). 또한 6연의 ‘기도’와 ‘하소서’를 
연결해 볼 때 절대자에 의존하면서 성찰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①). 하지만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보이
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답은 ②

[29～31] 언어 

29.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문제이다. 
  네 번째 문단을 보면 ‘숫자는 아래의 예와 같이 수표
( )를 앞세워 적는다’고 했으므로 ③과 같은 내용으로 
‘2011’을 점자로 표기하려면 수표가 네 번 와야 한다. 그
러나 지문 속의 예를 보면 2011 앞에 수표가 한 번만 
왔으므로 ③의 진술은 잘못된 것이다. ⑤는 네 번째 문
단에 ‘숫자와 로마자를 표기할 때 수표와 로마자표를 적
는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맞는 진술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
30. [출제의도] 글에서 파악한 원리를 적용하는 문제이다. 

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점자쓰기 원리 중 특히 유의
해야 할 것은 ‘첫소리 자음과 받침 자음을 달리 적는다’
는 것과 “모음의 첫소리 자음자 ‘ㅇ’은 생략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 

31. [출제의도] <보기>를 바탕으로 내용을 이해하는 문
제이다.

‘각오’와 같이 첫소리 ㄱ과 받침 ㄱ이 같은 점형으로 
정해져 있다면, ‘가고(ㄱㅏㄱㅗ)’와 ‘각오(ㄱㅏㄱㅗ)’처
럼 이어적기 현상이 생기면서 ‘가고’와 ‘각오’의 점형은 
동일해진다. 따라서 정답은 ③

[32～35] 현대 소설
출전： 박완서,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

32. [출제의도] 작품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비문학에서는 글의 펼침 방식을 언급할 

때 전개 방식 또는 설명 방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에 비해 문학에서는 서술상의 특징 또는 서술 방식이
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 소설은 소설 대
부분이 서술자가 상대에게 통화하며 내면을 풀어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 작품임에도 ‘말하기 
방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질문하고 있다. 이 말하기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접 화법을 사용하고 있
다는 점, 한 사람에 의한 수다가 일방적으로 펼쳐진다
는 점, 주관적 감정이 강하게 들어 있는 내면의 고백이
라는 점 등이 주요한 특징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정답
은 ①

33. [출제의도] 작품의 서사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을 평
가하는 문제이다. 

주어진 작품에는 ‘맺힘-풀림의 서사 구조’가 다층적
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다양한 인물 및 사건 간 또는 
한 인물 내에 ‘맺힘-풀림의 서사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중 이 문항에서는 인물 내면에서 이루어지
는 ‘맺힘-풀림의 서사 구조’에 대해 주로 질문하고 있
다. 즉 ‘친구’에게는 병든 아들의 처지가 맺힘이 될 수 
있고 ‘나’에게도 아들이 죽은 일은 맺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형님’에게도 그 자신에게는 ‘울음’이 풀림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형님의 울음은 오랜 세월 동안 억눌
러 온 것이 터져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나’의 은
하계 주문은 내용상 맺힘의 과정에 있는 하나의 서사 
내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주어진 지문으로 볼 때 ‘명
애’와 ‘나’ 사이에는 ‘맺힘-풀림’ 관계가 나타난다고 보
기는 어렵다. 더구나 ‘명애’ 입장에서 ‘나’로 인한 풀림
은 더더욱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⑤

34. [출제의도] 표현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판단하는 능
력을 묻는 문제이다.

이 문항은 표현론적 관점에서 작가가 경험한 삶과 죽
음이 실제 작품에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구
현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한 문항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
가 경험한, 오빠와 외아들의 죽음은 ‘나’의 진술에 현실
감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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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를 판단하는 능력을 묻는 문
제이다.

두 번째 문단까지 읽어볼 때 ‘친구’는 자식에 대해 사
랑과 자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을 강한 원망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①

[36～39] 기술

36.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문제이다. 
다섯 번째 문단을 보면 ‘의사 특징점’은 ‘후처리’ 과정

에서 지문 정합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제거해야 하는 
잘못된 특징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문 인식의 단서  
로 보는 것은 잘못된 진술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

37.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지문의 정합성을 따지는 데 중요한 특징 정보는 ‘단점’

과 ‘분기점’(①)이며, 그러한 특징 정보들은 ‘전처리’ 과정
을 거쳐 선택, 추출된다(③). 지문 이미지에 있는 잡음은 
‘이미지 단계’에서 제거하여 융선을 복원하고(⑤), 정합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후처리’ 과정에서 의사 특징점을 
제거하여 불필요한 연산을 줄여야 한다(④). 그런데 ‘지문 
인식 과정을 빨리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글에 제
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

3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보기>에 제시된 단계는 지문을 검은 색(융선)과 흰

색(골)으로 단순화하여 각각 ‘0’과 ‘1’의 값으로 데이터
화한다’고 했으므로, 네 번째 문단에 나오는 ‘이진화’ 단
계의 ‘지문 이미지를 융선과 골의 이진 정보로 단순화 
하는 것이다’라는 설명과 연관된다.  따라서 정답은 ②

39.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글에 쓰인 ‘의사(擬似)’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와 비

슷하다’의 뜻을 지닌다.  따라서 정답은 ④ 

[40～42] 사회
40. [출제의도] 이해한 내용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파악

하는 문제이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 예정 위험률은 불특정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 보험 사고가 날 
확률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조건의 보험 
가입자는 예정 위험률이 거의 같다. 따라서 정답은 ①

41. [출제의도]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글에서 개인 월 가계 소득의 10%를 넘어 보험료를 지
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 <보기>의 박 부
장 월급의 10%는 20만 원이다. 이미 납부하고 있는 보험
료의 합은 10만 원으로 A보험사, B보험사의 상품을 가입
하여도 2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더
라도 과도한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

42. [출제의도] 주어진 단어의 유사한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나누다’는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위 글에서는 
‘분류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정품과 불량품을 둘로 
나누는 것은 분류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

[43～46] 과학
43. [출제의도] 글의 설명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여러 가지 사용된 글의 설명 방식을 알고 이에 해당되
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이다. 과학적인 사실을 핵심적인 
용어와 차이점을 들어 현상의 원인을 인과 방식으로 설
명하고 있다. ⑤는 첫 문단에서 균시차와 관련된 해시계
인 앙부일구와 손목시계를 예로 들어 접근하고 있기 때
문에 옳은 것이고, 과학적 사실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논리성이 떨어지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
은 ③

44.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위 글에서 제시한 내용과 그 사실이 연결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찾는 문제이다. 둘째 문단에서 균
시차를 설명할 때 ‘균시차는 태양시에서 평균시를 뺀 값
으로 나타낸다.’라고 했으므로 평균시를 구하려면 12시에
서 균시차를 빼야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 

45.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했는지 평가하
는 문제이다.

균시차를 나타낸 그래프를 바탕으로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균시차선이 0축에 4번 
지나므로 태양시와 평균시가 일치하는 경우는 1년에 네 
번이다. 태양이 남중했을 때 평균시의 정오이면 균시차
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는 균시차 값이 (-)이므
로 태양시가 평균시보다 빠른 경우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

46. [출제의도] 글의 내용 이해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찾는 문제이다. ①

은 근일점에서는 멀어진 공전 거리만큼 지구가 더 돌아
야 하기 때문에 다음 날 정오까지의 시간이 늘어나고, 
③은 태양시가 짧아지면 태양시가 평균시보다 빨라지고, 
④는 원일점에서는 공전거리가 짧기 때문에 공전 길이가 
짧아지고, ⑤는 균시차의 원인을 타원 궤도에 따른 지구
의 공전 속도 변화로 보고 있다. 그러나 ②는 근일점에
서는 태양시가 평균시보다 더 길어 결국, 평균시가 태양
시보다 빠르므로 평균시가 정오일 때 태양시는 정오를 
아직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정답은 ②

[47～50] 고전소설 

출전 : 작자 미상,「적성의전」
47. [출제의도] 소설의 작품상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탐색담의 인물범주를 유형화하여 제시한 후, 작품 
속의 인물들을 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
제이다. 탐색담은 잃어버린 사람이나 생명수, 보물 등을 
찾아오는 이야기로 바리공주 등 고전 서사물에 많이 활
용되는 서사의 모티프(화소)이다.「적성의전」은 탐색

담이라는 큰 틀 속에 형제 대립담, 결연담이 하위 이야
기로 결합되어 있다. 작품의 내용을 탐색담에 대입하면 
발신자는 모후이며 주체는 성의이다. 일영주는 목표이
며 원조자는 공주, 기러기 등이다. 적대자는 주체의 출
발이나 귀환을 방해하는 존재로 항의, 적부리 등이다.  
③에서 공주는 주인공인 성의를 도와주는 원조자이지만 
수신자의 목표가 되는 인물은 아니다. 수신자의 목표는 
일영주이며, 공주는 탐색에 따른 영광스러운 보상으로 
주인공과 결혼하는 인물이다. 즉 주인공은 공주와 결혼
하기 위해 탐색모험을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일영주
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

48. [출제의도] 소설의 등장인물의 성격을 묻는 문제이
다.
 삽입 서간의 문학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묻는 문제이

다. 고전소설에는 시, 서간, 위서, 상소문, 제례문 등 다
양한 삽입문예물이 나타난다. 서간은 생활문으로 사연
생략, 상황의 간략 제시로 서사에 개입되기도 하지만 
「적성의전」처럼 전문을 인용한 서간이 등장하기도 한
다. 인용 서간의 전문을 소설 속에 담아내는 것은 사연
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며 소설 전체의 분량을 늘리는 
기능 외에 소설의 내용을 재환기하여 서사의 집중도를 
높인다. 「적성의전」에 삽입된 서간은 앞선 이야기를 
정리하여 내용상 빠르게 속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글 전체로 보면 오히려 진행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이다. 즉 모후가 성의의 서간을 읽을 때, 글 전
체에서 사건 진행은 일어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정리
하고 있기에 서사 전체의 진행속도가 빠른 것은 아니며 
느리게 흐른다. 따라서 정답은 ①

49.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를 추리하는 문제이다.
왕은 항의가 성의를 위기에 빠뜨렸고 또 다시 그를 

헤치려고 한다는 사실을 본문 내용을 통해 알 수 없다. 
왕은 서간을 통해 성의의 전후사연을 대략 알 수 있지
만 항의가 성의를 해치려는 것을 추리할 수 없다.(①)  
항의의 입장에서 자신의 처지가 곤란해질 것이라는 것
은 전후 문맥을 통해 추리할 수 있다.(②) 공주는 항의
가 성의와 일행을 해치려고 한다는 사실을 내용을 통해 
추리할 수 있다.(⑤) 따라서 정답은 ①

50.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한자성어를 묻는 문제이다.
 ① 사면초가(四面楚歌): 사면이 모두 적에게 포위된 

경우와 고립된 경우를 이르는 말. ② 좌정관천(坐井觀
天) : 견문이 썩 좁음을 이르는 말.《우물 안 개구리의 
뜻》③ 동상이몽(同床異夢) : 기거(起居)를 함께 하면
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
서도 속으로는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일컫는 
말. ④ 유비무환(有備無患) :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음. ⑤ 적반하장(賊反荷杖) : 도둑이 도
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에 쓰는 말. 따라서 정답은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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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교시 수리 영역 •
‘가’형 정답

1 ③ 2 ② 3 ⑤ 4 ⑤ 5 ④
6 ③ 7 ④ 8 ③ 9 ① 10 ⑤
11 ⑤ 12 ③ 13 ① 14 ④ 15 ①
16 ⑤ 17 ④ 18 ⑤ 19 ② 20 ②
21 ③ 22 301 23 12 24 11 25 55
26 64 27 12 28 7 29 10 30 60

해 설

1. [출제의도] 지수와 로그 계산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 log  



××



× 


  

 ×× 


 

2. [출제의도] 정적분의 계산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
제이다.






  






   



3. [출제의도] 분수부등식의 계산을 할 수 있는가를 묻
는 문제이다. 

  일 때,   이므로 



≤ ⇔≤ 이다.
따라서,       이다.

4. [출제의도] 삼각함수의 여러 가지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sin sin 
cos

sin  cos
cos 


sin cos
cos

sin


 cosec

5. [출제의도] 여러 가지 수열의 항을 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므로 ⋯⋯①
   ≥ 이고 ⋯⋯② 
①, ②의 양변을 서로 빼면,  
  ≥ 

  ≥ 

  ≥ 이므로,
     ≥ 

따라서    

6. [출제의도] 삼각함수 합성을 이용하여 함수의 최솟값
을 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sincos    
  이고

≤ ≤   에서  
  의 최솟값이 

  
이므로  의 최솟값은 0 이다.

7. [출제의도] 표본비율을 이용하여 확률 계산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표본비율  의 분포는 N  
 



인 정규분포이다.
∴ P ≤≤  P ≤ ≤   

8. [출제의도]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는가
를 묻는 문제이다.

  log log 



  log log 

 




∴  

∴ 
 



 
 



  log ‧ ⋯   log 

9. [출제의도]  무한수열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ㄱ. lim
→∞

 , lim
→∞

 ,   이라 하면
     

  ∴ lim
→∞

 lim
→∞

   lim
→∞

 lim
→∞



       (참)
ㄴ. (반례)  

 
 ,  이면 

   lim
→∞

  lim
→∞


 



이지만
  ∴ lim

→∞
 lim

→∞
 ∞으로 발산한다. (거짓) 

ㄷ. (반례)   ,    이면, 
       , lim

→∞
 (수렴) 이지만

   은 발산한다. (거짓)

10. [출제의도] 합성함수의 연속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ㄱ. lim
→

   (참)
ㄴ. lim

→
 lim

→
  (참)

ㄷ. lim
→

 lim
 →

  ,
   lim

→
 lim

 →
 

     이므로
     는   에서 연속 (참) 

11. [출제의도] 인수분해를 이용한 부등식의 증명에 관
한 추론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 
 







 

 


 

 
 



즉, 
 



 
 



 

 
 




 



 
 



 
 ,   

 이므로  ·
 , 

  

 이고, 

∴


 

12. [출제의도]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일차변환을 구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일차변환는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이동한 후 
배 확대한 일차변환이다. 
따라서 를 나타내는 행렬은
  cos sinsin cos    

 
이고,

  
   


  

이다.

13. [출제의도]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삼각함수의 덧
셈정리를 계산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Q′OR 라 두면  이다.
sin  

 이면 tan  
 이다.

점 O에서 선분 PP′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면
tan RQ′
OR

OH
OP

 


∵OHP′RRQ′ 

따라서 tan  tan 


 ․ 





 



 

 이다.

14. [출제의도] 독립시행의 확률과 조건부확률을 이용하
여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5회 입장 후 AB C 사은품을 받을 확률을 각각 
PAPB PC 라고 하면
PA  C

 



 











PB   C
 




 











PC   C
 




 











따라서 

PA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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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제의도] 도함수를 이용하여 사차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는 를 묻는 문제이다. 

ㄱ.  ′ 이면  는 감소하고,  ′ 이면 
는 증가하므로 가 최솟값이다. (참)
ㄴ. (반례)  이면 개 이상의 실근을 갖는다. 
(거짓)
ㄷ. (반례)   이면 최솟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거짓)

16. [출제의도] 무한등비급수의 합을 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원 O 에 외접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이다. 
원 O 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이다. 
그림에서 두 삼각형의 넓이는 같으므로 원 O 에 외접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원 O 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의 

 이다. 원 O 에 외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이므로 한 변의 길이는 



 이다. 길이의 비는 


 이므로 공비인 넓이의 비는 
 이다. 따라서, 


 

∞

  




 


 이다. 

17. [출제의도] 도함수를 이용하여 그래프의 개형을 파
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ㄱ.   ′ 이고 가  를 기준으로 증가하
다가 감소하므로 는 극댓값이다. (참)
ㄴ. (반례)  일 때는 홀수 개의 실근을 갖는다. 
(거짓)
ㄷ.     이면  ′′ 이므로 는 위로 볼
록이다. (참)





O
  

   ′′

   ′




    

18. [출제의도] 포물선과 타원의 정의와 성질을 이용하
여 타원의 장축의 길이를 묻는 문제이다.

타원의 중심이 원점이므로 타원은  축에 대칭인 도형
이고 ∠F′QP 이면 포물선의 준선과  축과의 길
이가  이므로 타원은 포물선과 점P 에서 만난다. 
그러므로 PF=QP=6, PF`= , 타원의 장축의 길이
는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므로 

19. [출제의도] 공간도형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P 를 원점으로 하는 공간좌표에 놓으
면 PMMH이고, 

P







M

H

Q

∆QHM 을 지나는 평면으로 입체를 자른 단면은 아래 
그림과 같이 RQ , RS이므로
QS 

이고,
SH이므로 QH이다.

M H

Q







SR

PMMH , QH이므로 Q   
∴  PQ    

20. [출제의도] 무한급수의 합을 정적분을 활용하여 구
할 수 있는 가를 묻는 문제이다.

Ank nk ,  B nk  ,
AB 이므로
  

lim
→∞








 lim
→∞








 

 lim
→∞









 

 lim
→∞



 









 








 









  ln  

ln

21. [출제의도] 거리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면을 축, 직선 OH 를 축, 점 H 를 원점으로 하는 
좌표평면을 잡으면 초 후 회전한 각은 이므로 칠수
의 위치는 sin cos이고, 원점과 칠수 사
이의 거리 는 ․ ․ cos 이다. 
칠수가 회전한 각은   

 이므로  ′
 

 이
다. 

22. [출제의도]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
제이다.

 ′   

  이므로  ′   

23. [출제의도]  공간도형에서 입체의 부피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입체를  평면으로 자르면 단면은 아래 그림과 같고, 
중심각이 

 인 부채꼴이 된다. 따라서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3등분한 입체가 된다.

 





    

∴ 

 


× 


×      

24. [출제의도] 중복조합을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는가
를 묻는 문제이다.

이 개 개 포함되는 경우이므로
H H  C C 이다.

25. [출제의도] 기호를 이용하여 등차수열의 첫째항을 
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



 라 놓고 연속하는 자연수를 로 표시하면






 






 











   




 






⋅
 

따라서   이고 은 60에서 5만큼 작은 수이므로 
 이다.
<참고> ⋯ ⋯

26. [출제의도] 이면각을 이용하여 정사영의 넓이를 구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면ACF과 면DEG는 평행하므로 주어진 문제는 면
ACF를 면DEG로 바꾸어 생각하면 된다. 꼭지점 D에
서 선분 EG에 내린 수선의 발을 I라 하면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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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에서 제이코사인법칙에 의하여
 cos∠DIM

 이다. 

따라서 S 
 ․  ․  ․ 




 이고
S 이다.

27. [출제의도]  행렬의 그래프를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고 요금을 표시하면 
최소비용이 소요되는 회로 중 하나는 ACBDEA이며, 비
용은    만원

B

A E
C

D














∴ × 에서  

28. [출제의도] 타원을 알고 점과 평면사이의 거리를 구
할 수 있는 가를 묻는 문제이다. 

타원의 장축의 길이가 이고, 단축의 길이가  인 
타원이다. 





 . 타원의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길이는 이다. 밑면에서 더 멀리 떨어진 초점까지의 거
리는 sin 이다. 

29. [출제의도]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을 파악하고, 부
분적분법을 활용한 정적분 값을 구할 수있는가를 묻
는 문제이다.






 ′   




 ′  

  













 이므로 






 ′  · ·  

30. [출제의도] 벡터의 내적의 정사영의 정의를 알고 이
를 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원 O 와  OA 의 교점을 P 라 하면  OA′ OC 
이다. ∆OOA  ∆CDO , DO  DP 에서 
OA′   OC 

  이므로 

이다. 따라서,  이다. 

‘나’형 정답
1 ③ 2 ② 3 ② 4 ⑤ 5 ④
6 ② 7 ① 8 ① 9 ⑤ 10 ⑤
11 ① 12 ③ 13 ③ 14 ⑤ 15 ①
16 ④ 17 ⑤ 18 ④ 19 ② 20 ①
21 ④ 22 22 23 11 24 384 25 50
26 12 27 12 28 150 29 55 30 30

해 설

1. 가형 1번과 같음

2. 가형 2번과 같음

3. [출제의도] 수열의 극한을 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
제이다.

lim
→∞





 lim

→∞










 



4. [출제의도] 등차수열의 항을 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초항을  , 공차를 라 하면,   , 
     이므로
   

∴    

5. [출제의도] 행렬의 거듭제곱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
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존재하면 이므로, 
은 존재하지 않는다. 
   

 
에서

 ××    이므로
∴  

6. [출제의도] 미분계수를 이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
제이다.

lim
→



  ′   ×  

7. [출제의도]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이므로

모든 에 대하여 


 이다.

∴ 
 






 ×  

8. 가형 9번과 동일

9. 가형 10번과 동일

10. 가형 11번과 동일

11. [출제의도] 상용로그를 이용하여 정수의 자리수를 
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log  log  log
   

따라서 

log
 



 log
 



 log

 log  log  

따라서 

  

12. [출제의도] 표본평균을 이용하여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신뢰구간은    


 


이므로 

 

 이고 99%에 해당하는 는   

따라서 ⋅⋅


 이다.

13. 가형 8번과 같음

14. 가형 16번과 같음

15. [출제의도] 도함수를 활용하여 극값을 구할 수 있는
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극소이므로 ′ 이다. 
또한, ′ ′에서  을 대입하면 
′ ′ 이므로 는    에서 극값을 
갖는다. 따라서, ′ 이고, 
적분하여 (나) 조건으로 적분 상수를 결정하면 
이다. 따라서, 이다.

16. 가형 5번과 같음

17. [출제의도] 속도를 적분하면 이동거리가 됨을 이해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ㄱ. S S이면 P Q 의 이동거리가 같으므로  에
서 만난다. 
ㄴ. S  S 이면 P 의 이동거리가 Q 의 이동거리보다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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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므로 




 




 이다.
ㄷ. S  S 이면 P 가 Q 보다 빨리 가다가 Q 가 P 를 
추월하여 지나가므로 이동거리가 같은 지점이 반드시 
생긴다. 그 때의 시간을   라 하면
 





 




 인 가 열린구간  안에 
존재한다. 

18. [출제의도]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는 가를 묻는 문
제이다. 

P≥  P


≥

 
P≥   P≤ ≤     

따라서 16%이다.

19. [출제의도] 지수와 로그의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
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일 때   log   이므로 A  

                이므로 B   

따라서 삼각형 O   A  B  의 넓이는 


 ․ ․   이다. 

20. [출제의도] 삼차함수와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 실근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방정식    의 실근의 개수는
삼차함수    의 그래프와    와의 
교점의 개수가 되므로 
      일 때, 실근의 개수=1
    일 때, 실근의 개수 = 3
    일 때, 실근의 개수 = 2개 이므로
함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O 

지수함수    는  을 지나므로 
ⅰ)     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실근을 갖지 
않는다.
ⅱ)   이면   지날 때 주어진 방정식은 
처음으로 실근을 가진다.
따라서  의 최솟값은 



 이다.

21. 가형 14번과 같음

22. [출제의도] 역행렬을 구하고 행렬의 합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A  A   
 

AA   
 

  
 

   
 

모든 성분의 합은 이다.

23. [출제의도] 가형 24번과 같음

24. [출제의도]  등비수열의 항을 구할 수 있는가를 묻
는 문제이다.

초항을  , 공비를 이라 하면, 
  ,             이므로
   이다. 
∴  × 

25. [출제의도]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가를 묻
는 문제이다.

 ′    에서
  ,  이므로    

이고,     

∴    

26. 가형 27번과 동일

27. [출제의도] 거듭제
C 


 



 C 
 에서  

C


 p


 ·

은 짝수이므로 대신에 2, 4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성립하지 않고,  일 때, 
C 

 · ·이므로   이다. 
∴ ·  

28. [출제의도] 도함수를 활용하여 넓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한 변의 길이를  , 한 면의 넓이를  , 직육면체의 부
피를  라 하면



 초 ,  ,   , 

  , ∴  




  ·


 · ·  

29. 가형 25번과 같음

30. [출제의도] 구분구적법을 이해하고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l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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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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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놓으면  ,   ,  



준식











   




    

  

    따라서 

• 3교시 외국어(영어) 영역 •

정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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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듣기 대본]
1. [출제의도] 대화의 세부 내용 찾기
M: Mom, look. There are neat lamps over there. 

Can I get one for my room?
W: Well, I see you up late studying recently.
M: Don't you know I am preparing for the final 

exam? My eyes get easily tired under the dim 
light.

W: I see. What about the lamp with a broad and 
rectangular shade?

M: Not bad. But the triangular shaped shade looks 
nicer to me.

W: OK. What about the bottom? Why don't you 
choose the one with a small base?

M: That's a good idea. The smaller base could save  
more space on my desk. 

W: You're right. Your desk is always messy 
scattered with books and stuff.

M: Mom. Look at that triangle-shaped lamp with a 
joint in its neck.

W: You mean that one which is adjustable at its 
neck?

M: Uh-uh. It will be more convenient if I can 
adjust the direction of the light.

W: Definitely. Let's get that one.

2. [출제의도] 대화 속 화자의 심경 찾기
W: Oh, my goodness! I can't believe it!
M: What's the matter, Jenny?
W: Look at this flyer from ABC shopping mall. All 
the clothing items are on sale.
M: That's great news. What's wrong with that?
W: I bought this black coat 3 weeks ago at a 
regular price. Now it's 30% off.
M: Oh, I'm sorry to hear that. Didn't you ask the 
clerk if there would be any sale soon?
W: I did, but she said there would be no sale for 
the next 3 months. That's why I bought it.
M: How could she do that? She gave you the wrong 
information.
W: Now other people are buying the same coat at a 
much lower price. I should do something abou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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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제의도] 담화의 주제 찾기
M: Within the first few days of starting college, 
many students quickly learn that managing their 
time i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tasks. Here are 
a few tips for managing your time well in college. 
First, get and use a planner. It can be a paper 
planner, a cell phone or a PDA. No matter what 
kind it is, make sure you have one. Second, write 
down everything in one place. Having multiple 
planners only makes you confused and disorganized. 
Finally, prioritize your tasks. Always ask yourself 
"What has to be done first?" and "What is worth 
more in terms of your grade?"

4. [출제의도] 대화의 세부 내용 찾기
M: What's wrong with your hand?
W: I hurt it yesterday. It's swollen and it hurts to 
move my fingers.
M: You should get someone to look at it. It sounds 
serious to me.
W: But, I have to finish typing this for a 
presentation tomorrow.
M: How much of it is done?
W: Only about half. I have to work on it all night.
M: Typing all this with a swollen hand? It could get 
worse.
W: All right. I got it. Where do you recommend I 
go, then?
M: There is Dr. Stevens in the Penny Building. Just 
10 minutes by car.
W: I don't feel like driving. I'd best take a taxi.
M: I am on my way out now. I will drop you off 
there.

5. [출제의도] 대화의 특정 정보 찾기

W: What can I help you with?
M: Do you think this stain can be removed by 
dry-cleaning?
W: What did you spill? It looks like blue ink.
M: My little boy accidentally opened a fountain pen 
and splashed the ink onto it.
W: No problem. We can take care of it. 
M: How much does it cost to have this jacket 
dry-cleaned?
W: Generally, we charge 20 dollars for a jacket. But 
a leather jacket will cost 30 dollars. 
M: I wish leather wasn't so expensive to clean. 
These two pants also need ironing.
W: They don't need dry-cleaning? Just ironing?
M: Yes. One leather jacket for dry-cleaning, two 
pants for ironing.
W: Ironing for one piece is just 10 dollars.

6. [출제의도] 대화속 화자의 목적 찾기
W: Interested in making a difference in your 
community? One of the best places to volunteer may 
be right near you: an animal shelter. With funding 
problems and overpopulation, animal shelters face 
challenges every day. However, their biggest 
struggle comes from the lack of volunteers. You can 
help by volunteering to work at animal shelters in 
your spare time. Get started! Whether you play with 
dogs and cats, clean cages and supplies, or assist 

with a fundraising event, you can make a big 
difference in the lives of animals. 

7. [출제의도] 대화 속 화자의 의도 찾기
(Telephone rings)
W: Hello?
M: Mom, I can't find my library card anywhere. I'm 
at the library to  check out some books.
W: Oh, dear. I found your card in the wet laundry 
today. It's torn and not usable.
M: Again? What shall I do? I need it right now.
W: How many times did I tell you to empty your 
pockets?
M: I'm sorry, mom. Please, tell me what to do.
W: Just get a new one there. All you need is just a 
photo of you. Do you have one with you now?
M: No. But I scanned my photo and saved it on the 
desktop computer.
W: Do you want me to send it to you?     
M: Yes. Could you please check the folder on the 
computer and send the file to me by e-mail?
W: OK. I will try it now. Go and ask a librarian 
where you can access the Internet.
M: Thanks, Mom.

8. [출제의도]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찾기
W: Wow! We barely got in.
M: Whew. What if we missed this one? We wouldn't 
have made it to the concert.
W: We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about time. 
We spent too much time shopping. 
M: Come on, it was you who wanted to go to the 
department store. 
W: Well, it was you who bought a lot. I bought only 
one.
M: OK. OK. Anyway we are on the way to the 
concert. No one to be blamed.
W: That's right. I'm so tired. I have sore feet from 
too much walking.
M: Take a nap then. I will wake you up at the stop.
W: By the way, do you see the sign on the wall? 
This is a designated area only for women.
M: What? That's why all the ladies here are staring 
at me. 
W: Let's move ahead to the next car of the train.

9. [출제의도] 대화 속 화자 간의 관계 찾기
M: The movie was terrific. Did you expect this 
movie would be such a big success?
W: No, not at all. Before releasing this movie, I 
was so nervous. Much more than when I was acting 
in films.
M: Ha ha. How could you create all those 
impressive sound and special effects?
W: Well, I was just lucky enough to have all the 
technicians and experts involved in the movie.
M: I think they were lucky, too. Let's move on. 
What inspired you to make this sci-fi movie?
W: My favorite book "Dragon." I've dreamed of 
making it into a movie.
M: That's interesting. My last question. Is there 
anyone you're especially thankful for? 
W: I am really appreciative to the writer, Mr. Kim, 

for letting me use his wonderful novel.
M: I see. Well, congratulations on your successful 
start.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our next month's 
issue.

10. [출제의도] 담화의 설명 내용 찾기
M: If you want to get this, the first thing you have 
to do is fill out an application form. You might need 
a few photos. To have your eyes examined, you 
might need to visit a doctor's office or it can be 
done in the Motor Vehicles Department. And then, 
you have to take the two major tests. First, you 
have to take the written test. After you pass that, 
you have to take the road test. To pass this, you 
might have to drive on a busy street, or you might 
have to park your car, make a turn according to the 
officer's instructions. After all those things are 
done, you finally get it.

11. [출제의도] 대화의 세부 내용 찾기
W: Dad, what are you looking at?
M: I'm checking a railroad schedule on the website. 
I've got to book tickets for Busan.
W: You mean we're going to Busan to visit 
grandma?
M: Yes. As you know, her birthday is this Saturday. 
Let's see.... How about this one?
W: Well, I'll be home around 12 o'clock. And it 
takes an hour from home to the train station.
M: Then, let's take this one. This leaves the station 
at 1:10.
W: But it stops at Gumi. It takes longer to get to 
Busan. Why don't we take the fastest one?
M: I got it. Let's book this one.
W: Wait, dad. It has no dining car. I'll be starving 
after school. I'd love to have lunch on the train.
M: Then, that gives us only one choice.

12. [출제의도] 담화와 일치한 내용 찾기
W: Feel the breath of Baekje. Great Baekje World 
Festival will take place from September 18th to 
October 17th. It is designed for promoting increased 
understanding of the 200 years' tradition of Baekje 
culture and 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During the 
festival, a variety of exhibitions, parades an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will be held. In addition, 
aquatic performance will be spectacular with special 
effects and fancy group dancing. If you don't want 
to miss that performance, don't forget to join us on 
the first day of the festival. Admission ticket is 
normally 12 dollars but you can get one for 10 
dollars if you book online. The handicapped and 
children under 7 will be granted free admission. 

13. [출제의도] 대화 상황과 일치하는 그림 찾기
① W: Don't worry. I'll get you another spoon.
   M: Please, if you're not busy now.

② W: Your kid doesn't seem to know what he is 
doing.
   M: Oh, sorry. I'll take care of him.

③ W: What would you like for des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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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Coffee for me, juice for my wife, please.

④ W: I think you have the wrong shoes.
   M: I'm mistaken. Shoes here look almost the 
same to me.

⑤ W: I'm sorry, but it's near closing time.
   M: No problem. We're almost done.

14. [출제의도] 화자의 말에 대한 대답하기
M: Bryn, this is your last year in high school.
W: Yeah. These days I'm so busy working on 
university applications.
M: Well, don't get too stressed. Many people are  
behind you.
W: But I'm worrying that I can't even decide which 
schools to apply to.
M: Just don't try to apply to too many. It's a waste 
of time and money.
W: Even worse, application guidelines are so 
confusing. 
M: Listen. Universities want to see your potential. 
They want to know who you are.
W: How am I supposed to show the "real me" to 
them?
M: Use your personal statement to highlight 
yourself. 
W: Then, tell me how I can impress the admission 
officers with it. 
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출제의도] 화자의 말에 대한 대답하기
M: Excuse me, I want to use a safe deposit box.
W: Oh, you have one in your room. Did you check, 
sir?
M: Yes, but from the hotel brochure, I found you 
have one at the reception desk. Seems like it's 
safer.
W: You're right. We keep your valuables. Please, put 
down your name and room number here.
M: Is that all I need to do? 
W: Yes, that's it.
M: It's so simple. Can I use this service whenever I 
want to?
W: Sure. Anytime without any extra charge.
M: Is it available 24 hours? 
W: Of course.
M: Wow, you seem to have everything to meet the 
needs of guests.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 [출제의도] 화자의 말에 대한 대답하기
W: Do you have any plan for the summer vacation?
M: Well, I will have a part time job as a lifeguard 
at the beach. 
W: That' cool. I know you are a good swimmer. You 
are qualified enough. 
M: Thanks. How about you?
W: Me? I'm going to work at the museum.
M: Are you serious? That would be too boring.
W: Not at all. I think it would be great. You know 
I'm into history.
M: What would you do there?

W: I could work at the front desk or as a guide.
M: Come on. It's summer. Time to loosen up and 
enjoy sunbathing under the hot sun. 
W: Even so, I still think working at a museum is 
much better.
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 [출제의도] 담화의 상황에 맞는 말하기
W: A month ago, Anne, a bookworm laughed at her 
younger brother, Tom, because he was playing a 
game on his smartphone everyday and he was not 
reading at all. She told him that she had never seen 
him reading books except for textbooks. Tom felt 
ashamed to hear that. So Tom made an ambitious 
resolution to read as many books as possible. He 
told Anne that he would read five books a week. 
During the week, he sat up late reading books. Even 
during the weekend, he was overloaded with reading. 
Soon he got exhausted day by day. Now she feels 
pity on him and wants him to slow down a little.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Anne most likely say to Tom?

Ann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 [출제의도] 글의 목적 찾기
Basic Necessities Fund (BNF)는 시골지역의 생필품 
부족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식수를 제공할 
우물을 팔 기금을 모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
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연극
을 무대에 올립니다. 티켓 판매 수익금은 우물을 팔 지
역의 NGO(비정부 기구)에게 전달됩니다. 2009년 1월 
1일, 저희는 "The Other Side"라는 제목의 연극을 무대
에 올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조명, 음향기구 설치
부터 의상, 무대 준비에 이르기 까지 많은 비용을 필요
로 합니다.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이 비용에 대한 어떠
한 재정적 도움도 감사히 여겨질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의 이상(대의명분)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
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④ Basic Necessities Fund라는 단체가 기금 조성을 
위해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충
당하기 위해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다.   

19. [출제의도] 지칭어가 다른 대상 찾기
내 강아지 Lisa는 단 음식을 좋아하여, 아내가 빵을 구
울 때마다 나에게 정기적으로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어느 날, 아내가 잘 익은 바나나를 사서 내가 제일 좋
아하는 바나나 빵을 구웠다. 내가 그 빵을 찾지 못하도
록 하기 위해, 아내는 바나나 껍질을 없애고, 빵을 얼리
고, 주위에 방향제를 뿌렸다. 그리고는 그녀는 내가 빵
의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의기양양하게 
확신했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평소처럼 나
를 반긴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거실로 들어갔다. 
곧 Lisa는 냉동실로 나를 바로 이끌고 간 후, 내가 재
빨리 빵 한 덩어리를 꺼내 함께 나눠먹을 때까지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이번에 아내는 내가 어떻게 그 사실
을 알았는지를 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게임을 그
만두고, 아내에게 내 범죄 파트너인 Lisa와 그녀의 사
악한 방식에 대해 말해줄 때가 된 것이다. 
▶⑤ 나머지는 모두 ‘아내’를 지칭하고, ⑤번만 강아지 
Lisa를 지칭한다.

20. [출제의도] 문법성 판단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에 높은 가치를 두는 정부체

제이다. 시민으로서 활발히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존엄성을 성취하기는 어렵다. 그리하
여, 민주주의 이론과 민주주의 실현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공헌은 자아의식의 회복(복원)이다. 만약 인간
이 인간성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의
미가 깊이 내재화되지 않는다면, 전쟁과 다른 세계적인 
재앙들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늘날 그 어떠한 
이성적인 인간도 핵전쟁을 찬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적군의 인간성(인류애)에 대해 확
신하지 못한 채, 겁에 질린 군중은 핵전쟁을 불가피하
게 하는 정책들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인간을 
전쟁과 자연재앙으로 밀어 넣는 비이성적인 힘이 훨씬 
더 큰 위협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이 세계는 
살아가기 충분할 정도로 성숙해 질 것이다. 
▶②, ① 동사의 성격을 띤 participating을 수식하는 부
사이다. ② 주어-동사 수일치 문제로 주어가 the most 
critical contribution 단수이므로 동사를 is로 고쳐야 한
다. ③ 의미가 내재화되는 것이므로 수동태가 되어야한
다. ④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하는 형용사이다. ⑤ 시간부
사절(only when-)을 강조한 도치구문이므로, 주절에서
는 조동사+S+V의 어순이 알맞다.

21. [출제의도] 문법성 판단
몇몇 생물체들은 인간의 의도적, 비의도적 도움을 받아 
지리적 경계(barrier)를 넘는데, 이는 침략이라 불리는 
과정이다. 하나의 예로 뉴질랜드 우렁이(mud snail)는 
뉴질랜드 송어가 미국의 물고기 부화장으로 수입되었
을 때 우연히 북아메리카로 유입되었다. 이는 북아메리
카의 시내와 강에 대대적인 환경 파괴를 유발했다. 외
래유입종의 원래 서식지에는, 보통 그들의 수가 증가하
는 것을 막아주는 포식자, 기생동물, 경쟁자들이 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는 자연의 억제가 발생하지 않
아, 토종보다 외래유입종에게 이점을 준다. 외래 유입
종은 굉장히 빨리 퍼질 수 있어 상업, 농업, 레저 활동
을 위협하게 된다. 
▶③ (A) 앞의 선행사 New Zealand mud snail를 보충 
설명하는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이므로 which, (B) 의
미상 포식자, 기생동물, 경쟁자가 ‘수를 계속해서 증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가 증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므로 from growing, (C) 의미상 능동의 분사구문이
므로 giving이 된다. 

22. [출제의도]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과학자들은 인간의 구성에 있어 많은 미묘한 유전적 요
소를 발견할 것이며, 이러한 발견은 우리 사회가 기초하
고 있는 평등의 기본 개념에 도전할 것이다. 체계적인 
수단을 통해 우리는 인종이나 피부색 같은 피상적인 기
준에 근거한 차별의식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
만 정밀한 유전분석은 우리로 하여금 정확한 유전지식에 
근거한 차별로 이끌 것이다. 그 결과는 서로 다른 유전
적 기질을 특징으로 지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제시해
줄 것이다. 궁극적인 기질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유전적
인 특징들과 인간의 경험의 결합이다. 유전적 차이는 사
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서 일하는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반영될 것이고, 이는 유전자에 근
거한 차별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
이다. 
▶④ 유전분석의 발달로 인해 유전에 근거한 차별, 즉 '
유전적인 차별(genetic discrimination)'이라는 새로운 
차별의 개념이 생길 것이라는 글로 ‘사람의 결정적인 
성향은 유전과 경험의 결합에 의해 생긴다’라고 진술한 
④번이 흐름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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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출제의도] 글이 시사하는 내용찾기
Dr. Fabre의 한 실험에서 한 집단의 애벌레들(최종 목
적지에 대해 전혀 생각지 않고, 똑같은 보폭으로 길게 
줄지어 이동하는 것으로 유명한)이 큰 화분의 가장자리 
끝에 놓여졌다. 그 집단의 우두머리는 그 느린, 끝이 없
고, 부지런한 행렬 속의 있는 마지막 애벌레의 꼬리에 
바로 맞닿아 있었다. 화분의 중앙에 Fabre는 충분한 먹
이를 놓았다. 애벌레들은 둥글게, 둥글게 낮이고 밤이고 
행진을 계속했고, 7일 밤낮이 지나자, 애벌레들은 하나
씩 죽기 시작했다. 그들은 굶주림과 완전한 탈진으로 
죽어갔다. 충분한 먹이 공급이 겨우 몇 인치 밖에 떨어
져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습관적인 본능적인 행진 
경로를 수정하지 않는 한 먹이는 보였겠지만, 무용지물
이었다. 
▶⑤ 고정된 행동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결국 굶어죽
은 애벌레 이야기이므로 ⑤번 ‘틀에 박힌 방식에서 벗
어날 필요가 있다’가 이 글의 시사점이다.

24. [출제의도] 추론적 이해
과체중은 모든 경우에 반드시 건강에 해로운 것일까? 
2007년도 The Lancet에서의 한 획기적인 연구는 비만
으로 분류된 사람들 중 약 30%가 실제로는 콜레스테롤
과, 혈압, 혈당수치가 낮고, 신진대사에 있어 매우 건강
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또한 인슐린- 뚱뚱한 
사람들에게 사실일 수가 없다-에 반응을 보였다. 요약
하면, 살을 빼라는 말을 끊임없이 듣는 세 사람 중 한
명은 어쩌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살을 
빼는 것은 건강에 크게 위험할 수도 있다. Montreal 대
학의 연구가들은 저칼로리 식단이 신진대사가 건강한 
비만집단과 위험한 수준인 비만집단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를 비교했다. 그들은 인슐린 저항(당뇨병의 중요
한 수치)이 위험 집단에서 26% 더 향상되었지만, 신진
대사가 건강한 집단에서는 그 수치가 13% 더 악화되었
다는 것을 발견했다.
▶② 신진대사가 건강한 비만집단이 저칼로리 식단을 
실시했을 때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②번 be actively harmful이다.

25. [출제의도] 추론적 이해
정신의학은 의학의 한 하위 분야이다. 정신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4년의 의과대학을 마치고, 추가로 4년
의 레지던트 훈련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따라서, 임상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를 확연히 구분 짓는 차이점은 
심리학자는 Ph.D 학위(연구과정 포함)를, 정신과 의사
는 M.D 학위(의학 수련과정 포함)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다. 임상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은 대부분 고객
들에게 똑같은 서비스-주로, 일정 형태의 구두 치료법
을 제공한다. 그들의 가장 주요한 차이점은 그들이 의
학적 치료방법을 처방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이 
있다. 정신과 의사들은 의학적인 질병을 알아내도록 훈
련받고,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해야 하는지를 말해줄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의학적 개입을 착수할 자격을 
부여받는다. 심리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③ 빈칸에 들어갈 말의 근거는 빈칸의 뒷 문장에서  
제시된다. ‘질병을 확인하고,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는지
를 말해준다’는 것은 실제로 치료방법으로 약을 처방해
준다는 뜻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③번 prescribe 
medical treatments이다.

26. [출제의도] 추론적 이해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 유명한 경제학자 Jeffrey 
Sachs는 그의 분야에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 중 하나- 
동유럽 국가들을 공산주의에서 자유시장경제로 전환하

도록 유도하는 일을 다루게 되었다. 능숙한 전문성으로 
그는 여러 동유럽 국가들이 성공적인 전환을 할 수 있
도록 도왔고, 이로써 그는 그의 분야에 더욱 더 대단한 
유명인사가 되었다. 이러한 성공을 계속 거두다가, 그는 
마침내 Russia를 다루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그는 러
시아인을 고유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
은 채 다른 동유럽국가에서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이
는 이론이 러시아에서도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
는 러시아인들이 남들과 다른 독특한 역사, 문화, 일련
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을 간과했다. 러시아를 
한 상자 안에 억지로 밀어 넣으려고 했지만, 그 나라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그의 획일적인 믿음(one size 
really fits all)으로 인해 그는 러시아에서 실패하고 말
았다.
▶③ 동유럽 여러 국가에서 자유주의로 경제 전환을 성
공적으로 이끌어낸 Jeffrey Sachs가 러시아의 고유한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러시아에서 획일적인 
정책을 폈다가 결국 실패했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 들
어갈 정답은 ③번 his belief that one size really fits 
all 이다. 

27. [출제의도] 추론적 이해
Einstein의 상대성 이론이 철학적 사고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공간과 결부된 시간에 대한 변화된 인식이었다. 
그는 우주의 모든 사건에는 각자 존재하는 총체적인 시
간이 있다는 기존의 가정을 파괴했다. 그는 절대운동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이 존재할 수 없음을 증명했다. 시
간과 공간은 따로 분리되어 측정되므로, 인간 관찰자뿐
만 아니라, 그 외 모든 사물에도 영향을 주는 일정정도
의 주관성이 항상 남아있다. 시간과 공간은 서로 의존
적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석될 수 있는 하나의 관
계를 형성한다. 이전에 시간은 고정된 우주통괄 측정치
로 간주되었다. Einstein은 장소마다 시간의 속도는 달
라진다는 “local time"의 개념을 도입했다.
▶⑤ Einstein이 시간에 관한 기존의 가정을 파괴하고 
‘시간과 공간은 따로 분리해서 측정되고, 장소마다 시간
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하였으므
로 Einstein의 이론이 철학적 사고에 미친 영향은 시간
과 공간에 대한 인식변화이다.

28. [출제의도] 추론적 이해
우리가 컴퓨터상에서 보는 많은 것들은 너무 쉽게 복사
되거나 조작되어질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웹상에서 발
견되어지는 텍스트와 이미지들에 적용된다. 학생 프로
젝트는 종종 기존의 웹사이트에서 빌려온 텍스트와 이
미지들로 특징을 이룬다. 많은 나라에서 저작권법 내의  
공정 사용 조항은 학습자들이 수업 중 프로젝트를 위해
서 자료들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하지만 이것이 
학생들에게 웹상의 텍스트나 이미지들을 재 게시할 권
리를 주지는 않는다. 웹상의 자료들을 사용하는 표절이 
또한 흔하지만  www.plagiarism.org에 있는 프로그램들
은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차용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다고 의심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③ 인터넷 상의 자료들은 표절하기 용이하지만 교사
가 인터넷 사이트의 프로그램을 통해 표절의혹이 있는 
자료들을 점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29. [출제의도] 추론적 이해
어떻게 IQ 테스트 결과가 실제 생활의 성공으로 전이되
는지를 결정하려는 시도 속에서 수년간에 걸쳐 많은 연
구가 행해졌다. 일반적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을 더 
많이 받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쉽다. 하지만 영국심리학
자 Liam Hudson은 “IQ 170인 사람이 IQ 90인 사람보

다 사고력이 더 좋다는 것이 증명된다. 하지만 130의 
성인 IQ를 가진 성숙한 과학자는 IQ 180인 사람만큼 
노벨상을 수상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썼다. 일단 120
정도의 IQ에 도달하면 더 높은 IQ 점수는 어떤 측정할 
수 있는 실제적 이익을 초래하는 것 같지 않다. 이것은 
성공에 미치는 IQ의 영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① 본문은 IQ가 일반적으로 사고력이나 교육 정도 등
에 영향을 미치지만 IQ 120 정도의 수준에 이르면 실
제적인 성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30. [출제의도] 도표 정보와 불일치 내용 찾기
위 도표는 2009년 PISA(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 나타
난 각국의 읽기 평균과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의 점
수변화를 보여준다. ① 독해력이 OECD 평균에 가까운 
국가들 중 폴란드와 미국만이 향상되었다. ② 칠레 학
생들의 읽기는 40점 증가하여 지금은 450점에 가깝다. 
반면 이스라엘 학생들의 읽기능력은 20이상 증가하여 
OECD 평균에 근접했다. ③ 페루가 40점 이상 증가하
여 가장 높은 향상도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읽기능력은 
여전히 400점 미만이다. ④ 핀란드의 읽기점수는 10점 
정도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읽기능력에서 상위권을 차지
한다. ⑤ 아일랜드와 스웨덴은 읽기점수는 상당히 감소
하여 각각 30점이상, 20점 정도 감소했다. 
▶① 폴란드와 미국이 OECD 평균에 가까운 국가들이
기는 하지만, 미국은 읽기능력이 6점 정도 떨어졌고 폴
란드만 약 21점 향상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향상되었다
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다.
31.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심경 변화 찾기
소년은 왼손에는 가방, 오른손에는 모자를 쥔 채 천천
히 마당을 걸었다. 그의 발은 진흙투성이의 맨발이었고 
얼굴은 땀이 가득했다. 그는 소리 없이 집으로 몰래 들
어가려고 했다. 그는 엄마가 화가 났으리라는 것을 알
았다. 마침내 문에 도착해 머리를 구부려 숙인 채 부엌
으로 들어갔다. 엄마가 즉시 달려들어 어깨를 잡았다. 
소년은 비명을 지르며 가방과 모자를 떨어뜨렸고 그녀
의 앞치마에 매달렸다. 엄마는 때리려고 매를 들었지만 
떨고 있는 작은 아이를 내려다보았을 때 몸을 떨며 매
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그를 들어 올려 키스하며 말했
다. “집에 안전하게 돌아와서 정말 행복하구나.”
▶⑤ 소년은 엄마가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하며 집에 
몰래 들어가다가 엄마에게 들켜 혼이 날 뻔했지만 엄마
가 키스를 퍼부으며 안전하게 돌아와 기쁘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32. [출제의도] 문맥과 불일치하는 어휘 찾기
계몽주의는 유럽문화에 수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인간
의 이성에 대한 증가한 의존성은 그 변화들 중에서 첫 
번째이다. 철학자들은 신학 중심의 논쟁으로부터 멀어
졌고 경험주의와 같은 지적인 활동들과 인간 이성의 한
계에 집중했다. 그러므로, 일탈에 관한 고전적 관점이 
범죄 행위를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본질)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인간 이성의 결실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우
연의 일치가 아니다. 고전주의자들은 개개의 인간이 즐
거움을 극대화하기를 바란다는 지적 가정에 근거하여  
일탈 행동을 선택한다고 고전주의자들은 주장한다. 일
탈은 한 개인이 어떤 행위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보상
이 그 행동과 연관된 잠재적 위험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할 때 발생한다. 그러므로, 은행을 털기로 결정한 
사람은 강도질로부터 잠재적 이익들이 투옥의 위험보다 
가치가 있다고 결정을 해왔다. 
▶① 문맥상 인간의 이성에 대한 증가한 무시(scorn)가 
아니라 의존성이라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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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출제의도] 문맥과 일치하는 어휘 선택
1989년 3월, Exxon Valdez는 알래스카 연안의 암초에 
부딪쳐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름 유출사고를 초래했
다.  처음에는 환경 재앙으로 여겨졌던 이 재난은 평범
한 미국인들 사이에 환경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감소시키는) 놀라운 일을 해냈다. 기름에 질식한 수달
과 죽어가는 바닷새들의 이미지가 전국으로 방영되었을 
때, 대중적인 환경보호론이 전국적으로 대유행이 되었
다. 미국인들은 환경 친화적인 상품을 구입하여 지구를 
구하고자 하였다. 에너지효율적인 (지원자들/제품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렸고 건강식품들이 붐을 이루었고, 재
사용가능한 쇼핑백들이 상점에서 유행하였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보호/자문) 단체들을 위해 이윤의 일부를 책
정하기 시작하여 소비자들이 카드 사용을 통해 환경을 
돕도록 격려하고 있다.
▶② 

34. [출제의도] 담화 연결사 찾기
이메일을 비격식적으로 사용하는 한 예는 이메일 펜팔 
제도의 확립에 사용된 경우이다. 그러한 펜팔 또는 펜
팔친구들은 때때로 넷팔이라고 불리어 진다. 이상적으
로, 넷팔 통신은 목표어를 배우는 사람과 목표어의 문
화에 살고 있는 목표어의 원어민 화자 사이에 이루어진
다. 예를 들면, 독일어를 배우는 네팔의 학생은 베를린
에 살고 있는 독일어를 말하는 원어민 화자와 서신을 
주고받는다. 학습자에게 있어서 장점은 원어민 화자가 
아마도 언어학습자의 적절한 연령수준에 맞추어 실질적
인 언어의 광범위한 예들을 제공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측 모두 넷팔이 좌절감을 주는 경험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원어민 화자들은 학습자들이 
서신교환에 대한 보답으로 제공할 것이 없다고 느낄 수
도 있고 학습자들은 속어나 숙어가 이해를 방해한다고 
느낄 수도 있다. 
▶⑤ (A)는 넷팔 통신은 목표어를 배우는 사람과 목표
어 문화에 살면서 목표어로 말하는 원어민 화자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구체적 예를 들고 있다. (B)는 앞
에 있는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 오기 때문에 역접의 연
결사가 와야 한다. 

35. [출제의도] 글의 주제 찾기
큰 파도를 형성하기위해 합쳐지는 작은 물결과 같이, 
합쳐진 인간의 의도는 그 부분들의 합 이상으로 가치가 
있다. 한명의 개인은 사랑, 아름다움, 선함, 그리고 지혜
의 의식적인 전파를 내보냄으로서 세계적인 향상을 시
작할 수 있다. 행성으로 빛을 내보내는데 그들의 에너
지를 집중하는 일단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세계의 변형
을 위한 장을 마련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사랑, 에너
지를 내보내고, 치료하고, 밝은 빛을 위한 통로가 되고, 
멀리서 우리의 동료 인간들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 각자가 우리의 마음
으로부터 세상에 빛을 내보내기위해 매일 아침마다 잠
깐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봐라. 대지(지구)는 
빨리 진정될 것이고 지구는 사랑의 빛으로 흠뻑 젖을 
것이다.
▶③ 공동의 노력의 기적에 관한 내용이다.

36. [출제의도] 글의 주제 찾기
보건 정책분야의 Penn State 교수인 Charles Yesalis는 
경기력을 향상하는 약물이 곧 언제든지 야구로부터 사
라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의문시하고 있다. 그의 관
점에서, 선수들은 대중이, 특히 젊은 팬들이 스포츠를 
순수한 오락으로서 보고 있고 볼이 더 자주 야구장 밖
으로 나갈 때 스포츠가 더 재미있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스포츠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
지 않다. 그들의 시각에, 기록이 깨지는 방법이 오락의 
가치와 관련이 없다. 야구팀의 소유주와 관리자들은 또
한 그 문제의 일부분이다. 팬들과 같이, 그들은 왜 한 
시즌에 일반적으로 45개 홈런을 치는 사람이 갑자기 
65개의 홈런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라곤 경기장에 있는 모든 좌
석이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고 암표상이 표당 수백 달러
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① 스포츠에서 약물 사용이 사라지고 있지 않은 이유
에 관한 내용이다.

37. [출제의도] 사실적 이해
Pothos는 열대 정글지역에서 40피트까지 도달할 할 수 
있는 길게 자라고 잎이 무성한 덩굴이나 보통 그것이 
자유롭게 뻗어나가는 용기에서는 6-10피트로 성장이 
제한된다. 비록 그들이 꽃을 피울 수 있을 지라도 꽃이 
만발한 Pothos를 보는 것은 드물다. 그러나, 꽃이 피는 
시기는 여름중반이고 꽃잎이 없는 흰색 꽃들이 뾰족하
게 자란다. Pothos는 많은 햇빛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을 
위한 완벽한 실내식물이다. 그들은 빛이 적은 조건이나 
일정치 않은 물주기를 견뎌낸다. 이것이 그들을 사무실
이나 기숙사방과 같은 장소에 대해 적합한 식물로 만든
다. Pothos는 실내 공기를 정화시키는데 도와줄 수 있
는 식물의 목록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 그들은 바쁜 사
람들과 식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식물을 기
르는데 서툰 사람들에게 조차도 탁월한 식물이다. 그들 
스스로 자라게 방치된 덩굴들은 매우 엉킬 수 있으므로 
그들이 엉키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때때로 그들을 풀
어주어야 한다. 
▶④ 선택지 ① 잎이 무성하고, ② 꽃잎이 없고, ③햇빛
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 ⑤ 덩굴이 잘 엉킨다. 

38. [출제의도] 사실적 이해
Luminol은 적합한 산화제와 혼합될 때 빛을 내는 화학
적 반응을 보이는 쓰임새가 다양한 화학약품이다. 그것
은 대부분의 이온 유기 용매제에는 녹지만 물에는 녹지 
않는 흰색 내지 약간의 노란색을 띄는 결정성 고체이
다. Luminol은 헤모글로빈 속에서 발견되는 철분에 반
응하므로 범죄현장에 남겨진 소량의 혈액을 탐색하기위
해 범죄수사관들에 의해 사용된다. 한 영역의 분석을 
위해 그 영역 전체에 균등하게 뿌려질 수 있으며 그러
면 소량의 활성 산화제는 luminol로 하여금 어두운 방
안에서 탐지될 수 있는 푸른빛을 방출하게 한다. 그 빛
은 30초간 지속된다. 많이 뿌려진 영역에 혈흔이 더 집
중되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와 같은 그릇된 느낌을 
만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뿌려지는 것이 중
요한다.
▶⑤ 30초간 지속된다는 내용이 있으며, 분사량은 지속
시간과 아무 관계가 없다.

39. [출제의도] 글의 순서 정하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는 성운이라고 하는 가스와 먼지
의 거대한 구름을 포함하는데, 성운은 늙은 별의 남겨
진 부분들, 많은 수소, 약간의 헬륨으로 이루어진다. 성
운은 별이 될 가능성을 갖는다.
(B) 그러나 그것은 우선 원시성이 되어야 한다. 중력이 
가스와 먼지 구름을 서로 당길 때 그것은 중심부분이 
매우 뜨거운 밀도 높은 공으로 수축된다. 이 밀도 높은 
공을 원시성이라 하며 그것이 별의 일생의 시작단계이
다.
(C) 그 원시성이 가열되면서 무거운 성분들은 중앙 핵
부분으로 밀려들어가고 수소나 헬륨과 같은 가벼운 성

분들은 표면으로 이동한다. 결국 원시성은 1500만°C라
는 어마어마한 온도에 도달하게 된다.
(A) 이 일이 발생할 때 핵융합이라고 하는 과정이 발
생한다. 핵융합은 원시성이 중력의 압력하에 서로 떨어
져나가는 것을 막아준다. 그것은 또한 수소와 헬륨으로 
하여금 불이 붙게 하여 새로운 밝게 빛나는 별을 창조
해낸다.
▶③ 주어진 문장에서는 성운이 별이 될 잠재력만 갖고 
있는 상태라고 했으며 원시성 상태를 거쳐 새로운 별이 
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맨 처음 나올 때는 부정관
사 a로 시작하므로 (B)글의 ‘a protostar’가 처음 도입 
부분이 되며, (C)글은 원시성이 뜨거워지는 과정을 나
타내며, (A)글에서의 ‘this’는 그 가열된 상태를 나타낸
다는 데서 순서를 정할 수 있다.

40. [출제의도] 글의 일관성과 응집성 찾기
150년 전만 해도 다양한 종류의 바나나가 세계의 정글
에서 자랐고 근처에서 늘 소비되었다. 어떤 것은 단 맛
이 났고 어떤 것은 신 맛이 났다. 그것들은 녹색, 자주
색, 또는 노란색이었다. United Fruit라는 회사는 정글
로부터 Gros Michael이라는 특정한 한 종류를 골라서 
광대한 플랜테이션에서 대량생산을 하기로 하고 전 세
계에 수송했다. 1960년대에 Gros Michael은 Panama 
Disease라는 세균에 의해 사실상 멸종했다. United 
Fruit의 과학자들은 용케도 그 세균에 면역력이 있는 
대체종을 발견했고 결국 Cavendish라는 현재의 바나나
에 도달했다. (그러나 마치 공포영화의 후속편처럼, 킬
러는 다시 나타났다.) 1980년대에 Cavendish 역시 병
에 걸렸다. 10년 내에 바나나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는 일치된 의견이 과학자들 사이에 있다.
▶④ Cavendish라는 대체종이 발견된 후 킬러(세균)가 
등장함으로써 그 바나나 역시 병에 걸렸다는 내용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위치를 찾을 수 있다.

41. [출제의도] 글의 요지 이해
항상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점이 처음에는 유용하
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그것
이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걸 느
낀다. 예를 들어 당신은 다른 일을 한창 하고 있는 중
간에도 10분, 15분마다 업데이트하기 위해 블로그, 트
위터, Facebook 등을 (자꾸) 체크하는 함정에 빠져있게 
된다. 이러한 지나친 접속은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가짜 응급상황을 만들어낸다.  
더구나 웹은 너무 방대해서 인터넷 서핑 중 길을 잃기 
쉽다. 어느 한 사이트를 읽다보면 한 사이트는 다른 사
이트로 이어진다. 자신도 모르게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과 아무 관계없는 사이트를 방문하느라 많은 시간을 
이미 보내게 된다. 마치 당신은 웹사이트 체크와 업무 
처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느라 무척 바쁜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일은 처리하지 못한다.
▶④ 한창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인터
넷 접속(블로그, 트위터, Facebook 등) 때문에 방해받
는다는 내용이므로 이에 맞는 내용을 찾아야 한다.

42. [출제의도] 글의 요지 이해
우리는 높은 자존감은 성취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말
을 오랫동안 들어왔다.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이 “우리는 
우리를 칭찬한다”라는 포스터가 붙어있는 교실에서 공
부한다.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내가 특별한 이유는...”으
로 시작하는 문장을 완성한다. 이미 확립된 교육적 지
혜에 따르면 심지어 잘못에 대해서까지 칭찬을 받은 어
린이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성인이 된다고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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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높은 견해를 발달
시키는 어린이는 자기 자신의 현실적 모습에 직면하게 
될 때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자신
이 느끼는 자신의 존재감을 반영해주지 못하는 세상에 
직면할 때 자존감으로 부풀려진 학생들은 적대감과 공
격성을 가지고 반응하기 쉽다.
▶④ 비현실적 자존감을 가진 학생이 그런 자존감을 제
대로 인정해주지 못하는 현실세계에서 적대감
(hostility), 공격성(aggression)을 갖게 되어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실제보다 부풀려진 자존감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3. [출제의도] 글의 제목 정하기
(왼손잡이보다) 오른손잡이의 비율이 높은 이유에 관한 
가장 특이한 사실은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진화에 근거를 둔 한 가지 흥미로
운 이론은 “전사와 방패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오른손잡이 전사는 자신의 심장을 방어하기 위해 왼손
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무기를 들곤 했다. 반대로, 
왼손잡이 전사는 왼손에는 무기를, 오른손에는 방패를 
들게 되어 심장이 (적의 공격에) 노출되곤 했다. 그래
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심장이 보호되는 오른손잡이 전
사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이다. 자연 선택
의 과정에서 오른손잡이의 특성이 왼손잡이의 특성보다 
유리했다.
▶② 인간은 왜 오른손잡이가 많아지게 되었는지 “전사
와 방패 이론”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① 성공적인 전사
의 전략 ③ 양손잡이의 희소성 ④ 진화와 관련된 무기
의 역사 ⑤ 인간의 한 손 편향의 결과

44. [출제의도] 글의 제목 정하기
당신은 감정상태가 자신의 선택, 행동, 경험에 의해 좌
우된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감정 상태는 다른 
사람의 선택, 행동, 경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British Medical Journal은 행복이 한 사람에서 다른 사
람으로 전파되는지, 행복의 다발이 사회적 네트워크 안
에서 형성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에서 수집된 자
료를 최근에 분석했다. 그 자료에 의하면, 행복이 가까
이 있을수록 당신은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예를 
들면, 1마일 내에 사는 행복한 친구는 당신이 행복할 
가능성을 25 퍼센트 증가시킨다. 만일, 반마일 이내에 
사는 친구가 행복해지면 당신이 행복할 가능성은 40 퍼
센트 높아진다. 인간의 행복이 분리된 개개인의 영역만
은 아니다.
▶① 한 사람의 행복이 가까이 사는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된다는 설명이다. ② 스스로가 행복해지도록 허용
해라 ③ 고독: 인간의 가장 가까운 친구 ④ 얼마나 행
복하십니까? ⑤ 친구: 행복의 척도

45. [출제의도] 글의 내용 요약하기
여성은 남성보다 거의 두 배나 자주 우울한 기분을 겪
게 된다. 이러한 차이가 일어나는 데는 많은 요인이 있
다. 그 중에서, 과학자들은 남성과 여성이 차이를 갖게 
하는 인지적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과학자
들은 남녀가 부정적 기분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에 
반응하는 방식을 대조한다. 이러한 관찰에서, 여성은 슬
픔을 느낄 때 그 원인과 자기감정과 연관된 것들에 대
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슬픔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 상태에 머물러
있다. 반대로, 남성은 다른 일에 집중하거나 현재의 기
분을 마음에서 털어 내주는 육체적 활동에 참여함으로
써, 적극적으로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한다.
→ 남성들과는 달리, 여성들은 반성적 반응 방식이 우

울증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킨다.
▶② 우울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할 때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차이를 설명하는 글이다.

[46-47]
대부분의 거짓말은 아주 명백한 증거를 갖는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암시할 수 있는 신호를 숨길 수 있게 
특별히 훈련받지 않은 이상, 그 사람의 몸짓을 파악함
으로써 거짓말을 감지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첫째, 거짓말하는 사람은 시선이 마주치는 것을 피한다. 
그들은 흔히 방안의 다른 물건에 시선을 고정시키려고 
한다. 가끔은 완전히 다른 곳을 쳐다보고 심지어 상대
방으로부터 몸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눈을 깜
빡이지 않고 평소보다 눈을 더 크게 뜨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시선을 마주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
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시선을 피하는 것이 거짓
말을 나타낸 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선을 계속
해서 마주친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또한 물건을 만지작거림으로써 자
신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런 
전술은 거짓말로부터 상대방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
리려는 의도로 사용된다. 그런 행동에는 몸에, 특히 얼
굴이나, 입, 목, 머리카락에, 손을 가져가거나 손으로 제
스처를 취하는 일이 포함된다. 또한 거짓말하는 사람들
은 코나 귀 뒤를 긁기도 한다. 그리고 종종 자신과 상
대방 사이에 장벽을 만들고 싶어 한다. 예를 들면, 이상
하게 자신과 상대방 사이에 책과 같은 작은 물건을 흔
히 옮겨둔다.
마지막으로, 들리는 말과 그에 상응하는 몸짓이 일치해
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선물을 받았을 때, 감
정을 나타내는 미소와 “정말 마음에 들어”라는 말이 일
치해야 한다. 만일 그 미소가 (말보다) 늦어지면 선물
을 받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46. [출제의도] 글의 제목 정하기
▶④ 
47. [출제의도] 문맥에 맞는 어휘 선택
▶② 

[48-50]
[A]오후가 잘 흘러가지 않았다. 뉴욕에서 온 소방관 
Chris Dunic과 그의 수색구조팀 대원들은 생존자들을 
찾기 위해 Port-au-Prince 주변에서 무너진 구조물을 
샅샅이 뒤지면서 잇따른 좌절과 허망한 결과에 봉착했
다. 그들은 Haiti에서 1월 12일 지진이 일어난 이후 7
일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은 무너진 잔해
물 아래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생존자를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바닥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 
[D] 그때 보고가 들어왔다: 아파트 잔해물을 뒤지던 남
자가 돌무더기 아래에서 희미한 신음 소리를 들었다. 
Dunic과 그의 동료는 그 장소로 달려갔고 카메라 탐침
을 부서진 콘크리트, 파이프, 전선줄 더미 사이로 넣었
다. 카메라가 작고, 어둡고, 답답한 공간에 도달했다. 공
간속에 아이가 버려진 인형처럼 웅크린 채 있었다. 그
러나 (e)아이는 살아있었다!
[C] 대원들은 통로를 파기위해 열심히 일했다. Dunic은 
전기드릴을 가지고 돌덩이들을 깨고, 그의 동료인 Brad 
Antons는 입구를 만들기 위해 잔해물을 치웠다. 갑자기 
전기드릴이 콘크리트 마지막 부분을 깨고, 공간으로 들
어갈 수 있는 입구를 만들었다. 그들은 무릎사이에 머
리와 어깨를 끼운 채, 시멘트가루를 유령처럼 하얗게 
뒤집어쓴 Kiki를 보았다. (c)그는 7일 동안 움직이지도 
못한 채 거기에 누워있었다. Dunic은 재빨리 입구를 넓

혔고 아이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을 했다. 그러나 
(d)아이는 프랑스어로 중얼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움
직이려하지 않았다.
[B] Antons는 큰 충격을 받은 아이가 무엇을 보았을까 
생각했다: 마스크와 불빛의 번쩍임으로 덮인 이상한 얼
굴들. 그는 “우리가 그 아이를 두렵게 하고 있어요,” 라
고 Dunic에게 말했다. Antons가 노래를 부른 것은 그때
였다. 자장가였다. (a)그가 프랑스어로 알고 있는 유일
한 자장가였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Kiki는 손을 내밀
고 기다리는 Dunic에게 왔고, 그는 구조대원에게 Kiki
를 건네주었다. (b)그는 일주일 동안 웅크리고 있던 팔
을 활짝 펴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48. [출제의도] 글의 순서 정하기
▶⑤ (D)의 첫 문장을 통해 생존자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므로 (A)뒤에 바로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
하다. (C)에서 구조 활동 중 Kiki라는 아이를 발견한 
사실이 드러나고 (B)에서는 Kiki가 구조되었다는 내용
이 이어지므로 흐름상 (D)-(C)-(B)가 가장 적절하다. 

49. [출제의도] 지칭어가 다른 대상 찾기
▶① (a)는 구조대원인 Antons를 가리키지만 나머지는 
Kiki를 가리킨다

50. [출제의도] 사실적 이해
▶④ Kiki는 처음에 마스크와 불빛의 번쩍임으로 덮인
얼굴을 보고서 겁을 먹고 응답을 하지 못하다가 프랑스
어 자장가를 듣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 구조대원에
게 왔으므로 구조대의 지시에 즉각 응했다는 내용이 일
치 하지 않는다.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윤리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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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1. [출제의도] 인간의 특성을 이해한다.
제시문은 심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① 유희적 존
재이다. ④ 전통적 관점의 자아실현을 설명한 것으로 
숙명론적 입장이다. ⑤ 사회적 존재이다. 

2.  [출제의도] 이데올로기의 속성을 파악한다.
① ③ ④ ⑤는 이데올로기의 속성을 나타낸다. ② 종교 

및 이상사회의 입장이다. 이데올로기는 인간에 의해 만들
어지는 것이지 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근대의 산물로 본다.   

3. [출제의도] 정약용의 사상을 이해한다.
제시문은 정약용의 글이다. 정약용은 인간을 자연 앞

에서 독존하는 자율적 인격의 주체로 파악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자신의 욕구를 발현하여 충족시켜 나가는 존
재로 보고 있다. 즉, 우주의 기와 인간의 혈기를 엄격히 
구분하여 인간을 혈기적이고 현실적 존재로 보는 것이
다. 그는 인간의 성은 선이나 악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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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의 경향성과 
같은 것(性嗜好:성기호)인데, 인간에게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덕 또한 인
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일상적인 행위 속
에서 실천하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① ② ③ 
④는 부정의 대답이다.

4. [출제의도] 헤겔, 홉스, 플라톤 사상을 파악한다.
갑은 헤겔, 을은 홉스, 병은 플라톤이다. ② 갑은 개

인보다는 국가를, 을은 군주 주권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③ 갑과 병은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상호 조화의 관계
로 본다. ④ 사회계약설은 을의 입장이다.

5. [출제의도] 선종의 수행 방법을 이해한다.
제시문은 혜능의 선종에 대한 설명이다. ㄹ은 돈오점

수로서 선종과 교종을 포함한다. 선종의 종지에는 불립
문자(不立文字 : 문자로써 교(敎)를 세우지 않음), 견성
성불(見性成佛 : 본래의 성품을 직관하여 부처가 됨), 
직지인심(直指人心 : 마음을 직관하여 깨침), 교외별전
(敎外別傳 : 경전에 의존하지 않고 부처의 마음을 전
함) 등이 있다.

6. [출제의도] 도가와 유교의 특징을 비교한다. 
(가)는 도가의 노자 사상, (나)는 유가에서 강조하는 

효이다. 노자는 사회가 혼란한 원인을 근본적으로 인간
의 그릇된 가치관,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회 
규범 및 제도(인, 의, 예, 지, 신, 충, 효 등)로 보고 있
다. ① 불교에서 보는 효의 입장이다.  ③ ④ 순자의 예
에 해당한다.

7. [출제의도] 한비자와 맹자의 특징을 비교한다.
갑은 한비자, 을은 맹자의 사상이다. 한비자는 성악설

을 주장한 순자의 영향을 받아 법가 사상을 체계화하였
으며, “인간은 이기적이며 간사한 지혜에 차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오직 상과 벌로써만 조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국가는 철저하게 형법에 의지해 통치해야 한
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정치의 요체가 법과 술(術)에 있
다고 했다. ① ⑤ 맹자이다. ② 장자이다. ④ 공자의 정
명론이다.  

8. [출제의도] 불교의 기본적인 사상을 파악한다.
퍼즐의 답은 아래 그림과 같다.

인 격
무 위 자 연

(A)의 가로는 ‘인격’이다. (B)의 가로는 ‘무위자연’이
다. 따라서 (A)의 세로는 ‘인연’이다. (나)는 불교의 사
상을 포함하고 있다. 인연 사상은 모든 현상이 무수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서로 관련되어 생겨나며, 원인과 
조건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생
명에 대한 경외심을 북돋워 주었으며, 나 자신이 소중
하듯이 남도 소중하다는 자비를 일으키게 하였다. 또한 
불교에서는 어리석은 중생이 모든 사물은 변한다는 사
실을 깨닫지 못하고 집착을 고집해 고통을 받게 된다고 
보았다. ④ 위진 시대의 현학자들의 입장이다(도가). 

 9. [출제의도] 칸트, 공리주의, 생명존중사상, 실용주의
를 파악한다.

갑은 칸트, 을은 공리주의(벤담), 병은 생명존중사상
(슈바이처), 정은 실용주의(듀이)이다. 칸트에 의하면, 
도덕적 행동은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 없이 그 자체만으
로 선한 선의지(善意志)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의무 의

식에서 나와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란 도덕 법칙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것은 실천 이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ㄴ은 칸트의 입장이다.

10. [출제의도] 사르트르, 쇼펜하우어를 비교한다.
갑은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을은 생철학의 쇼펜하

우어이다. 현대 철학의 특징은 이성적이고 관념적인 철학
에 반대하고 인간의 현실적 삶 자체를 중시하였다. 여기
에는 생철학, 실존주의, 실용주의, 생명 존중 사상 등이 
있다. 실존주의는 개인적이고 현실적이며 결코 상대화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 문제를 중시하였다. 사르트르는 “실
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주장하였다. 생철학은 이성보다
는 감정과 의지를, 지식보다는 직관과 체험을 중시하였
다. 쇼펜하우어는 금욕적 생활을 통한 해탈을 추구하였
다. ㉢의 불안과 죽음에 대하여 신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 
것은 유신론자인 키르케고르의 입장이다. 

11. [출제의도] 수정 자본주의와 고전적 자본주의의 특성
을 이해한다. 

(가)는 수정 자본주의(케인스), (나)는 고전적 자본
주의(스미스)이다. 고전적 자본주의에서는 자유방임을 
추구한 결과 빈부 격차의 문제를 초래했다. 이러한 문
제점을 시장 실패라고 부른다.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수정 자본주의인데, 수정 자본주의 
역시 문제점을 드러냈다.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어 정부 실
패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ㄷ (가)는 정부 실패, (나)는 
시장 실패, ㄹ (가), (나)는 비례적 평등(상대적 평등)
을 강조한다. 결과적 평등은 공산주의 입장이다.  

 

12. [출제의도] 순자의 사상을 파악한다.
제시문은 순자이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타고난 이

기적 욕망과 감정에서 찾으며, 이 욕망과 감정으로 인
해 사회가 혼란해졌다고 본다. 따라서 예치를 통해 인
간 본성의 교화(화성기위)를 강조한다.  ① 맹자의 입
장이다. ④ 장자의 입장이다. ⑤ 묵자의 입장이다.

13. [출제의도] 원효의 사상을 이해한다.
제시문은 원효의 저서인『십문화쟁론』의 일부이다. 

원효가 불교의 여러 이론과 논쟁점을 10문으로 나누어 
지양 ․ 화해시킨다는 것으로, 화쟁사상의 핵심저술이다. 
즉 원효는 불교 종파들의 다양한 주장들이 모두 부처의 
깨달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며, 이는 곧 일심(一心)으로 
귀결된다고 보아, 일심의 견지에서 불교종파간의 대립
을 극복하고 이를 종합하려고 하였다. ① 의천, ② 지
눌, ③ 실학, ④ 소승불교의 입장이다.

14. [출제의도]  이황과 이이의 사상을 비교 분석한다.
(가)는 이황이고, (나)는 이이이다. 이황은 마음의 작

용을 이의 발동으로 생기는 사단과 기의 발동으로 생기
는 칠정으로 구분하였다. 반면에 이이는 이는 작용성이 
없고 기는 작용성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는 발하는 
까닭이고 기는 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와 기가 
모두 발할 수 있다는 이황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비판하고, ‘기가 발하면 이가 기를 탄다’는 명제만이 옳
다는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제시하였다. 
이이에 따르면,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하여 이가 
탄 것이다. 칠정은 사단을 포함하며, 사단은 칠정의 순
선한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다.  ① 이는 본연지성, 기는 
기질지성이다. ② 이통기국은 이이의 사상이다. ③ 이이
는 기질의 선함과 본연의 선함을 같다고 보았다. 즉 칠
정 안에 사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⑤ 이이는 희
노애락(喜怒哀樂)이 이미 발한 상태를 정(情)으로 보았
다. 

15. [출제의도] 성리학과 양명학 사상을 비교한다.
갑은 성리학, 을은 양명학이다. 성리학은 사물의 이치

를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양명학의 격물치지는 
마음 바깥의 사물 속에 있는 이(理)를 마음 안으로 받
아들이는 과정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양지를 개별 
사물에서 극진히 이루는 것으로, 지행합일을 강조한다. 
ㄴ은 양명학, ㄹ은 성리학의 입장이다.   

16. [출제의도]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피노자의 사상을 
파악한다. 

갑은 에피쿠로스학파, 을은 스피노자이다. 에피쿠로스
는 검소한 삶을 지향하고 쾌락을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그가 말한 쾌락이란 허황된 욕
심을 갖지 않음으로써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영혼의 절대적 평온함인 ‘아타락시아(ataraxia)’ 
를 의미한다. 한편, 스피노자는 모든 사유와 사물은 신
이 가진 무한한 속성의 양태에 불과하며, 오직 신을 관
조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 ① 스토아 학파, ② 스콜라 
철학이다. ④ 갑은 목적론적 윤리설에, 을은 의무론적 
윤리설에 영향을 주었다. ⑤ 스피노자이다.

17. [출제의도] 공산주의와 민주 사회주의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가) 민주 사회주의의 <프랑크푸르트 선언>, (나)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 중 일부분이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은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와 
통제를 핵심 원리로 하며,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를 중
요한 이념으로 삼는다. 따라서 물질적 재화의 생산보다
는 분배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이에 반해 
민주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의 계급 투쟁설과 폭력 혁명
론, 재산의 완전 공유,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을 포기하고 
복수 정당제를 인정하면서 선거를 통한 점진적 개혁을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② 1950년대 중반까
지의 공산주의의 입장이다. ③ 롤스의 정의론이다. ④ 
관념론이다. ⑤ (가)는 국가 존속, (나)는 국가 소멸을 
주장한다.

18. [출제의도] 자연과 인간의 조화 사상을 이해한다.
제시문은 인간이 자연과 독립된 별개의 존재이거나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분이라는 관점이 담
겨 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자연을 지배하거나 정복
할 권리는 물론이고 함부로 이용할 권리도 없다. ④ 인
간 중심적 관점에 기반을 둔 진술이다.

19. [출제의도]  소크라테스, 소피스트, 아리스토텔레스
의 사상을 이해한다.

갑은 무지의 자각을 주장하는 소크라테스이고, 을은 
상대론적 진리관을 주장하는 소피스트, 병은 주의주의
를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이다. ① 흄이다. ③ 병은 앎
의 원천을 이성으로 파악한다. ④ 이데아를 주장한 사
상가는 플라톤이다.

20. [출제의도] 동도서기 사상과 위정척사 사상의 공통
점을 찾을 수 있다.

제시문 (가)는 동도서기를 주장한 신기선의 주장이
고, (나)는 위정척사를 주장한 기정진의 글이다. (가)는 
성리학적 전통을 바탕으로 서구의 과학기술을 수용함으
로써 국가 발전을 추구하자는 입장(온건적 개화)이고, 
(나)는 성리학적 가치를 기반으로 우리의 것을 지키자
는 입장이다. ①은 (가)의 사상에만 해당한다. ② ④ ⑤
는 동학사상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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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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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④ 7 ② 8 ⓛ 9 ⑤ 10 ⓛ
11 ② 12 ② 13 ⓛ 14 ④ 15 ④
16 ⓛ 17 ⓛ 18 ② 19 ② 20 ③

해 설

1. [출제의도] 철기 시대에 등장한 초기 국가의 특징을 
이해한다.
  (가)는 동예의 철자형 집터, (나)는 마한의 토실이다. 
ⓛ 동맹은 고구려의 제천행사이다. ② 민며느리제는 옥
저의 결혼풍습이다. ④ 철의 생산과 수출은 변한에 대
한 내용이다. ⑤ 동예는 군장 국가 단계에서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2. [출제의도] 4세기에 전개된 삼국 간의 관계를 파악
한다.
  제시된 지도는 4세기 백제 전성기를 나타내는 지도로 
근초고왕과 침류왕 등이 이 시기 왕에 해당된다. ⓛ 안
학궁은 5세기 고구려 장수왕 때 건설되었다. ② 사비로 
수도를 천도하는 시기는 6세기 백제 성왕 때이다. ③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한 왕은 6세기 신라 진흥왕
이다. ④ 우산국 복속은 6세기 신라 지증왕이다. 

3. [출제의도] 각 시기별 인쇄술의 특징을 이해한다.
  제시된 자료는 시기별 인쇄술의 발달과정이다. 무구
정광대다라니경은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목판인
쇄물이다. 상정고금예문은 대몽항쟁 중 강화 피난 시기
에 제작되었으나 현존하지 않는다. 청주 흥덕사에서 간
행한 직지심체요절은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공인
받고 있다. 계미자는 조선 태종 때 주자소를 설치하고 
구리로 주조하였다. ⑤ 조선 세종 때 주조된 갑인자는 
기존의 밀랍으로 활자를 고정시키는 방법이 아닌 식자
판을 조립하는 방법이다. 이로 인해 종전보다 두 배 정
도의 인쇄능률을 올렸다.

4. [출제의도]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모습을 이해한다. 
  제시된 자료는 김홍도의 자리짜기와 조선후기 향촌사
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사료(일성록)의 내용 중 일부
이다. 서얼은 왜란 이후 사회변동이 심화되는 가운데 
신분상승을 시도하였고, 정조 때에 유득공, 이덕무, 박
제가 등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었다. 조선후기 양
반은 경제 변동과 신분제의 동요 속에서 약화된 권위를 
유지하고자 촌락단위의 동약을 실시하였다. 조선후기 
경제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부농층은 재정 위기를 타개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이해와 일치하여 납속이나 향직 매
매를 통해 합법적으로 성장하였다. 18세기 후반 공노비
의 노비안이 도망과 합법적인 신분 상승으로 유명무실
해지자 순조 때 공노비 해방이 이루어졌다. ⑤ 경재소
는 중앙정부가 현직 관료로 하여금 연고지의 유항소를 
통제하게 하는 제도로 조선전기에 설치되었다.  

5. [출제의도] 조선 세종 시기 과학기술의 발전상을 파
악한다.
  제시된 자료는 세종 때 제작된 칠정산에 대한 설명이
다. 조선 초 세종 때를 전후한 시기의 과학기술은 우리
나라 역사상 특기할 정도로 뛰어났다. ⓛ 배다리는 조
선후기 실학자인 정약용에 의해 설계되었다. ② 천문,역

법을 담당하는 사천대가 설치된 것은 고려시대이다. ④
조선후기 실학자인 홍대용은 과학 연구에 힘썼으며 지
전설을 주장하였다. 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조선 태조 
때 제작되었다.
 
6. [출제의도] 조선시대 지방행정 조직을 이해한다.
제시된 자료는 조선시대 지방행정도이다. <보기>ㄱ 고
려 지방행정구역인 5도에 해당된다. <보기>ㄹ 조선시
대의 지방관은 군현단위까지 파견되었다.
 
7. [출제의도]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변천과정을 이해한
다.
 제시된 자료는 수조권을 가진 양반이 과도하게 백성을 
수취하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킨 것은 영정법에 대한 내용이
다. ③ 조선 세종 때 시행된 연분 9등법은 풍흉의 정도
에 따라 차등을 두어 조세를 거둔 것이다. ④ 세조 때 
시행된 직전법은 수신전과 휼양전의 세습으로 현직관리
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수조권을 현직관리에게
만 지급한 제도이다. ⑤ 문무 관리로 부터 한인에 이르
기까지 등급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 것은 고려 
전시과에 대한 내용이다.

8. [출제의도] 6월 민주항쟁의 의의를 파악한다. 
 제시된 자료는 6월 민주항쟁에 대한 내용이다. ②는 4․
19혁명과 관련된 내용이다. ③은 1969년 박정희 대통
령의 3선 개헌 반대 투쟁에 관한 내용이다. ④는 1965
년 한일국교정상화 반대 투쟁에 대한 내용이다. ⑤는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내용이다. 

9. [출제의도] 고조선의 영역과 사회상을 파악한다.
 제시된 자료는 8조법과 고조선의 세력범위를 나타낸 
지도이다. <보기> ㄱ의 제가회의는 고구려에 해당된
다. <보기> ㄴ의 책화는 동예의 풍습이다.

10. [출제의도] 만적의 난을 통해 고려시대 정치․사회상
을 파악한다.
  제시된 자료는 무신정변 이후 고려전기의 신분제도가 
동요되는 상황에서 최충헌의 사노비인 만적이 신분해방
운동을 모의하는 내용이다. ②의 노비안검법은 고려 태
조 광종 때 시행된 정책이다. ③ 조선시대에 이르러 전
국의 모든 향․부곡이 폐지된다. ④의 응방 설치는 원나
라 간섭기의 내용이다. ⑤의 처인성 전투는 강화천도 
이후 대몽항쟁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11. [출제의도] 예송을 통해 붕당정치의 전개과정을 이
해한다.
 제시된 표의 (가)는 서인, (나)는 남인에 해당된다. 
<보기>ㄴ 노론과 소론의 분열은 서인이 남인을 역모
로 몰아 정권을 독점한 경신환국(1680)이후이다. <보
기> ㄹ의 예송 당시 정국은 서인이 우세한 가운데 남
인과 연합하여 공존하는 구도이다.

12. [출제의도] 고려시대 의천의 활동을 이해한다. 
 제시된 자료는 의천에 대한 내용이다. ⓛ은 고려후기 
승려 각훈, ③은 고려후기 승려 일연, ④는 통일신라 승
려 혜초, ⑤는 통일신라 승려인 의상에 대한 내용이다.

13. [출제의도] 1910년대 일제의 경제침탈을 이해한다.
  제시된 자료는 1912년에 발표된 토지조사령에 대한 
내용이다. ② 전시동원 체제는 중일전쟁 이후이다. ③ 
조선공업화 정책은 1930년대 한반도 북부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④ 1920년대 실시된 산미증식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⑤ 1920년대의 소작쟁의에 대한 내용이다. 

14. [출제의도] 역대 왕조에서 실시한 토지 제도의 종
류와 특징을 파악한다.
 제시된 자료는 역대 왕조의 토지제도에 대한 내용이
다. (가)는 신라 중대 관료전 지급, (나)는 신라 하대 
녹읍의 부활, (다)는 고려 전시과, (라)는 과전법에 대
한 내용이다. <보기>의 ㄱ은 녹읍 부활과 관련된 내용
이다. <보기>의 ㄷ은 과전법에 대한 내용이다. 

15. [출제의도] 고려시대 주요 행정구역에서 발생한 사
건들을 파악한다. 
 제시된 지도는 고려시대 주요 행정구역이다. (가)는 
서경, (나)는 개경, (다)는 남경, (라)는 동경이다. 서경
은 고려 태조 때 북진정책의 전진 기지로 개발되었다. 
풍수지리설은 고려 시대에 크게 유행하여 문종을 전후
한 시기에  북진 정책의 퇴조와 함께 새로이 한양명당
설이 대두하여 남경으로 승격시키고 궁궐을 지어 왕이 
머무르기도 하였다. 서경세력과 개경 귀족이 대립한 묘
청의 서경천도운동은 문벌 귀족 사회 내부의 모순을 드
러낸 사건이다. ④는 서경에서 일어난 조위총의 난에 
대한 내용이다.

16. [출제의도] 고려 시대 무역활동을 이해한다.  
 제시된 자료는 동국이상국집에 실린 이규보의 시 예성
항이다. 시의 내용은 고려시대 국제무역항인 벽란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고려는 송․거란․여진․일본․대식국
등 주변 각국들과 외교관계를 가지면서 활발하게 대외
무역을 전개하였다. ②의 저화는 조선 초기에 만들어 
유통시키려 하였으나 부진하였다. ③의 만상은 의주를 
중심으로 조선후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사상이다. ④⑤
청해진과 울산항은 남북국 시대의 무역로에 해당된다.

17. [출제의도] 나말여초 문화의 특징을 이해한다.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은 신라 말에 제작되었다. 신라 
말에는 선종의 영향으로 승탑이 유행하였다. ③무신집
권기 불교계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신앙결사 운동이 활
발하게 전개되었는데 대표적인 결사운동은 지눌의 수선
사 결사, 요세의 백련결사가 해당된다. ④ 조선 세조 때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불교진흥책이 추진되었다. ⑤ 조
선후기 양반과 부농의 지원 아래 불교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다.

18. [출제의도] 조선후기 농민의 경제생활을 파악한다.  
  제시된 자료는 양난 이후의 사회 변화 속에서 근대 
태동기의 경제 발전에 대한 내용이다. 대동법은 방납의 
폐단으로 인해 농민의 토지 이탈이 심화되자 부족한 국
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
선후기에 시행되었다. 대동법의 실시는 농민에게 과중
하게 부과되던 공물 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시켰다. 양 
난 이후 지대 납부 방식이 타조법(정률지대)에서 도조
법(정액지대)으로 변화되면서 지주와 전호는 신분적 관
계보다 경제적 관계로 바뀌어 갔다. 조선후기의 농민들
은 장시가 증가하여 상품의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쌀․
목화․채소․담배․약초 등을 재배하여 팔았다. 조선후기 농
민은 모내기법이 확대되면서 일손을 덜 수 있게 되자 
경작지의 규모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광작 경영 방식은 
일부 농민의 농가소득을 증가시켜 부농으로 성장하는 
등 농민층의 분화를 가져왔다. ② 금양잡록은 조선 전
기에 간행된 농서이다. 

19. [출제의도] 미륵사지석탑의 특징을 파악한다.  
 제시된 자료는 복원 공사 중인 백제 미륵사지 석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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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내용이다. 미륵사지 석탑은 서탑만 일부 남아 있
는데, 목탑의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으며 미륵신앙이 
반영되어 있다. <보기>의 ㄴ은 신라 분황사탑에 대한 
내용이다.  

20. [출제의도] 사림파의 성장과정과 특징을 이해한다.
  제시된 자료는 사림에 대한 내용이다. 사림은 조선 
성종 대에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사화를 거치면서 정치적인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지방
의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성장하여 조선후기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보기>의 ㄱ,ㄹ은 훈구에 대한 내용
이다.

한국지리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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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1. [출제의도] 지도의 특징을 파악한다.
(가)는 지형도, (나)는 해도이다. 두 지도는 모두 실

측도이다. 하지만 지형도는 일반도, 해도는 주제도이다. 
지도에서 계곡선과 축척을 보면 단위 면적의 넓이를 비
교할 수 있다. (가)지도가 더 대축척지도이므로 실제 
면적은 B가 더 넓음을 알 수 있다. 

2. [출제의도] 지질도를 보고 우리나라 동남부지역의 
지질형성과정을 이해한다.

 A는 신생대 제3기층, B는 불국사화강암, C는 경상
분지, D는 대보화강암, E는 영남지괴에 해당된다. 마그
마의 열하분출로 형성된 곳은 철원의 용암대지이고, 편
마암류로 구성된 안정지괴는 영남지괴이다. 얕은 바다
에서 형성된 지질은 고생대 석회암지대이며, 신생대 제
3기층에서 갈탄, 천연가스층이 발견된다.

3. [출제의도] 고문헌을 통해 과거로부터 발생했던 기
상현상을 파악한다.

조선시대 기상 서적인 서운관지의 ‘土雨’와 고려시대 
삼국사기의 ‘雨土’는 하늘에서 흙먼지가 비처럼 떨어지
는 현상을 묘사한 것으로 황사에 해당된다. 황사는 산
불이 가장 잘 일어나는 봄에 주로 발생하고 호흡기 질
환을 유발한다.

4. [출제의도] 지형도를 분석하여 지리정보를 추론하
는 능력을 기른다.

지도 왼쪽 상단의 막대자를 통해 지도의 축척이 
1:50,000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곡선의 간격은 
20m이고 해수면이 100m 상승하면 이 지역은 4개의 섬
으로 분리된다. 후박나무 자생지와 위도를 고려해볼 때, 
이 지역에는 상록활엽수가 분포하며 돌출된 A지점은 
파랑에너지가 강해서 침식된 암석해안이 나타나고, 만
입부인 B지점은 상대적으로 약해서 모래가 퇴적된 해
안사빈이 형성된다. C-D의 단면은  와 
같다.

5. [출제의도] 우리나라의 지역별 기후에 대한 이해도

를 측정한다.
A는 중강진과 평양, B는 청진과 해주, C는 강릉과 서

울, D는 군산과 부산, E는 여수와 제주이다. 그래프의 
지역은 대략 연강수량 1400mm와 연교차 24℃인 지역
과 연강수량 1200mm, 연교차 28℃인 지역이다. 따라
서 이와 같은 기후 값을 보이는 지역으로는 강릉과 서
울이 해당된다.

6. [출제의도] 푄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국지적 기후 
변화를 이해한다.

 푄현상에서 바람의지 사면에서 일어나는 기후 변화
를 묻는 문제이다. 습한 공기가 산을 넘어 사면을 타고 
내려오면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분다. 봄에 영동지방이 
건조해지고, 분지인 대구가 여름에 타 지역보다 더운 
것도 이 때문이다. 겨울에는 북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
며 고온 건조해져 강릉이 동위도의 서울보다 기온이 높
게 나타나는 원인이 된다.

7. [출제의도] 하상계수의 의미를 파악한다.
그래프는 1920년과 1990년의 우리나라 주요하천의 

하상계수 변화를 보여준다. 하상계수는 하천의 최소유
량 대비 최대 유량을 나타낸 것으로 하상계수가 작아졌
다는 것은 이전보다 유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댐 건설과 조림사업이 하상계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요인이다. 

8. [출제의도] 조력발전의 원리와 특징을 이해한다.
그림은 조력발전의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조력발전

은 조석간만의 차가 큰 만에서 유리한 방식으로 밀물 
때 물을 가두었다가 썰물 때 방류하여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얻는 방식이다.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
으나 건설시 대규모 물막이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
설비가 비싸고, 물을 가두어 놓기 때문에 수질이 오염
되기 쉽다. 해협을 통과하는 빠른 조류를 이용하는 발
전은 조류 발전이다.

9. [출제의도] 대설 현상의 원리와 이에 적응하는 생활
양식을 파악한다.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대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
다. 영동지방의 경우 북동기류의 유입에 따른 지형성 
강수로 나타나며, 다른 하나는 차가운 시베리아 기단이 
황해 바다를 지나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 서해안 일대에
서 발생한다. 특히 겨울철 바다의 수온이 해상의 기온
보다 25℃ 이상 높을 때 대설주의보가 발령된다.

10. [출제의도]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의 인문적 특징
을 파악한다.

여행지 1에서 설명하는 세계문화유산은 조선시대 대
표적 유교적 경관이 있는 곳으로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이 해당된다. 여행지 2는 대장경이 있는 곳으
로 합천 해인사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글에서 설명
하고 있는 여행 경로는 D 이다.

11. [출제의도] 섬유 산업과 신발산업의 변화에 대해  
이해한다.

 (가),(나)는 모두 노동지향형 공업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양 산업이나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개발로  
발전하고 있다. (가)는 섬유산업, (나)는 신발산업이다. 

12. [출제의도] 도시 기본 계획의 변화를 통해 도시의 특
징을 파악한다.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의 공간적 불균형이 완화될 것
이며 도시의 공간구조는 점차 여러 개의 중심지가 나타
나고 도시의 주변부에도 중심지가 등장하면서 도시적 

생활양식이 더욱 확대된다. ④는 2도심 3부도심 체계가 
2020년에 나타남을 지도를 통해 볼 수 있다.

13. [출제의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생산액으로 각 
지역별 공업 비중을 이해한다.

우리나라의 권역별 공업 비중을 그래프를 통해 비교하
여 권역별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그래프를 분석해보
면 종사자 수 비중은 수도권이 가장 크고 종사자 수 대비 
생산액으로 알아보는 노동 생산성은 수도권이 가장 낮다. 
사업체당 생산액 비중은 수도권이 가장 낮으며 사업체 당 
평균 종사자 수도 수도권이 가장 낮다.

14. [출제의도] 국립공원, 경제자유구역의 의미와 분포
를 파악한다. 

ㄱ. 국립공원: 가야산, 계룡산, 덕유산, 북한산, 설악
산, 소백산, 속리산, 월악산, 월출산, 주왕산, 지리산, 한라
산,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변산반도, ㄴ. 경제
자유구역: 인천, 황해, 새만금․군산, 광양만, 부산․진해, 대구․
경북 ㄷ. 기업도시: 무주, 무안, 태안, 영암, 충주, 원주, 
강릉 ㄹ. 혁신도시: 충북(진천, 음성), 강원(원주), 대구, 
울산, 부산, 경남(진주), 제주(서귀포), 광주․전남(나주), 
전북(전주, 완주), 경북(김천), (대전 충남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이유로 제외되었다.)

15. [출제의도] 수도권의 인구증감과 이에 따른 변화
를 이해한다.

을 : 침상도시 성격이 강한 분당, 일산 신도시는 1990
년대 초반에 조성되었다. 정 : (라) 시기에는 서울 주변 
위성도시들의 인구 증가가 안정화된 시기로 인구 증가율
은 감소하나 여전히 +값을 보이므로 경기도 전체 인구증
가는 계속 이루어진다.

16. [출제의도] 시도별 제조업 종사자 수 대비 서비스
업 종사자 수의 비율을 파악한다.

그래프에서 (가)는 제조업 대비 모든 서비스업의 비율이 
제일 높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업이 가장 발달한 서울
이 해당된다. (나)는 생산자 서비스업의 비율은 낮은 편이
나 소비자 서비스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관광산
업이 발달한 강원도이다. (다)는 타 지역에 비해 서비스업
이 발달되어 있으나 수도권 공업의 교외화로 인해 제조업 
종사자 수 대비 서비스업 종사자 수 비율이 모두 낮게 나
타난다. (라)는 제조업 대비 모든 서비스업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므로 타 지역보다 제조업이 크게 발달한 도시
인 울산이 해당된다. 

17. [출제의도] 지역별 국제결혼 비율을 이해한다. 
 호남지방의 국제결혼 비율은 지도상에서 전주, 광주, 

여수 등의 도시는 5%미만, 고창, 함평, 임실, 진안 등의 
지역에서 15%이상 나타남을 알 수 있다. ㄴ. 외국인 여
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농어촌 지역에 정착한 경우
가 그 반대인 경우보다 많다. ㄹ. 외국인의 제조업 취업
이 국제결혼의 시군별 차이가 생긴 주요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18. [출제의도] 교통의 발달에 따른 지리적 현상을 이
해한다.

 도시생활권의 확대, 고차 중심지의 강화, 지역 문화 
축제의 활성화,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의 상
업적 농목업 발달은 교통의 발달에 따라 나타난다. 춘
천이나 아산 지역을 수도권 주민들이 일일 관광 할 수 
있고 진도, 해남 지역에서 상품작물 생산이 가능한 것
도 교통의 발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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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제의도] 강원도 지역의 특성을 파악한다. 
글의 (가)는 평창의 메밀꽃 축제, (나)는 삼척에서 

개최되는 동굴축제에 관한 글이다. 지도의 A는 춘천, B
는 양양, C는 평창, D는 영월, E는 삼척이다.

20. [출제의도]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를 파악한
다.

기후 온난화로 여름철 휴양을 위한 기간은 증가하고, 
한라산의 고산식물 자생지는 그 규모가 감소할 것이고 
무상일수가 증가하여 영농가능기간도 길어진다.

세계지리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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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1. [출제의도] 지도를 보고 해당국가의 특색을 이해한다.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국가에 해당하는 A : 슬로베니

아 - 카톨릭교, B : 크로아티아  - 카톨릭교, 정교, C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이슬람교, 정교,  D:세르비
아 - 정교, 이슬람교, E: 몬테네그로 - 정교이다. 
1991년에 독립한 국가로 제1종교가 카톨릭이고 유로화
를 사용하고 산지국가인 나라는 슬로베니아이다.

2. [출제의도] 동남아시아 국가의 종교분포를 파악한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 필리핀은 에스파

냐 식민지의 영향으로 카톨릭교, 베트남은 불교를 믿는 
비율이 높다. A: 이슬람교, B: 불교, C: 힌두교, D:카톨
릭교이다. 유럽인의 선교 활동으로 전래된 것은 카톨릭
교이다. ② (가) 유적은 불교와 관련이 있다. ③ 힌두교
는 다양한 신을 믿기에 유일신이 아니다. ④ 발생 시기
가 가장 빠른 것은 힌두교이다.

3. [출제의도] 열대 수렴대의 위치 변동에 따른 아프리
카의 기후 특성을 이해한다.

열대수렴대가 북반구에 올라가 있는 A월은 7월, 남반
구에 내려가 있는 B월은 1월이다. (가), (마)는 지중해
성 기후지역, (나), (다)는 사바나 기후지역이다. 따라
서 A월의 (나)는 열대우림기후의 영향을 받아 우기가 
된다.

4. [출제의도] 환경과 관련된 국제적 협약을 파악한다.
A : 바젤협약 , B : 람사르 협약, C : 교토의정서 , 

D :몬트리올의정서 , E : 리우협약

5. [출제의도] 자원의 특성을 파악한다.
(가) 철광석 : 고기습곡산지에서 주로 생산되는 자원으

로 20세기부터 기간산업의 중요한 자원이다. 중국은 
주요 생산국이면서 최대 수입국이기도 하다. (나) 희
토류 : 21세기 들어 중요성이 대두된 자원으로 전 세
계적으로 분산되어 매장되어 있으나, 생산량은 중국
이 전 세계 소비량의 97%를 공급하고 있다.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휴대전화, 카메라, 광섬유, 유
리 첨가제, 광섬유, LED, 이동식X-Ray, 전기자동차
에 사용되어 소비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6. [출제의도] 미국에서 지형의 분포 특색을 이해한다.
 A: 캐나다 서부, B: 애리조나, C: 미시피강 하류, D: 

오대호, E: 세인트로렌스강 주변이다. (가) 후빙기 해수
면 상승에 의한 지형 (나) 건조지역인 미국 남서부 지
역의 애리조나주, 유타주, 네바다주 등의 경암층에 둘
러싸인 탁상지형을 의미한다. 매사가 개석되어 정면이 
작아진 고립구를 뷰트라고 한다.

 7. [출제의도] 철강공업 입지변화의 특성을 이해한다.
 미국의 철강공업은 19세기 중반에는 애팔래치아 

탄전 지역에 입지하였으며 19세기 후반은 오대호 연안으
로, 20세기 중반에는 적환지인 대서양 연안에 입지한다. 

8. [출제의도] 남부 아시아의 주요 공업 분포를 파악한다.
지도를 보면 A는 IT산업, B는 제철공업, C는 섬유공

업이다. IT산업은 특성상 우수한 연구 인력을 기반으로 
발전하였고, 제철공업은 인근 원료산지를 바탕으로 성
장하였다. 섬유공업은 노동지향성 공업으로 값싼 노동
력을 바탕으로 성장하였고, 주요 목화 재배지와의 연관
성이 크다. 셋 중 발달 역사가 가장 긴 공업은 C 이다.

9. [출제의도] 그래프의 기후 값을 보고 해당 지역의 특
징을 파악한다.

그래프를 보면 A는 1월 전후의 기온이 7월 전후의 
기온보다 높으므로 남반구 이고 25℃ 이상의 기온을 유
지하는 것으로 보아 열대 기후이며 건기와 우기가 뚜렷
하므로 Aw(다윈) 기후이다. B는 7월 전후의 기온이 1
월 전후의 기온보다 높으므로 북반구, 두 시기의 기온
과 강수량 분포로 미루어볼 때 Cs(로마)에 해당된다.

10. [출제의도] 지도를 보고 중국의 공업 지역 변화를 
이해한다.

지도는 A시기는 중화 인민 공화국 성립 이전, B시기
는 1950년대 대약진 운동 무렵, C는 2008년 베이징 올
림픽 시점의 공업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개혁․개방 정
책이 실시된 시기는 1970년대 중반 이후이고 경제 특
구 또한 이 때 이후 발달하였다. 이후 공업지역이 석유 
자원 확보를 위해 서쪽 내륙으로 확장되었고, 이들 지
역은 교통로와 송유관의 개설로 급속히 공업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11. [출제의도] 세계의 주요 지형에 대한 개념 정리 및 
분포 지역을 파악한다.

A는 안정지괴, B는 고기 습곡 산지, C는 신기 습곡 
산지를 설명한 글이다. 따라서, 안정지괴 - 고기 습곡 
산지 - 신기 습곡 산지 순서로 연결된 지역은 앙가라 
순상지 - 우랄산맥 - 알프스․히말라야 조산대를 연결
한 (나)이다. 

12. [출제의도] 통계 비교를 이용하여 각국의 인문적 특
징을 파악한다.

 한국의 지표 값을 100으로 가정하고 비교한 각국의 
인문 데이터를 비교 측정한 값이다. (가)는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이 세 배 이상, 프랑스는 두 배, 튀니지는 절
반 정도에 해당하는 데이터 이므로 노령화 지수에 해당
한다. 같은 방법으로 비교하면(나)는 도시화율, (다)는 
합계 출산율, (라)는 영아 사망률에 해당한다. 

13. [출제의도] 라틴아메리카의 자연 환경을 이해한다.
A는 베네수엘라로 신기 습곡 산지 인근의 대표적 석

유 생산국이다. B는 아마존 분지로 평탄한 지역에서 자
유 곡류하는 하천들이 분포한다. C는 브라질 고원이고, 
D는 아타카마 사막으로 한류가 용승하는 해안가에 형
성되는 사막이다. E는 팜파스로 세계적 밀재배가 이루
어지는 온대 초원이다. 

14. [출제의도] 오스트레일리아의 기후를 파악한다.
제시된 기후그래프 (가)는 연강수량이 250mm～

500mm이므로 BS기후이고 (나)는 연중 고른 강수와 
기온을 미루어볼 때 Cfb 기후이다. 해당 기후가 나타나
는 지역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찾으면 BS는 B, Cfb는 
C에 해당된다. A는 Cs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다.

15. [출제의도]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인종분포를 파악한다.
문제에서 어머니는 혼혈인인 메스티소, 아버지는 유

럽인이다. 라틴 아메리카 각국의 주요 인종을 살펴보면 
볼리비아는 인디오가 55%, 베네수엘라는 메스티소가 
66%, 아르헨티나는 유럽인이 97%를 차지한다. 따라서 
A는 유럽인, B는 메스티소, C는 인디오이다.

16. [출제의도] 차의 국제적 이동과 특성을 이해한다.
중국, 스리랑카가 주산지이면서 북서유럽에서 주로 

수입하는 작물은 ‘차’이다. 차는 고온다습한 계절풍이 
불어오고 배수가 잘되는 경사지에서 주로 재배된다. 인
도 아삼지방, 중국 화남지방, 스리랑카가 대표적인 지역
들이다. ㄱ. 세계에서 무역량이 가장 많은 기호작물은 
커피이다. ㄷ. 건․우기가 뚜렷한 사바나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작물은 커피, 면화 등이 있다.

17. [출제의도] 러시아 주변 국가군의 특성을 이해한다.
① (가)는 리투아니아 3국으로 독립국가연합에 가입

하지 않고 EU에 가입하였다. ② 건조기후지역에서 면
화재배와 유목을 하는 지역은 (라) 국가군이다. ③ 
(다)는 카프카스 지역으로 이슬람교를 믿는 주민들이 
많아 러시아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④ 석유가 풍부
하게 매장된 지역은 카스피해 연안의 (다) 국가군이다.

18. [출제의도] 남부유럽 지방풍의 특성을 파악한다.
A는 알프스를 넘어 불어오는 고온 건조한 푄으로 기

후가 온난해지는 봄철 이후에 주로 발생한다. B는 한랭
한 공기가 중력에 의해 하강하는 보라로, 기후가 한랭
해지는 늦가을 무렵 발생한다.

19. [출제의도] 건조기후지역 사막화의 문제점을 파악한
다.

그림의 지하 관개 수로는 서남아시아 이란 등지의 카
나트를 모식화한 그림이다. 최근 이 지역은 지구온난화
와 과도한 목축으로 인한 사막화 현상이 심각하다. 사
막화로 내륙 호수가 마르고 지하수면이 낮아지면서 주
민의 생존이 큰 위협에 직면해 있다. 건조기후지역에서
는 과도한 수분 증발로 토양층에 염류가 집적된 모습을 
볼 수도 있다.

20. [출제의도] 유럽 주요국의 무역액 분석을 통하여 자
료 해석 능력을 신장한다.

ㄱ. 미국과의 무역 비중은 영국이 독일보다 2% 더 
많지만 독일의 무역액이 영국보다 두 배 더 많으므로 
미국과의 무역액은 독일이 더 많다. ㄹ. 프랑스와 중국
과의 무역 비중이 독일과 스위스 간의 무역 비중보다 
0.3% 더 많지만 독일의 무역액이 프랑스보다 두 배 더 
많기 때문에 독일과 스위스간의 무역액이 더 많다.

경제지리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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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1. [출제의도] 녹색성장 추진 전략과 특징을 이해한다.
지도는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국의 추진 전략이다. 녹

색성장은 현 세대 수요보다는 미래 세대의 수요 충족을 
위한 자원 절약과 대체에너지 개발, 환경 보호에 목적
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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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제의도] 표를 통해 세계도시의 특징을 이해한다.
A는 세계 도시 평가 항목 순위가 대체로 높은 선진

국이나 인구증가율이 적을 뿐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아
니다. B는 세계 도시 평가 항목 순위가 서울보다 모두 
낮아 종합순위도 낮다. A는 B보다 인적자원 순위가 높
지만 그렇다고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없다. 서울은 세계 도시 평가 항목 순위 격차가 크다.

3. [출제의도] 금의 특징과 광물의 국가별 생산량 순위
를 파악한다.

(가)는 금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의 생산량이 많다. ①은 구리, ③은 보크사이트　④는 텅
스텐 ⑤는 철광석이다.

4. [출제의도] 목화와 커피의 주요 생산국과 특징을 파
악한다.

(가)는 목화, (나)는 커피이다. 목화는 플랜테이션 작
물이며, 커피는 커피생산국연합(APCP)의 자원 카르텔
이 형성되어 있다. 교역량은 목화에 비해 커피가 많다.

5. [출제의도] 각 에너지원별 세계 전력 생산량의 특징
을 파악한다.

(가)는 원자력, (나)는 수력이다. 원자력은 화석연료
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이 좋지만, 청정에너지로 분류되
지는 않는다. 수력은 국내 재생 에너지 중 생산비율이 
가장 높으며, 재생에너지는 21%에서 18%로 비중은 감
소했으나 전력 생산량을 표현한 원의 크기가 커진 것을 
보아 전체 생산량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6. [출제의도] 튀넨의 농업입지이론을 이해하고, 조건 변
화에 따른 작물 재배면적 변화를 파악한다.

T1시기 A작물 지대그래프는 y=300-60x, B작물 지
대 그래프는 y=100-10x로 두 그래프의 교점 x값이 4
이므로 A작물을 시장에서 4km까지, 그 이후는 B작물을 
재배한다. T2시기 A작물 지대그래프는 y=300-20x, B
작물 지대그래프는 y=200-10x으로 두 그래프의 교점 
x값이 10이므로 A작물을 시장에서 10km까지 재배하게 
된다. A작물 재배면적 변화는 T1시기에 반지름이 4km
인 원으로 면적이 16π, T2시기에는 반지름이 10km인 
원으로 면적이 100π로 증가하여 실제 84π만큼 증가하
였다.

7. [출제의도] 우리나라 서비스업 구조 변화에 대해 이
해한다.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구성비는 거의 변함이 없지
만 1986년에 비해 2005년 총인구가 두 배 이상 증가 
했으므로 종사자 수는 증가하였다. 도매 및 소매업 종
사자 구성비는 약 10%정도 감소하였으나 종사자 수는 
2005년이 더 많다.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은 약 
10%에서 12%로 2%가량 증가 하였으며, 사업 서비스
업 종사자 구성비는 2%에서 11%가량으로 증가율이 가
장 높다.

8. [출제의도] 제품 수명주기 이론의 단계별 특징을

파악한다.

Ⅰ단계는 연구개발비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단계로 기업은 적자를 본다. Ⅱ단계는 
본격적으로 제품을 판매하여 매출액이 증가하고 기업의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Ⅲ단계에는 소품종 대량생
산하는 단계로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하며, Ⅳ단계는 
제품의 판매 수명이 다하여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는 단
계이다.

9. [출제의도] 우리나라 공업품의 특징을 이해한다.
(가)는 휴대전화로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 연구 개

발비용이 많이 든다. (나)는 선박으로 대형 기계 설비
를 필요로 하는 자본집약적 산업이며 운반의 편리성을 
위해 주로 해안에 입지한다. (다)는 자동차로 운송비 
절감을 위해 집적지향 입지를 한다. (라)는 섬유로 생
산비에서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10. [출제의도] 교통수단별 국내 여객 수송의 특징을 이
해한다.

A는 1990년대 이후 여객 수송량이 급증한 지하철, B
는 자동차로 지하철에 비해 문전연결성은 높으나 정시성
과 1회 운행 당 평균 이용객수는 낮다.

11. [출제의도] 한국의 수출 품목별 구성비와 국가별 무
역 특화 지수를 이해한다.

(가)는 자동차, (나)는 철강, (다)는 섬유이다. 자동
차는 일본의 무역 특화 지수가 가장 크고 철강은 중화
학 공업으로 많은 시설 설비를 필요로 한다. 섬유공업
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며 무역특화지수는 중국이 가
장 크다.

12. [출제의도] 베버의 공업 입지론에 대해 이해하고, 최
소 생산비 지점을 파악한다.

제시된 조건에서 운송비는 2km마다 50원씩 증가하는 
구간별 요금제가 적용되므로 각 지점의 생산비를 계산
하면 다음과 같다.

요소 무게비율 거리 운송비 노동비
A

원료1 1 2 50
700원료2 2 4 100

제품 2 2 50

요소 무게비율 거리 운송비 노동비
B 

원료1 1 4 100
500원료2 2 2 50

제품 2 2 50
요소 무게비율 거리 운송비 노동비

C
원료1 1 1 50

300원료2 2 5 150
제품 2 5 150

  위의 표를 토대로 계산을 하면,
  A는 100+800+200+700=1,800원
  B는 400+200+200+500=1,300원
  C는 50+1,500+1,500+300=3,350원 이므로,
  공장입지에 유리한 순서는 B-A-C 순이다.

13. [출제의도] 그래프를 분석하여 충청권의 공업 구조
를 이해한다.

 원의 크기는 생산량과 비례하므로, 천안의 공업 생
산량이 가장 많다. 천안, 아산, 청원은 컴퓨터/전기전자/
정밀기기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당진은 금속/조립금속/기
계공업이, 서산은 운송장비 공업이, 음성 및 진천은 기
타 공업의 비중이 가장 높다. 비금속 공업은 음성과 당
진, 청원에 발달해 있으며, 수도권과의 접근성과는 입지
의 관련성이 적다. 

14. [출제의도] 국가별 산업구조 변화 그래프를 통해 두 
국가의 특징을 파악한다.

제시된 자료의 (가)는 우리나라, (나)는 인도네시아
의 산업구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006년 현재 (가)
는 3차 산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아 산업 구조가 고
도화 되어 있고, (나)는 3차 산업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1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상태이다. 형성평
가 문제의 1~4번은 모두 옳은 설명이며, 2점과 1점짜
리 문항에 옳게 답했으므로 학생의 점수는 총 3점이다.

15. [출제의도] 우리나라와 FTA가 타결된 국가 및 협상 
진행 국가를 파악한다.

지도의 (가)는 발효 또는 타결된 국가, (나)는 협상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국가를 나타낸 것으로 역내 
관세 철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원의 크기는 수입시장 
규모에 비례하므로 EU의 시장규모가 가장 크며, FTA 
추진은 지역주의 경제가 확산됨을 의미한다. 생산요소
의 자유로운 이동은 공동시장에 관한 설명이다.

16. [출제의도] 자동차, 선박, 섬유 공업의 특징을 이해
한다.

(가)는 자동차, (나)는 선박, (다)는 섬유이다. 노동
집약적이며 1960년대 공업을 선도한 산업은 섬유공업
이고, 선박은 운송비 절감을 위해 항만에 입지하며 관
련 산업과의 연계성은 섬유보다는 선박이 더 크다. 자
동차는 섬유보다 대단위 용지가 필요하다.

17. [출제의도] 하루 동안의 시간대에 따른 발전원별 전
력 생산량을 이해한다.

(가)는 수력, (나)는 천연가스, (다)는 석유, (라)는 
원자력이다. 전력 소비가 많은 곳에 입지하는 것은 화
력발전이며, 천연가스는 국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 최
근 소비량이 급증하는 청정에너지는 천연가스이다. 발
전량을 조절하기 어려운 것은 원자력이며 원자력은 석
유보다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이 적다.

18. [출제의도] 테헤란벨리의 지역 혁신 네트워크 모식
도를 이해한다.

그림에 표현된 A지역은 첨단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지역 내 대학 보다는 서울의 대학과 연계가 강하다. 첨
단산업이 집적된 이 지역에는 금융, 전문자문서비스, 경
영지원서비스 등의 생산자 서비스업이 입지한다. 첨단
산업은 유연적인 생산체제가 가능하며, 교통통신의 발
달로 해외 기업과도 연계되어 있다.

19. [출제의도] 중심지 이론 변화 개념을 이해한다.
테헤란로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증가는 소득이나 

인구수가 증가하면 최소 요구치 면적이 감소하여 중심
지 수가 증가하고 중심지간 거리가 가까워진다. 고위중
심지나 저위중심지와 같은 계층 개념은 신문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다.

20. [출제의도] 국가적 차원의 공간구조 발달단계를 이
해한다.

1단계는 전산업화 단계로 소도시들이 분리되어 발달
되었고 연계가 일어나지 않는다. 2단계는 단일 중심지
형성으로 역류효과가 발생한다. 3단계는 단일중심지에
서 벗어나 주변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해 져서 종주도시
의 성격이 약화되어 배후지 지배력도 약해진다. 4단계
는 공간 경제가 통합되고 파급효과가 발생하여 균형적
으로 개발되는 시기이다.

한국 근ㆍ현대사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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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1. [출제의도] 임오군란의 결과를 파악한다
ㄱ. 영선사는 임오군란 발생 이전인 1881년 청에 파

견되었다.  ㄴ. 흥선대원군의 재집권으로 개화정책이 일
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청의 개입 이후 민씨 정권은 개
화정책을 재추진하였다. ㄷ. 청은 내정 간섭을 위해 묄
렌도르프, 마젠창 등을 파견하였다. ㄹ. 조․ 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의 체결로 청 상인의 내지무역이 허용되었다.  

2. [출제의도]  병인양요에 대해 파악한다.
제시문은 청국주재 프랑스 대리 공사인 벨로네가 청나

라의 통리기무아문에 보낸 통고문이다. ① 병인양요
(1866)때 프랑스는 강화도에서 철수하면서 외규장각의 
많은 문화재를 약탈하였다. ② 일본, ③ 영국 ④ 미국 
⑤ 청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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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제의도] 강화도 조약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의 특징
을 이해한다.

(가)는 강화도 조약(1876)이고, (나)는 조․ 미수호통
상조약(1882)이다. ㄱ. 제물포조약의 내용이다.   ㄹ. 최
혜국대우는 (나)에만 해당된다.

4. [출제의도] 우리나라의 국권피탈과정을 파악한다.
① 재정고문으로 일본인 메가다, 외교고문으로 미국

인 스티븐슨이 임명되었다. ② 을사조약에 저항한 내용
이다.  ③ 기유각서의 내용이다.  ④ 을사조약의 부당성
을 알리기 위해 고종은 헐버트를 미국에 파견하였다. 
⑤ 정미의병에 대한 내용이다.   

5. [출제의도] 1920년대~1930년대의 민족 실력양성운
동을 파악한다.

(가)는 브나로드운동, (나)는 민립대학 설립운동이다.
ㄱ. (가)는 1930년대, (나)는 1920년대의 사실이다. 
ㄷ.은 (가)에 대한 설명이다. 

6. [출제의도] 일제의 식민지 경제정책에 대해 이해한다
(가)는 토지조사사업 (나)는 산미증식계획이다. ③ 

1876년 조․ 일통상장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1882년 
미국과의 통상조약에 관세조항이 들어가면서 일본도 더 
이상 관세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1883년 조선측의 
전권대신 민영목(閔泳穆)과 일본측의 전권대신 다케조
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사이에 조인된 전문 42조의 
조약이 체결되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 

7. [출제의도]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파악한다.
동학 농민운동은 교조신원운동에서 시작되어 고부봉

기, 1차봉기, 전주화약, 2차봉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가) 앞의 그림은 동학농민운동 1차 봉기(1894.3)이고, 
뒤의 그림의 2차 봉기(1894.9)이다.  ① 일본의 청일전
쟁 도발과 우리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이 2차 봉기의 원
인이 되었다.  ② 2차 봉기 이후이다. ③ 최제우의 처형
은 1864년이다 ④ 보은집회는 1893년 3월이다. ⑤ 고
부민란은 1984년 1월이다. 

8. [출제의도] 1920년대 국내 민족 유일당 운동의 전개 
과정을 파악한다.

제시문은 정우회 선언(1926)의 일부이다. 민족주의 
세력이 자치론을 주장하는 타협적인 세력과 비타협적인 
세력으로 나누어지고, 치안유지법(1925)에 의해 사회주
의세력들이 합법적인 활동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로 인해 정우회 선언이 발표되고 민족 유일당운동이 전
개되었다.

9. [출제의도]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살펴본다.
(가)는 1980년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대한 신군부

의 민주화 저지 내용이며 (나)는 6․ 10선언문(1987)의 
내용이다. ① 6.29선언(1987), ② 4.19혁명(1960) ③ 
유신체제(1972~1979) ④ 6.3시위(1964)에 대한 설명
이다.

10. [출제의도] 외세의 경제침탈에 저항한 우리나라의 
경제침탈 저지운동을 파악한다

(가)는 방곡령, (나)는 상권 수호 운동, (다)는 이권
침탈 저지 운동, (라)는 황무지 개간권 요구 저지 운동, 
(마)는 국채보상운동이다. ②의 상권 수호 운동은 황국
중앙 총상회가 조직되어 요구하였고, 황국협회는 보부
상 단체로 독립협회 해산에 이용된 단체이다. 

11. [출제의도] 을미의병의 활동을 이해한다
제시문은 유인석의 창의문(1895년 12월)의 내용이

다.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계기가 되어 일어났으며, 양반 
유생들이 주도하였고, 동학농민군의 잔여세력이 참여하
였다. 각 지역에서 친일관리를 처단하고 일본군 수비대
와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관리를 공격하였으나,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으로 해산하였다. ㄴ. 을사의병(1895), 
ㄹ. 정미의병(1897)에 대한 설명이다.

12. [출제의도] 급진개화파의 특징을 이해한다.
제시문의 ‘그’인 김옥균은 급진개화파로서 청에 사대

적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였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급진적 개혁을 주장하였다. ① 급진개화파는 입
헌군주제를 지향하였다. ③ 영남 만인소(1881)는 위정
척사운동 과정에서 나타났다. ④ 동학농민운동(1894)에
서 주장한 것이다. ⑤ 온건개화파의 주장이다.

13. [출제의도] 갑오 을미개혁을 이해한다.
ㄱ. 갑오개혁은 군국기무처를 통해 추진되었다. ㄹ. 화

폐정리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14. [출제의도] 근대 이후 도시 발달 및 도시의 특징에 
대해 파악한다.

② 조선 형평사가 창립된 도시는 진주이다.

15. [출제의도]독립협회의 활동을 살펴본다.
  제시문은 헌의 6조(1898. 10)의 일부이다.  ① 독립

문은 1896년 착공하여 1897에 완공되었다.   ② 군국기
무처는 1894년에 해체된다.  ③ 보빙사(1883)는 미국에 
파견되었다. ⑤ 대한제국의 황제 즉위식은 1987년 거행
되었다 .

16. [출제의도]1930년대 조선의용대의 항일 무장투쟁 
활동을 살펴본다.

  김원봉은 독립군 통합을 위해 민족혁명당을 조직하
고, 군사조직으로 조선의용대를 1938년 한커우에서 창설
하였다.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으나, 적극적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조선의용대원들의 일부가 이동하였다. 옌안으로 이
동한 의용대원은 조선의용군에 합류하였고, 충칭으로 이
동한 독립군들은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였다.  ⑤ 1932년
의 일이다. 

17. [출제의도] 근대적 교육활동을 이해한다.
최초의 근대 학교인 원산학사는 1883년 함경도 덕원

주민들이 설립한 사립학교이다.  ① 동문학 ③ 육영공
원(1886) ④ 별기군 ⑤ 영선사에 대한 설명이다.

18. [출제의도] 제헌국회의 활동을 이해한다.
제헌국회는 1948년 5.10 총선거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헌법을 제정하고, 간접선거에 의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국민들의 요구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들
어 내어 친일파를 처단하려 하였으나 이승만정부의 소극
적인 태도로 실패하였다. ①, ③은 2대 국회에 대한 설
명이다. ② 양원제 체제는 장면내각(1960~1961)하의 
상황이다.  ⑤ 발췌개헌(1952)에 대한 설명이다.

 19. [출제의도] 각 시기별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한 노
력들을 알아본다.

제시된 내용은 6.15 남북 공동선언(2000)이다.  선언

은 김대중 정부의 대부화해협력정책으로 이루어 졌는데, 
그 결과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가 설치되고, 개성 공단이 
만들어 졌다.  ① 7.4남북 공동성명(1972)  ②, ⑤ 는 
노태우 정부(1991) ③ 최초의 남북 적십자 회담은 
1971년에 개최되었다.   

20. [출제의도] 노동운동에 대해 파악한다.
 제시된 내용은 1979년 8월 YH 무역 노동자 200여 

명이 회사 측의 부당한 폐업 공고에 반대해 신민당사에
서 회사 운영의 정상화와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주
장하며 벌인 노동운동이다. 사건 직후 폭력 진압과 강제 
연행에 반대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이로 인해 
당시 신민당 총재 김영삼(金泳三)이 의원직에서 제명되
었다. 이후 사건의 여파는 계속 확대되어 기독교·학생·청
년세력 들의 반유신 연대투쟁을 촉발하는 등 1970년대 
말 한국 노동운동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받는
다

세계사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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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1. [출제의도] 이집트문명의 특징을 이해한다. 

이집트문명과 관련된 자료이다. ②, ④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③은 인더스 문명, ⑤는 황하 문명에 대한 설명이
다.

2. [출제의도] 중국의 조세제도를 이해한다.

자료는 중국의 안·사의 난에 대한 설명이다. 755년 안
록산은 재상 양국충과의 대립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중국의 사회변화가 일어나는데 균전제는 장원제
로 바뀌고, 부병제는 모병제로 바뀌고, 조․ 용․ 조는 양세
법으로 바뀌게 된다. ① 과 ⑤ 는 청의 지정은제, ②는 
일조편법, ③은 조․ 용․ 조, ④는 양세법에 대한 설명이다.

3. [출제의도] 한무제의 비단길을 이해한다.

자료는 한무제가 장건에게 북쪽의 흉노를 견제하기 위
해서 서역의 월지(月氏)으로 파견하는 장면을 가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장건이 서역으로 다녀온 길은 이후에 비
단길로 이용하게 되었다. 동서 교통로에는 초원길, 비단
길, 바닷길이 있다. ①, ③, ⑤ 는 초원길, ②는 비단길,  
④는 바닷길에 대한 설명이다.

4. [출제의도] 서양 중세의 성립을 이해한다.

(가)에 해당하는 내용은 카롤루스 마르텔이다. 그는 
프랑크 왕국의 궁재로 클로비스 사후 메로빙거 왕조의 
분열을 틈 타 실권을 장악하였다. 그는 피레네 산맥을 
넘어 침입해 온 이슬람 군대를 투르-푸아티에 전투에
서 격퇴하여 프랑크 왕국과 크리스트 교 세계를 수호하
였다. ①은 비잔티움 제국의 레오 3세, ②, ③은 비잔티
움 제국을 가리키며 ④ 독일의 오토 1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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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제의도] 로마공화정의 붕괴를 파악한다.

제시문의 그라쿠스와 키케로의 연설은 공화정이 동요
되던 시기에 주장된 내용이다. 이 시기에는 포에니 전
쟁이후에 토지를 잃고 자영농이 몰락하여 평민파와 귀
족파의 대립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평민파를 지지하던 
그라쿠스 형제는 곡물법과 농지법의 제정으로 농민을 
보호하려고 하였고, 귀족은 평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주저하였다. ①은 기원전 3~2세기, ②는 4세기 콘스
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 ③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 로마 초대 황제 ④는 공화정의 붕괴, ⑤ 8세기의 
상황

6. [출제의도] 정화의 원정을 파악한다.

명나라 영락제는 환관인 정화로 하여금 7차례에 걸쳐 
원정을 파견하였다. 원정단은 동남 아시아와 아프리카 동
해 연안까지 도달하여 명나라의 조공국과 화교의 진출, 
항해술과 선박 제조술 발달에 기여하였다. ㄱ은 청의 공
행무역, ㄹ은 당나라의 동아시아 문화권을 의미한다.

7. [출제의도] 르네상스를 이해한다.

다음 두 작품은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작품인 라파엘
로의 아테네 학당과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조각상이다. 
르네상스는 중세의 신 중심 사회에서 근대의 인간 중심 
사회로 바뀌어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를 연구하는 
인문주의가 발달하였다. ①은 로마의 문화, ②은 헬레니
즘 문화, ③은 계몽주의, ④는 낭만주의에 대한 설명이
다.

8. [출제의도] 오스만 제국의 특징을 파악한다.

  자료에서 설명하는 나라는 오스만 제국이다. 오스
만 제국은 14세기 말, 헝가리를 중심으로 하는 크리스
트 교 세력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칼리프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받아 이슬람의 세계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다. 
②는 셀주크 투르크, ③은 옴미아드 왕조, ④ 와하브 운
동 이후 나타난 와하브 왕국, ⑤는 아바스 왕조에 대한 
설명이다.

9. [출제의도] 진시황제의 업적을 이해한다.

제시된 신문에는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인 진나라의 
시황제에 대한 내용이다. 법가를 통한 사상통제, 반량전
으로 화폐의 통일, 만리장성 축조, 도량형의 통일 등이 
있다. 진나라는 무리한 대외원정과 토목사업으로 진승․ 
오광의 난으로 멸망하였다. ③은 수나라의 대운하 건설
에 대한 내용이다.

10. [출제의도] 무굴제국의 문화를 이해한다.

자료는 무굴제국에 대한 설명이다. 무굴제국은 악바
르 대제와 아우랑제브 대제 때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였
다. 무굴제국은 이슬람과 힌두교의 결합으로 문화가 크
게 발달하였는데 시크 교, 우르두어, 무굴 회화, 타지마
할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무굴제국은 1757년 플
라시 전투로 프랑스의 간섭을 받았으며, 1857년 세포이 
항쟁으로 영국 제국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았다. ① 인
도 고대는 쿠샨 왕조까지, ②는 마우리아 왕조, ④는 쿠
샨왕조, ⑤는 굽타왕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11. [출제의도] 명말 청초의 경제를 이해한다.

중국의 명말 청초에는 농업과 상업, 수공업의 발달로 

서민의 생활이 크게 향상되었고, 교육과 연극의 보급으
로 서민의 지위와 의식이 높아졌다. 자료는 직용의 변
으로 명말청초의 수업자의 불안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
다. 이 시기에는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고 양쯔강 하류
를 중심으로 상공업이 발달하였다. 그에 따라 쌀농사 
중심지는 양쯔강 중․ 상류로 이동하였다. ①은 춘추전국
시대, ②는 한나라, ③은 당나라, ④는 송나라, ⑤는 명
말청초의 경제를 설명하고 있다.

12. [출제의도] 청나라의 변발강요에 대해서 파악한다.

제시된 자료는 청나라의 억압책에 대한 설명이다. 문
자의 옥, 변발․ 호복 강요는 억압책이고, 회유책에는 한
인관료들이 편찬한 사고전서와 만한병용제가 있다. ①
은 한, ②는 청, ③은 위․ 진남북조, ④는 당나, ⑤는 송

13. [출제의도]  베트남 독립 운동의 특징을 파악한다.

제시된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판보이쩌우의 독립 운동
이다. 그는 19세기 후반 베트남 유신회를 조직하고 동유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프랑스의 탄압으로 망명을 떠난 이
후에는 중국에서 신해혁명의 영향을 받아 광둥에서 베트
남 광복회를 조직하였다. ①은 필리핀, ③은 인도, ④는 
인도네시아, ⑤는 중국의 독립 운동을 의미한다.

14. [출제의도] 중세의 교황권 약화에 이해한다.

중세 크리스트교는 서임권 투쟁으로 교황권이 강하였다
가 아비뇽유수 이후로 교회의 대분열에 빠지면서 교황권
이 약화되었다. 카노사 굴욕은 그레고리우스 7세와 하인
리히 4세의 성직자 임명권에 대한 대결이고, 아비뇽유수
는 필립 4세와 보니파키우스 8세의 성직자 과세권의 대
립이었다. (가)와 (나)의 사이에 들어갈 사건은 십자군전
쟁이다. 십자군 전쟁전 교황권이 황제권보다 우월하였으
나, 십자군 전쟁의 결과 교황권은 쇠퇴하였다.  

15. [출제의도] 유럽의 중상주의를 이해한다.

절대왕정의 전성기는 왕권신수설과 중상주의의 발전에 
토대를 두고 있다. 서유럽 각국의 절대왕정은 중상주의 정
책으로 부국강병을 추구하였다. (가)는 영국 크롬웰의 항해
법 제정, (나) 프랑스의 루이 14세의 재상 콜베르에 대한 
설명이다. 중상주의는 중금주의, 무역차액주의, 국내 산업
보호로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였다. ㄱ에서 크롬웰은 찰스 1
세를 처형하고 공화정을 건설하였다. ㄷ의 애덤스미스는 국
부론을 통해서 중상주의를 비판하고 자유로운 자본주의 사
회를 지향하였다. 

16. [출제의도]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해한다.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산업혁명은 노동문제, 주택
문제, 위생문제 등을 초래하였다. 특히 미성년자, 부녀자
의 열악한 작업환경, 저임금, 장시간의 노동 등 많은 사
회 문제를 초래하였다. ㄱ의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북유럽 르네상스 시기의 사회문제를 지적하고 이상 사회
를 지향하는 내용이고, ㄴ은 대공황 이후의 유럽 각국의 
대응에 대한 설명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블록경제로 경제
적 위기를 벗어났다. 

17. [출제의도] 나치즘의 인종주의를 이해한다.

  제시된 <보기>는 빌리 브란트의 제2차 세계 대전 당
시 독일의 유대인 학살 사죄에 대한 글이다. 1970년 서독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는 폴란드 방문 당시 유대인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무릎을 꿇고 묵념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①은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고, 빌헬름 2세의 세계 
정책, ②는 프리드리히 2세, ④는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나타는 프로이센의 알자스-로렌 지방 장악, ⑤는 1차 세
계대전 후 부과된 전쟁 배상금에 대한 내용이다.

18. [출제의도] 메이지유신의 특징을 이해한다.

자료는 메이지 유신의 5개조 어서문이다. 1868년의 
메이지 유신은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고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였다. 개혁 내용으로는 봉건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제도를 정비하였으며(폐번치현), 
토지의 수조권을 중앙 정부에 귀속시키고, 신분제를 철
폐하고 징병제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국민 교육의 실시, 
근대적 공장의 설립, 우편, 철도, 은행 제도의 실시 등 
근대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④는 에도 막부 시
대의 산킨고타이제를 의미한다.

19. [출제의도] 태평천국운동을 이해한다.

  제시된 자료는 태평천국운동의 개혁 내용에 관한 것
이다. 중국은 아편전쟁 패배 후 배상금에 따른 조세 부담
의 증가로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이에 광둥성 출
신의 홍수전이 크리스트 교의 영향을 받아 상제회를 조직
하고 태평 천국 운동을 일으켰다. 멸만흥한의 구호를 내
세운 태평 천국군은 광둥성을 출발하여 우창을 거쳐 난징
을 점령하고, 화북 지방으로 진출하면서 토지의 균등 분
배와 남녀 평등 등의 개혁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증
국번, 이홍장 등이 조직한 향용과 영국인 고든이 이끄는 
상승군의 반격, 홍수전 사후 태평천국군 내부에서 발생한 
분열로 실패하고 말았다. ①은 신해혁명, ③은 변법자강운
동, ④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⑤는 신문화 운동
을 의미한다.

20. [출제의도] 냉전체제의 해체를 파악한다.

제시된 자료는 1971년 중국과 미국의 핑퐁 외교에 
대한 내용이다. 핑퐁 외교는 적대 관계였던 미국과 중
국이 닉슨 독트린 이후 냉전 체제의 해빙 무드를 조성
하였다. 또한, 핑퐁 외교는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및 
미중 수교로 이어져 냉전 체제의 해체에 기여하였다. 
①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 ②는 1980년대 고르
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③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서유럽 경제 부흥을 위한 마셜 계획, ⑤는 제2차 세
계 대전 이후 결성된 공산권과 자유 진영의 집단 방위 
체제를 의미한다.

법과사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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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1. [출제의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비교한다. 

①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식지수가 더 높다. ②의식지
수가 남학생이 낮으므로 저작권 보호 교육은 남학생이 
더 필요함. ③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④상급
학교로 진할 할수록 인식지수는 증가하나 의식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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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므로 음의 상관 관계임. ⑤인식지수와 의식지수
의 괴리는 고등학생이 크므로 의식지수를 높이는 교육
은 고등학생에게 더 필요함 

2. [출제의도] 소비자 분쟁 해결 방법을 이해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되는데, 단순변심의 사유로 환불은 원
칙적으로 불가능함. 갑 : 신용카드 사용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님. 을 : 소비자보호원에 구제를 신청
할 수 있다. 병 : 매우 불공정한 내용은 아님. 

3. [출제의도] 협의이혼의 절차를 이해한다.

혼인 관계의 해소는 그 방법에 따라 협의(합의)이혼
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이혼은 서로의 
의사가 합치되기 때문에 그 이유, 원인, 동기는 묻지 않
는다. (가)의 서류는 이혼의사확인신청서이고, (나)는 
이혼 신고서이다. ①(가)를 확인 받으려면 부부 쌍방이 
해당기관에 출석해야 한다. ②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다
를 수 도 있음. ③확인 받은 다음 구청이나 읍,면,동사
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혼인 관계가 해소된다. 
④확인서는 법원에,이혼신고서는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함 ⑤확인 받기 위해서는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는데 미
성년 자녀가 없을 때에는 1개월, 있을 때에는 3개월이
고, 법원 확인 후 신고서는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함.

4. [출제의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계약을 파악한다.

근로 기준법은 개별적 근로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그 밖의 생활 조건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근로 기준법은 원칙적으
로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되며, 따라서 근로 기준
법에서 정하는 근로 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안 되며 단체
협약은 노동 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한 협약으로 사용
자가 제정한 취업 규칙에 우선하며, 이 취업규칙은 개
별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맺은 근로 계약에 우선한다. 
ㄱ.미성년자의 근로 기준 시간은 1일 7시간에 합의 연
장 1시간(하루 최대 8시간), 1주 40시간 합의 연장 6
시간(주당 최대 46시간)입니다. 제시된 근로 조건을 보
면 하루 9시간이 되므로 근로 기준 시간에 위배됨 ㄷ.
근로기준법의 고용 최저연령은 만 15세이므로 위반된 
것이 아님. ㄹ.특기사항의 내용은 단체행동권을 침해한 
것임.

5. [출제의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 파악한다.

  사례는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에게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제기한 행정심판이다. 사법 국가주의
란 행정법의 기본 5가지 원리 중 하나로 행정에 대한 
재판을 행정 재판소에서 하는 행정 국가주의를 지양하
고, 행정에 대한 개괄적 사법 심사를 인정하는 것을 의
미한다. ㄱ.갑은 인용 재결로 세금을 내지 않게 되었다. 
ㄷ.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행정 기관이 자기 반성
에 의한 판단을 하는 것이고, 행정의 잘못 여부를 법원
에서 가린다는 사법 국가주의에 반한다. ㄹ.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혹은 이의 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6. [출제의도] 불법행위와 사용자 배상책임을 이해한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은 원칙적으로 과실 책임
주의에 입각하여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

시킨 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이때 고의․과실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함. 사례에서 
을은 과실이 있었으므로 병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갑은 을을 직원으로 고용한 사용자로서 을이 직
무상 불법 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진
다. 따라서 병은 갑 또는 을 모두에게 불법 행위에 대
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병은 을에게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7. [출제의도] 무효의 사례를 파악한다.

 취소는 일정한 원인을 이유로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행위 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권리자
의 의사표시이고, 무효는 개인이 어떤 법률 행위를 했
으나 그것이 성립 요건 혹은 유효 요건을 결여해 그 법
률 행위에 법적인 효과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①취소
할 수 있는 경우 ②효력이 있으며 부모님의 추인을 받
으면 됨 ③만 18세부터 유언이 가능하므로 효력이 있는 
법률 행위 ④의사무능력자의 행위로 무효임 

8. [출제의도] 현대 민법 원칙의 특징을 이해한다.

 근대 민법은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 법 원리의 핵심을 이루는 데 
이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핵심적인 원리로 적용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유 재산
권 존중의 원칙은 소유권 공공의 원칙으로, 사적 자치
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과실 책임의 원칙은 
무과실 책임주의로 보완을 하였다. (가)원칙은 소유권 
공공의 원칙이고, (나)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①
실질적 평등의 실현과 관련이 있다. ②소유권이 부정되
는 것은 아님. ④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해 가능하게 되
었음. ⑤개인주의와 자유주의는 근대 민법 원칙과 관련
이 깊다.

9. [출제의도] 대습상속에 대해 이해한다.

 A, B, D는 위난에 의해 사망 했으므로 사망의 순서
를 알 수 없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따라서 아들 C는 당연히 상속을 받게 되고 딸 D가 받
게 될 상속분은 D의 딸 F와 배우자 E에게 상속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 한다. 대습 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사망자의 직계 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었을 때, 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나 배우자가 추정상속인의 몫을 대신 상속하는 제도를 
말한다. 본래의 상속분은 C와 D가 균등 분할 상속으로 
인해 각각 3억 5천만 원인데, 대습 상속을 받는 배우자 
E가 딸 F보다 50%를 더 받게 되므로 E는 2억 1천만 
원, F는 1억 4천만 원을 상속받게 된다. ㄱ. C는 직계
비속으로 법정 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C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금 3억 5천만 원
의 반액인 1억 7천 5백만 원이다. 그러나 A가 F에게 3
억 원을 증여해도 4억 원을 ,C,E가 각각 2억 원을 상속 
받게 되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ㄴ. E의 유류분
은 1억 5백만 원이다. ㄷ. D가 먼저 사망하였어도 F는 
상속 받을 수 있다.

10. [출제의도] 학생에 대한 징계를 이해한다.

 학교의 징계 처분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
수, 등교정지, 퇴학 처분 이다. 사례에서는 을이 중학생
이므로 특별교육이수까지 가능하며, 의무교육과정이므
로 퇴학은 불가능하다. ①을에 대한 학습권 제한이 불

가피함. ②을은 만 14세 이상이므로 형벌의 대상도 된
다. ③갑의 책임능력과 을 부모의 손해배상과는 관련이 
없다. 

11. [출제의도]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해한다.

 ㄱ.갑은 대금을 수령할 채권, 을은 집의 소유권을 넘
겨 받을 채권을 각기 취득한다. ㄴ.소유권은 등기해야 
주장할 수 있다. ㄷ.중도금 지불 이전에는 매도인인 갑
은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해야 하며, 매수인
인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2. [출제의도] 법 적용 절차를 이해한다.

 보통 삼단 논법은 대전제-소전제-결론 이라는 순서
이지만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는 소전제(사실의 확
정)-대전제(관련 법규의 발견)-결론(판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ㄱ은 결론에 해당함. ㄴ은 대전제에 해당
함. ㄷ은 결론에 해당함. ㄹ은 소전제에 해당함

13. [출제의도] 국제법의 법원에 대해 이해한다.

국제 관습법의 사례로 정치범 불인도 원칙, 외교관
의 면책특권, 내정불간섭 원칙, 포로의 인도적 대우 등
이 있다. ①국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구속한다. ②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정 등
이 성문화의 사례이다.

14. [출제의도] 노동쟁의의 조정절차에 대해 이해한다.

 노동 쟁의란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대우 등 근
로 조건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분쟁 상태를 의미한다. 노동 쟁의의 조정에는 조
정, 중재, 긴급 조정이 있는데, 그림에서 (가)는 조정, 
(나)는중재, (다)는 긴급 조정 절차에 해당한다. ①조정 
전치주의에 의거 조정 행위를 거쳐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②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위원장 회부
한다는 결정을 함 ③긴급조정은 30일간 쟁의행위가 금
지된다. ⑤확정된 조정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5. [출제의도] 형사소송의 절차를 이해한다.

 ㉡에서 공소제기(기소)는 기소독점주의로 검사가 
독점하고,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만 기소전 법
원에 신청할 수 있다. ㉢공판 절차는 기소후→피고인 
변호인 선임→검사와 피고인 변론→피고인 보석 신청
→증거조사 후 신문→변론후 검사 구형 순으로 진행된
다. ㉣판결 과정에 선고 유예나 집행 유예 선고가 무죄
는 아니다. ㉤법원의 판결로 실형이 선고되면 징역형이
나 금고형의 경우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소에서 집
행한다. ㉠ 수사는 임의 수사가 원칙이고,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의 강제수사에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16. [출제의도] 자유권, 사회권의 성격을 이해한다.

(가)는 자유권(재산권), (나)는 사회권(쾌적한 환경
에서 생활할 권리)에 해당한다. ㄱ.자유권은 전(前)국
가적 권리이다. ㄴ.사회권은 헌법상 규정하고 있다고는 
할지라도, 국가에게 특정행위를 강제할 구속력은 없다. 
ㄷ.자유권이 사회권보다 자연권적 성격(천부인권적)이 
강하고, 권리주체의 범위가 넓다. ㄹ. 수단적 성격의 권
리는 청구권인데, (나)는 사회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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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출제의도] 법 이념에 대해 이해한다.

 (가)법률 불소급의 원칙으로 법적 안정성과 관련이 
이다. (나)는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①의 내용은 정의
의 이념과 관련이 깊다. ②시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법적 안정성과 관련이 깊다. ③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④실질적 평등의 이념은 정의에 부합한다. ⑤법적 안정
성은 법률이 함부로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18. [출제의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이해한다.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을 묻
는 문항이다. ①유추해석금지의 원칙, ②관습형벌 금지
의 원칙, ④적정성의 원칙, ⑤형벌 불소급의 원칙, ③명
확성의 원칙이다.

19. [출제의도] 권리의 종류를 이해한다.

(가)는 사권 중에서 재산권을, (나)는 사권 중에서 비
재산권을, (다)는 개인적 공권을 의미한다. ㄱ.상속권은 
비재산권에 해당된다. ㄷ.개인적 공권은 일신 전속권이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신하게 하는 것은 불
가능한 권리이다. ㄹ은 사회권에 대한 설명이다.

20. [출제의도] 헌법재판을 이해한다.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의 실제 판례이다. 갑.헌법소
원은 변호사 강제주의 원칙으로 ㉠은 청구인, ㉡은 국
선대리인(변호사)이다. 을.㉢은 청구권(재판청구권), ㉣
은 평등권이므로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
건의 성격을 가진다. 병.지문의 내용은 헌법소원의 종
류 중 기본권을 국가에 의해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 재판)에 해당한다. 정.공권
력에 의해 침해당한 사람은 ㉠이고, ㉡은 국선대리인일 
뿐이다.

정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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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1. [출제의도] 사회계약론자(로크, 홉스)의 주장을 분
석한다.

제시문에서 (가)는 로크, (나)는 홉스의 사회 계약설
이다. ㄱ.로크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갖는 권리는 사회
적 권리가 아니다. ㄴ.국가 성립 이전인 자연 상태의 ‘죽
기 살기 경쟁’ 상황에서 홉스는 자기 보전을 위해 국가
의 성립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ㄷ.로크는 홉스처럼 국가 
권력의 절대성과 강제성을 강조하지 않고, 저항권 사상
을 주장하였다. ㄹ.홉스와 로크 모두 개인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계약을 맺어 국가를 형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국가의 필요성을 정당화하였다.

2. [출제의도] 공정한 재판을 위한 심급 제도를 이해
한다.

①심급 제도의 목적은 신속한 재판이 아니라 신중한 

재판이다. ②가사, 행정재판은 3심제가 원칙이고, 특허재
판은 3심제의 예외인 2심제이다. ④지방의회 의원에 대
한 선거 재판은 고등법원이 1심으로, 대법원이 최종심으
로 재판한다. ⑤평상시 군사 재판은 3심제이며 비상 계
엄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1심제이다. ③2심제의 재판
에서 1심은 고등법원급에서 담당한다.

3. [출제의도] 전자투표시스템의 특징을 추론한다.

ㄱ.기존의 전자개표제도보다 투표 데이터를 간단히 개
표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 투표 결과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ㄴ.터치스크린방식의 전자투표시스템은 은행의 
ATM기기 방식과 같이 기표 잘못으로 인한 무효표가 시
스템상 원천적으로 방지될 수 있다. ㄷ.유권자가 거주지
와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서나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재자투표 신청이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주소지와 다
른 지역에서 투표하는 부재자투표율은 증가할 것이다. 
ㄹ.전자투표 실시와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무관하다.

4. [출제의도] 여론의 유형을 비교한다.

ㄱ.세대별로 볼 때 60세 이상의 찬성 비율이 76%로 
가장 동질적이다. ㄴ.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은 경우이다. 따라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저 그렇다’의 비율은 증가하므로 
관심은 낮아진다. ㄷ.C지역이 찬성의 비율이 72%로 여
론이 결집되어 있고, A지역은 반대 46%, 찬성 26%, 그
저그렇다 34%로 각각 분산되어 있으므로 여론의 결집도
는 A지역이 C지역보다 낮다. ㄹ.B지역은 C지역과 달리 
분산형 여론으로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는 여론의 
형태이므로 정부정책의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5. [출제의도] 헌법의 기본원리(복지 국가의 원리)를 
파악한다.

제시문은 복지 국가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위
한 실현 방안으로는 ㄱ과 ㄴ이 해당되고, ㄷ, ㄹ은 국제 
평화주의의 실현방안에 해당한다.

6. [출제의도]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를 파악한다.

제시문은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에 대한 글이다. ①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치자와 피치자
가 일치하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②평의회는 민회에서 추첨과 윤번제로 선
출된 시민으로 구성되어 민회의 의사 일정과 민회에 제
출할 안건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법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는 민회이다. ③추첨제와 윤번
제로 참여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였다. ④자유 시민이 
참여하는 민회. 추첨제와 윤번제로 구성되는 행정관, 재
판소가 있었다는 점에서 시민으로 구성되는 조직이 입
법, 행정, 재판 기능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노
예 제도를 운영하여 생산 활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성인 
남자들은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7. [출제의도] 행정에 대한 견제와 통제의 의미를 파
악한다.

그림은 행정 국가화 현상에 따른 행정부의 비대화를 
통제, 견제하는 수단을 나타낸다. ㄱ.국민의 헌법소원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제기할 수 없다. ㄴ.감사원의 
직무 감찰 및 회계 검사는 내부적 통제 수단에 해당한
다. ㄷ.국회의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을 자는 즉시 권한
이 정지되고,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따른다. ㄹ.위헌법
률심사제청권은 법원이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에 해당
한다.

8. [출제의도] 정치 참여 주체의 특징을 분석한다.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은 비공식적 정책 결정 기구
에 해당한다. ①정당은 민주적 운영을 위해 상향식 의사 
결정 구조를 지향한다. ②정당은 이익집단보다 포괄적인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 ③이익집단은 시민단체에 비해 
특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 ④정당, 시민단체, 이익집
단은 모두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집약하여 투
입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영향력을 행사한다. 

9. [출제의도] 자유권과 사회권의 특징을 비교한다.

(가)는 자유권, (나)는 사회권이다. ㄱ.자유권은 포괄
적이고 소극적 권리이다. ㄴ.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에 해당한다. ㄷ.사회권은 열거적, 개별적 권리로서 헌법
에 열거되어 있는 것만 보장한다. ㄹ.절차적이고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에 해당한다.

10. [출제의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분석
한다.

(가)는 교육감, (나)는 시군구의 기초의회, (다)는 광
역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라)는 광역
의회인 특별시의회,광역시의회,도의회이다. ①교육감선거
의 후보는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는다. ②기초의회는 소
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③지방 의회는 자치 
재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을 심의․확정한다. ④광역의
회, 광역자치단체의 장의 상호견제는 수평적 권력분립이
다. ⑤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지역 주민들의 지방 선거
에 동시에 직접 선출된다.

11. [출제의도] 국회의 특징을 분석한다.

①㉠의 정기국회는 매년 9월1일에 집회하지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므로 날짜가 변동될 
수 있다.  ②㉡에서 국회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
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③㉢의 본회의의 의사정족수는 국회재
적의원 1/5이상의 출석이다. ④㉣의 면책특권은 국회의
원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행정부 소속의 국무 위원과는 
관련 없다. ⑤㉤에서 국회는 예산안 심의 절차에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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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규모 및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나, 예산안 처리 과
정에서는 의결만 가능하다. 

12. [출제의도] 냉전 이후 국제 사회의 변화를 분석한
다.

(가)시기는 공고한 양극체제, (나)는 이완된 양극체제, 
(다)는 (초기적)다극체제, (라)시기는 단극적 다극체제
이다. ㄱ.냉전체제에서는 동서진영간의 정치적 이념 대결
이 경제적 실리보다 더 중시되었다. ㄴ.(나)시기는 흐루
시초프의 수정주의에 의해 냉전이 완화되는 시기이다. 
ㄷ.닉슨 독트린이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중소이념 
분쟁 및 국경 분쟁으로 공산권이 분열되기 시작하였다.
ㄹ.(라)시기는 냉전의 종식과 평화 지향을 선언하여 탈
냉전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그러나 이념 대신 종교, 인
종, 민족적 갈등과 국지전 발생은 증가하게 된다.

13. [출제의도] 정치 신뢰와 정치 효능에 따른 정치 
상황을 분석한다.

ㄱ.정치체계에 체념하는 비중은 정치 신뢰와 정치 효
능이 낮은 15%로 가장 높지 않다. ㄴ.정치 신뢰와 정치 
효능이 둘다 높으면 적극적 참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지며 그 비중이 62%여서 참여형 정치문화가 조성될 가
능성이 크다. ㄷ.정치 신뢰가 높은 경우는 정부의 활동에 
만족도가 높은 경우이다. 정치신뢰 높음은 80%이므로 
정부 정책에 큰 저항은 나타나지 않고, 순응할 가능성이 
크다. ㄹ.정치 신뢰 낮음은 20%, 정치 효능 낮음은 33%
로 정치 효능이 낮음이 크다.

14. [출제의도]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의 특징을 파악한
다.

(가)는 의원내각제인 제2공화국의 제3차개정 헌법의 
일부이고, (나)는 대통령제인 현행 제9차개정 헌법의 일
부이다. ①의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지만 행정부 수반은 
아니다. 행정부 수반은 국무 총리이다. ②(가)에서 의회
가 내각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각이 의회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진다. ③ (나)에서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의
원내각제적 요소이므로 전형적인 대통령제는 아니다. ④
(나)의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해 탄핵 소추만 할 뿐 탄핵
심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다. ⑤(가)의 제70조와 
(나)의 52조에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확인할 수 있
다. 

15. [출제의도] 국제 연맹과 국제 연합의 특징을 구별
한다.

(가)는 국제연맹, (나)는 국제연합의 헌장의 일부이다. 
ㄱ.국제연맹은 국제 분쟁 발생시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ㄴ.국제연맹의 경우 미국은 가입조차 하지 않았다. 
ㄷ.국제연합은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해 군사적 제재를 가
할 수 있지만, 상비군을 운영하지는 않았다. ㄹ.국제연맹, 
국제연합은 참여주체에 따라 정부간 국제기구이고, 관할
범위에 따라 범세계적 국제기구에 해당한다. 

16. [출제의도]  선거 결과를 분석한다.

①갑국은 300석의 의석 중에 지역구 의석이 200석이
므로 100석의 비례대표, 을국은 300석의 의석중에 지역
구 의석이 250석이므로 50석의 비례대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는 갑국이 더 많다. ②갑은 다당
제, 을은 양당제의 정당 분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다
당제인 갑국보다 양당제인 을국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③갑국은 제 1당이 가당으로 교체되지 않았으
나 을국은 제 1당이 1대 A당에서 2대 B당으로 교체되었
다. ④을국은 양당제의 정당 형태를 가지고 있고 갑당에 
비해 비례대표 의석수도 적기 때문에 다양한 이익을 반
영하는데 불리하다. ⑤2대 의회에서 갑국 다당의 비례대
표 의석수는 25석, 을국 A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26석
이므로 갑국 다당의 비례대표 수가 적다. 

17. [출제의도]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이상주의와 현
실주의의 특징을 비교한다.

현실주의자들이 생각하는 평화, 상호균형은 이성이나 
도덕, 타국의 안전 등에 대한 고려보다는 현상 유지 혹
은 타국의 희생을 통해 얻는 자국의 이익, 즉 안보가 전
쟁없이 확보되는 상태이다. 결국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국제 정치의 현실
이며, 안보를 위해서는 전쟁도 평화도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②,③,④,⑤는 이상주의의 관점이다.

18. [출제의도] 공공 정책 결정 과정을 이해한다.

①정책 확정은 (나)의 과정이다. ③정책 집행은 행정
부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④포상금 지급도 (다)의 집행 
과정에 해당한다. ⑤공청회의 필요성은 (나), (다)보다 
(가)에서 필요성이 높다. ②조례 의결 과정은 (나)의 정
책 결정 과정에 해당한다.

19. [출제의도] 다양한 대표 결정 방법을 이해한다.

ㄱ.C형보다 A형이 사표가 많으므로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당선자의 대표성은 A형
이 C형보다 더 낮다. ㄴ.A형은 다수 대표제, D형은 소수 
대표제이므로 A형은 소수당에게 불리하다. ㄷ.C형과 B형 
모두 한번의 선거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ㄹ.C형은 다수 
대표제, D형은 소수 대표제로 D형이 사표 발생이 적다. 

20. [출제의도] 대표 결정 방법을 분석한다.

A형과 같은 방법으로 당선자를 결정할 때, 갑후보는 
1순위 15표, 을후보는 1순위 12표, 병후보는 1순위 13
표이므로 갑후보가 당선된다. B형과 같은 방법으로는 
갑후보는 79점(1순위 15표×3점=45점, 2순위 9표×2점
=18점, 3순위 16표×1점=16점), 을후보는 81점(1순위 
12표×3점=36점, 2순위 17표×2점=34점, 3순위 11표
×1점=11점), 병후보는 80점(1순위 13표×3점=39점, 
2순위 14표×2점=28점, 13표×1점=13점)으로 가장 높
은 을후보가 당선된다. C형과 같은 방법으로는 1순위 
투표에서 을후보가 탈락하고, 을후보를 지지한 표 중 2
순위에서 갑후보에게 4표, 병후보에게 8표를 더해준다. 

이렇게 되면 갑후보는 15표+4표=19표, 병후보는 13표
+8표=21표가 되어 병후보가 당선된다. 

경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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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1. [출제의도]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을 갖
추었는지를 평가한다.

(가)는 분배 활동, (나)는 생산 활동, (다)는 소비 활
동에 해당한다. 한편 ①, ③, ④는 생산 활동, ②는 분배 
활동, ⑤는 소비 활동에 대한 사례이다.

2. [출제의도] 생산 가능 곡선을 통해 기회비용의 의미
를 이해하는지를 평가한다.
  생산 가능 곡선이란 주어진 생산요소와 생산기술을 
사용하여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물의 조합을 나타
내는 것이다. ㄱ에서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X재 1단
위의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일정하며,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X재 1단위의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체
증하고 있다. ㄴ에서 A점이 C점보다 접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하므로 Y재 생산의 기회비용은 A점이 C점이 보
다 더 크다. ㄷ에서 B점은 갑국에서는 생산 불가능한 
점이며, 을국에서는 비효율적인 점이다. ㄹ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라는 경제 문제와 관련이 깊다.  
3. [출제의도] 통화정책의 효과를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경기 과열시 정부가 펼 수 있는 대표적인 총수요 관
리 정책이 기준금리 인상이며, 기준 금리 인상은 국내 
소비의 감소,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총수요를 감소시키
고 경기가 진정되면서 경기 과열시 보다 실업률은 다소 
높아진다. 
4. [출제의도] 정상재와 열등재의 특성을 구분할 수 있
는지를 평가한다.
ㄱ. 보리는 열등재 중 기펜재로 가격이 하락할수록 수
요량이 감소한다. ㄴ. 가격과 수요량은 정(正)의 관계에 
있다, ㄷ. 쌀과 보리는 보완재이므로 쌀의 가격이 상승
하면 일반적으로 보리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
라 수요가 증가한다. ㄹ. 농산물은 소득에 대해 비탄력
적인 재화이다.

5. [출제의도] 국산 전기 자동차 시장과 국내 전기 자동
차 시장을 구분하고 균형 이동의 요인을 파악하는지를 
평가한다.
 국산 전기자동차 시장의 균형점이 A에서 B로 이동한 
것은 수요 증가에 의한 것이다. 공급의 증가, 감소 여부
를 그림만으로는 알 수 없다. 전기 자동차는 탄소 배출
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캠페인
은 전기자동차의 선호를 높일수 있으므로 수요 증가 요
인(④)이 된다. ①의 대체제 가격의 하락과 ②의 전기 
충전소 파산으로 인한 보완재의 가격 상승은 수요 감소 
요인이며, ③은 공급 증가 요인이다.

6. [출제의도] 시장 형태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에 대한 
구분 하는지를 평가한다.
 A시장은 독점시장, B시장은 과점 시장, C시장은 독점
적 경쟁 시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에는 독점 시장
의 특징(ㄴ), (나)에는 과점 시장의 특징(ㄷ)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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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이 들어가야 한다. ㄱ, ㄹ은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
징에 대한 물음이다.
7. [출제의도] 자료를 통해 경기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으로 비경제 활동 인구수 증가
를 확인하고, 고용률을 구하는 공식과 주어진 단서를 
통해 실업자와 취업자의 수를 확인할 수 있다. ㉠실업
률이 하락하고 있으나 이는 비경제 활동 인구수가 증가
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취업자 수와 경제활동 참가율의 동향을 확인하
면 경기가 가장 좋지 않은 해는 2009년이다. 

8. [출제의도] 비합리적 소비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하는
지 평가한다.
  그림은 속물(snob-effect)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스
놉효과는 타인의 소비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필요와 상
관없이 타인과 반대 방향으로 소비하게 되는 비합리적 
소비의 유형으로 스놉 효과가 나타나면 가격하락 시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요량 증가를 보인다. 한편 ①의 밴드
웨건(Band Wagon) 효과는 타인의 소비에 영향을 받아 자
신의 필요와 상관없이 소비하게 되는 비합리적 소비의 
유형으로 편승효과가 나타나면 가격하락 시에 상대적으
로 높은 수요량 증가를 보인다.

9.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세금 부과에 따른 거래 가격
과 거래량의 변화를 파악한다.
  제시된 표에서 세금 부과전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
하는 지점에서, 가격은 2,600원이고 거래량은 180개이
다. (가)에서처럼 판매자에게 1,200원의 세금이 부과되
면 X재 한 개를 팔아서 판매자가 실제로 얻게 되는 금
액과 구매자가 지불하는 금액 사이에는 1,200원의 차이
가 생긴다. 그 차이만큼을 판매자는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매자의 수요 가격보다 판매자의 
공급 가격이 1,200원 더 비싸면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 진다. 표에서 
그런 수준을 찾으면 2,200원의 수요 가격과 3,400원의 
공급 가격이 140개의 거래량에서 만난다. 그러므로 세
금 부과전에 비해 가격은 800원 상승하고 거래량은 40
개 감소한다. (나)에서도 (가)와 마찬가지로 2,200원의 
수요 가격과 3,400원의 공급 가격이 40개의 거래량에 
만난다. 그러므로 세금 부과 전에 비해 가격은 400원 
하락하고 거래량은 40개 감소한다. 한편 X재를 200개 
모두 팔기 위해서는 수요량이 200개가 되는 가격을 찾
아야 한다. 수요량이 200개가 되는 가격은 2,200원이
다.

10. [출제의도]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 이해하는지를 평
가한다. 
 잠재 고객들은 자신이 흡연으로 인해 입을 손실을 알고 
있으나 보험 회사는 알고 있지 못해 잠재 고객들에 대한 
적절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1,000만원
의 보험 손실을 낼 잠재고객은 550만 원의 보험료로 가
입하려 하고 100만 원의 보험손실을 낼 잠재고객은 550
만 원의 보험료가 높아 가입하지 않으려 하는 역선택 문
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이 상품을 판매함으
로써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11. [출제의도] 수요 곡선과 총판매 수입의 관계를 이해
하는지 평가한다.
 그림에서 a～b구간은 탄력적인 구간으로 가격의 변화
율이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작으며 b～c구간에서는 가격
의 변화율이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크므로 비탄력적인 
구간이다. 탄력적인 구간(a～b)에서 가격을 인하하면 

판매수입은 증가하므로 d에서 e로 이동한다(ㄴ). 비탄
력적인 구간(b～c)구간에서 가격을 인하하면 판매수입
은 감소하므로 e에서 f로 이동한다(ㄹ).
12. [출제의도] 자료를 통해 국제 거래를 통한 변화를 

이해하는지 평가 한다.
갑국에서 X재의 가격은 국제 가격보다 낮으므로 국제 

거래를 시작하면 갑국은 X재의 수출국이 된다. 시장 개
방으로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은 하나의 시장이 되어 X
재의 국내 가격은 국제 가격에 맞춰지게 되고 갑국의 
생산자는 P1에서 Q1～Q2 만큼 X재를 수출하게 된다. X
재 국제거래가 이루어지기전에는 X재의 국내 균형 가
격이 P0였다는 것은 그 가격수준에서 국내 소비자와 국
내 생산자 모두에게 만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
격이 비싸진 만큼 X재의 국내 소비량이 줄어 생산자가 
국내에서 얻는 총수입은(P1×Q1)이 된다.

13. [출제의도] 환율 변화의 효과를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자료는 외화 공급 증가에 의한 환율하락(외화 가격 

하락)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 증가
는 외화 수요 증가의 요인이다. 

14. [출제의도] 환율 변화의 효과를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A씨는 주식 투자로 20%의 수익을 얻었으며 환율의 

하락으로 환차익까지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한 수
익을 얻은 상태에서 만일 환율의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환전을 미루는 것이 A씨의 입장에
서 더 이익이 된다. 

15. [출제의도] 자료를 통해 총공급 감소의 원인과 결과
를 추론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그래프에서 총공급은 금리 인상을 비롯한 생산요소비
용의 증가, 기업의 투자 감소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
고 그 결과는 국민소득의 감소와 물가 인상 및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16. [출제의도] 인플레이션의 특징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인플레이션은 생산요소비용의 증가를 초래하여 국내

에서 생산하는 재화 가격의 인상요인이 되고, 이어 국
제수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으로 화폐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실물자산 가치가 상승
하면 이를 이용한 투기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17. [출제의도] 직접세와 간접세의 종류와 특징을 알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가)는 누진세로 직접세에 적용되며 간접세에 비해 소
득재분배효과가 크다, (나)는 비례세로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에 적용되며, 조세 전가가 발생하고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초래한다.
18. [출제의도] 자료를 통해 경상수지 항목별 변화율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ㄱ. 상품 수지는 7월에 비해 8월에 2% 감소하여 8월의 
모수(母數)가 7월의 모수보다 작아졌다. 따라서 8월에 
비해 9월에 2% 증가 하더라도 7월과 같아지지 않는다. 
ㄴ. 소득 수지는 9월에도 1% 증가하였다. ㄷ. 서비스수
지는 8월에 변화가 없었으므로 9월은 7월에 비해 1% 
증가한 것이다. ㄹ. 증가율의 누적이 가장 큰 항목은 이
전수지이다.
19. [출제의도] 국제무역에서 비교우위론을 이해하는지

를 평가한다.
가방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0.6, 을국은 1.2이다. 따라

서 갑국은 가방에, 을국은 휴대폰에 비교우위가 있다. 
을국은 가방과 휴대폰 모두에 절대우위가 있다.  

20. [출제의도] 외부 불경제 해결 방안과 관련하여 오염 
배출권 거래 제도를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① (가)만 실시될 경우 A, B기업은 정화 비용이 세금
보다 적으므로 정화를 택하게 되어 11톤은 정화되고, C
기업은 세금이 정화 비용보다 더 적으므로 배출하고 세
금을 내게 되므로 7톤의 오염 물질이 배출된다. ② 
(가) 환경세를 통한 해결 (나) 오염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해결 모두 간접 규제에 의한 외부 불경제 해결 방
안이다. ③ (가)와 (나)가 실시될 경우 A기업은 배출권
이 정화비용보다 높을 경우 배출권을 판매하고 정화를 
하게 되므로 정화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④ B기업은 오
염 물질 배출량이 허용량인 5톤보다 1톤이 많은 6톤을 
배출하고 있다. 따라서 1톤의 배출량에 대해서 정화를 
하든지,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므로 반드시 정화한다고
는 말할 수 없다. ⑤ 배출권이 1만원만이면 A기업은 배
출권 판매보다 정화비용이 더 적음으로 배출권을 사용
하게 되어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배출권이 2
만 5천원을 초과하면 C기업의 입장에서 배출권을 구입
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함으로 배출권
을 구입하지 않고 그냥 배출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배출권은 1만원~2만 5천원 사이에
서 결정이 된다. 

사회 ․ 문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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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1. [출제의도]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을 
이해하는가를 평가한다.

㉠과 ㉡은 자연현상이고 ㉢은 사회․문화 현상에 속한
다. 사회 문화 현상은 인간의 가치가 개입되어 있기 때
문에 가치함축적이고 당위법칙과 확률성 및 개연성의 
원리가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사회문화현상은 통제된 
실험과 예측이 어렵고 자연현상의 법칙성이나 규칙성을 
약화시킨다. 이와 달리 자연 현상은 인과 관계가 명확
하고 일반화의 가능성이 높으며 법칙성, 확실성의 원리, 
존재법칙이 적용된다.

2. [출제의도]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한 특징
을 비교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갑은 실증주의적 연구이고 을은 해석적 연구 방법이
다. 개념의 조작화 정도가 강한 실증주의적 연구은 현
상에 대한 설명을 목적으로 하지만, 해석적 연구는 현
상의 기술에 주안점을 둔다. 실증주의적 연구 방법은 
방법론적 일원론을 바탕으로 하고 해석적 연구에 비해 
조사 대상이나 표본을 구하기 쉽다. 또한 실증적 연구 
방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수집방법인 질문지법은 시
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3. [출제의도] 사회․문화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을 이해
하는가를 평가한다.

제시문에서 갑은 ‘산신제’에 대해 마을의 안녕과 풍요
를 가져온다고 믿고 그들의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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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갑은 기능론적 관점
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능론적 관점에서 사회
는 사회 구성 요소들이 상호 의존 관계 속에서 조화와 
안정을 이루며 사회 변화에 다소 소극적인 보수적 입장
을 취하고 있다. ㉠은 갈등론적 관점, ㉣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에 해당한다.

4. [출제의도] 사례를 통해 문화의 변동 요인과 양상
에 대한 사회학적 개념을 이해하는가를 평가한다.

(가)는 외래 문화 요소인 햄버거가 전파되어 새로운 
형태의 라이스 버거를 개발했기에 자극전파로 볼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외래 문화 요소인 햄버거와 전통적 문
화 요소인 쌀이 섞인 문화 융합의 사례로 볼 수 도 있
다. (나)는 외래 문화가 대중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간
접 전파의 사례로 볼 수 있지만, (다)와 (라)는 외부 
문화요소를 수용하지 않았으므로 ㄷ의 직접 전파와 ㄹ
의 자극 전파는 옳지 못한 사례이다.

5. [출제의도] 사회․ 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시문의 일부 유럽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회․ 문화 현
상을 바라보는 바람직한 탐구 태도는 각 사회의 사회적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파악해야 한다는 상대주의적 
관점이다. ②은 총체적(종합적) 태도를 말하고 ③은 객
관적 태도를 말한다.

6. [출제의도]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일반적 특징을 이
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관료제는 과업의 분화와 전문화, 위계의 서열화, 규칙
과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 지위 획득의 공평한 기회 
보장, 연공 서열에 따른 보상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탈관료제는 새로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유연한 조직 구조, 능력에 따른 보상 등을 특징으
로 한다. ③의 과업의 효율성 측면은 관료제와 탈관료
제를 구분할 수 있는 요소로 적절하지 않다.

7. [출제의도]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가치 판단과 의사 결정 능력을 평가한다.

제시문은 빈부 격차가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계층에 
의해 사회적 희소 가치의 분배 체계가 독점됨으로써 발
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갈등론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기능론에 따르면 사회의 분배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용
할 때 발생하는 빈부 격차는 정당한 현상이지만, 분배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심화되는 빈부 
격차는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써 사회 유지와 발전에 바
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ㄱ과 ㄷ은 기능론적 관점이고 
ㄴ과 ㄹ은 갈등론적 관점이다.

8. [출제의도 ] 다양한 사회 집단의 유형을 비교하고 분
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퍼즐에서 ㉠은 자발적 결사체, ㉡은 구조적 이동, ㉢
은 비공식조직, ㉣은 시민단체, ㉤은 이익사회에 해당한
다. ㄴ에서 기업 내 등산 동호회는 비공식조직의 사례
에는 해당되지만 2차 집단의 성격 보다는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고 ㄹ의 이익사회는 모두 자발적 결사체의 
사례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9. [출제의도] 인구의 변화에 대한 자료를 분석 및 해석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1970년부터 2005년까지 남자의 평균 연령의 증가율
보다 노령화 지수의 증가율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노령
화지수가 연도마다 50%미만이므로 0∼14세 인구는 65
세 이상 인구보다 2배 이상이다. 예를 들어 2005년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는 0∼14세 인구의 약 1/2 수준이
안되는 47.3이다.ㄷ. 0∼14세의 인구 구성비는 1990년
의 노령화 지수는 20%이므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0∼14세 인구의 1/5이다.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가 
5.1%이므로 0∼14세 인구 비율은 약 25%이다. 이에 
비해 2005년의 노령화 지수는 47.3%이므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0∼14세 인구의 약 1/2 수준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9.1%이므로 0∼14세 인구 비율은 약 
19%가 된다. 따라서 1990년 보다 2005년에 0∼14세
의 인구비가 더 작다. ㄹ. 65세 이상 인구가 7%이고 
노령화 지수가 30.4%이므로 0∼14세 인구비가 약 
23%가 된다. 따라서 15∼64세 인구는 약 70%가 된다.

10. [출제의도] 문화의 속성을 파악하고 사례에서 분
석하는 내용을 평가한다.

제시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화의 속성은 문화를 구
성하는 요소들이 하나 하나가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 연관을 맺으며 전체를 이루고 있다
는 총체성을 말한다. 문화의 속성 중 이전 세대의 문화
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는 것은 축적성, 안정
된 생활 유지는 공유성, 사고와 행동 예측은 공유성에 
해당한다.

11. [출제의도] 지역 개발 방식의 유형을 비교하고 사
례를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자료에서 ㉠은 거점 개발 방식이고 ㉡은 균형 개발 
방식을 의미한다. 거점 개발 방식은 집적 이익과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하향식 의사 결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거점 
개발 방식은 성장을 중시하는 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지
역간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12. [출제의도] 농경 사회, 산업 사회와 정보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A는 농경 사회, B는 산업화가 크게 진전되었으나 가
치의 다원화가 부족한 사회를 의미하고 C는 정보 사회
에 해당한다. 산업 사회에서는 관료제 조직이 대규모 
조직 운영을 위한 일반화된 형태로 작용하고 대중이 사
회 중심 세력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2차 산업의 비
중은 작지만 민주화와 가치의 다원화가 잘 이루어진 C
사회가 A․ B사회에 비해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직업의 
전문화가 확산된다고 볼 수 있다.

13. [출제의도]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가
치판단과 의사결정 능력을 평가한다.

우울증 증가라는 사회 문제를 갑은 거시적 관점인 기
능론적 관점으로 을은 미시적 관점인 상징적 상호작용
론으로 보고 있다. 문화적 목표와 수간 간의 불일치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기능론적 관점인 갑에 해
당하고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
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14.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사례를 비교하고 분석
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제시문은 사회 실재론의 입장에서 사회가 개인들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인 개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고 
있다. ㄱ와 ㄷ은 사회 명목론, ㄴ과 ㄹ은 사회 실재론이 
반영된 진술이다.

15. [출제의도] 사회화 기관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사
례를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제시문에서 사회화 기관은 ○○신문사, △△방송국, 
가족, □□대학교, ◇◇방송아카데미 총 5개이다. 전문
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화 기관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
이라 할 수 있고 부수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화 기관
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연발
생적 사회화 기관은 1차적 사회화 기관이고 인위적으로 
형성된 사회화 기관은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이 중 2
차적이면서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은 ○○신문사, △△방
송국 2개이고 가족은 1차적이면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
관이다. □□대학교, ◇◇방송아카데미는 2차적이면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16. [출제의도] 자료수집방법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가를 평가한다.

제시된 연구 사례에 사용된 자료수집방법은 질문지법
이다. 부모에 대한 정서적 친밀성과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를 연구하므로 변수 간의 상관 관계 검증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질문지법은 깊이 있는 정보 수집에 불리하
고 자료 수집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가치 중립적 태
도를 필요로 한다. 또한 연구 주제가 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 분석인데 표본을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
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결여되
었다고 할 수 있다.

17. [출제의도] 정보사회의 문제점에 대응하는 개인적 
자세에 대해 이해하는지를 평가한다. 

제시된 사례는 모두 정보화 기기를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고 검증과정 없이 이를 재생산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다. 정보
화 기기의 발달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것이 점점 
더 간편해지는 만큼 이를 악용하지 않고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함께 존중할 수 있는 정보 통신 윤리의식을 갖
는 것이 중요하다. 

18. [출제의도] 사회 계층 구조에 대한 자료를 올바르
게 해석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2005년과 2010년을 비교했을때, A국은 피라미드형 
계층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B국은 피라미드형에서 다이
아몬드형으로 계층 구조가 변하였으며, C국은 상․중․하
류 계층 비율이 동일하다가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로 변
화하였다. ①2010년 A국의 전체 인구를 10으로 보면 
하류층 5, 중류층3, 상류층2를 차지한다. 따라서 중류층
의 비중은 30%이다. ②B국의 경우, 피라미드형에서 다
이아몬드 계층 구조로 변화 과정에서 하류층의 계층 이
동이 활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③C국의 경우 2005년 
계층 구조는 각 계층의 구성 비율이 동일할 뿐이지 완
전한 평등 사회라고 볼 수 없다. ④A국과 B국의 수직
적 이동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A국
은 피라미드형 계층가 강화된 것으로 볼때 상대적으로 
B국보다 폐쇄적 계층 구조일 가능성이 높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월 모의평가 

정답 및 해설

　

                                                                     26 36                                      　　             2011년 10월 26일 시행

19. [출제의도] 청소년의 일탈 행위를 바라보는 관점
에 대한 가치판단과 의사결정 능력을 평가한다.

청소년의 일탈 행위를 성인들의 부정적 반응과 같은 
사회적 반응 즉, 낙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는 낙인이
론이다. 낙인이론은 일탈에 대한 태도는 다른 사람들과
의 상호 작용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일탈자로 낙인되
는 사회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20. [출제의도] 사회 보험의 특징을 알고 있는지를 평
가한다.

① 국민연금은 부담자와 수급자가 일치한다. ② 국민
연금요율은 건강보험요율의 2.1배로 두 배 이상이다. 
③ 국민연금의 해당조건이 되는 사람은 가입이 의무화
된다. ④ 소득에서 고용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0.0375로 일정하다. ⑤ 소득대비 건강
보험료율을 계산하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험요율이 
0.18로 일정하다.

• 4교시 과학탐구 영역 •
물리 I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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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1. [출제의도] 위치-시간 그래프를 해석하고, 평균속력
을 구할 수 있다.

 ㄱ. 위치-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도인데, 그래프의 
기울기가 감소하므로 A의 속력은 감소한다.

 ㄴ. 평균 속력 걸린 시간
이동 거리 에서 A와 B 모두 이동 

거리와 걸린 시간이 동일하므로 두 물체의 평균 
속력은 같다.

 ㄷ. A와 B 모두 직선상에서 운동하고 있으며 두 물체
의 이동거리는 2s로 같다.

2. [출제의도] 운동량 보존을 활용하여 충돌후의 속도를 구
할 수 있다. 

 ㄱ. 첫 번째 충돌시 운동량 보존에 의해 
㉠ ×××′ ×′ , 운동에너
지 합은 같다고 했으므로  
㉡ 


 


′


′이다. 

㉠, ㉡에서 ′  ′ 로, A는 정지하고 B는 
의 속도로 오른 쪽으로 운동한다.

     두 번째 B와 C사이의 충돌시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 ㉢ ×××″ ×″ 운
동에너지 합은 같다고 했으므로 

㉣

 


′′


″ 이다. 

㉢, ㉣에서 ″  


  ″  


로, B는 




로 왼쪽으로 운동하고 C는 

로 오른쪽으로 운

동한다.
    세 번째 충돌시 B는 정지하고 A는 


로 

왼쪽으로 운동한다.
 ㄴ. B는 최종적으로 정지한다.
 ㄷ. A와 B는 두 번 충돌한다.
3. [출제의도] 속도-시간 그래프를 해석하고, 가속도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ㄱ.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하

고, 가속도의 부호가 바뀌지 않았으므로 힘의 방향
이 바뀌지 않았다.

 ㄴ. 기울기를 구하면 A는 1, B는 0.5이므
로 A가 B의 2배이다.

 ㄷ. 평균 속력 걸린 시간
이동 거리 이므로 A는 


 , B는 




이므로 A가 B보다 크다.

4. [출제의도] 마찰이 있는 수평면 위에 두 물체 사이의 운
동을 설명할 수 있다.

 ㄱ.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하
므로 가속도를 구하면 0~2초는 0.5, 2~4초
는 0, 
4~7초는 


이다. 1초일 때 A의 합력은 

 에 의해 ×  이다.
 ㄴ. 미끄러지지 않고 운동을 하였으므로 A를 오른쪽

으로 가속시키는 알짜힘은 B가 A에 작용하는 마
찰력으로 오른쪽이다. 

 ㄷ. 운동하는 동안 마찰력은 일정하므로 1초일 때와 5
초일 때가 같다.

5. [출제의도] 등속 직선 운동 하는 두 물체 사이의 상대
속도를 구할 수 있다.

 ㄱ. A와 B사이를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데 철수는 6초, 
영희는12초가 걸렸다는 것을 통해 철수의 속력이 
영희의 2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쳐
지날 때 까지 철수가 8m를 갔다면 영희는 4m를 
갈것이고 A와 B사이의 거리는 12m이다.

  ㄴ. 속력은 철수 


 , 영희 




이므로 기준선을 통과하여 4초 후에 스쳐지나 간
다.

  ㄷ. 두 물체가 느끼는 상대속도의 크기는 같다.    
6. [출제의도]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하여 직선상에서 물

체의 충돌을 분석할 수 있다.  
 ㄱ. 운동량 보존에 의해

 ××× ×를 계산하
면          이므로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ㄴ. I = Δp에 의해 A의 질량을 이라고 하면, 충격량은 
   , 
   으로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다.

 ㄷ. 충돌 전 운동 에너지의 합은
 

× ×  


× ×  이고, 

충돌 후 운동 에너지의 합은
 

××  


× ×  이 되므

로 충돌 전후가 같다.
   
7. [출제의도] 한 물체에 두 힘 이상이 작용할 때, 힘의 평형을 

이루는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ㄱ.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작용 반작용으로 같다. 
 ㄴ. A와 B가 정지 상태이므로 정지마찰력이 작용한다. 

정지마찰력은 수직항력과는 무관하고, 외력에 비례
한다. 힘의 평형 상태이므로 자기력과 마찰력이 
힘의 크기가 같으므로 마찰력은 자기력과 같으므
로 A에 작용하는 마찰력과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같다.

 ㄷ. 정지 상태의 힘의 평형이므로 A에 작용하는 합력
과 B에 작용하는 합력이 0으로 같다.

8. [출제의도] 빛의 간섭 현상을 확인하고, 파동의 간섭 현상
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물결파에서 P점은 경로차가 두파장이므로, 이중슬릿
에서도 경로차가 두파장인 조건을 찾으면 된다. 이중
슬릿 그림에서 경로차가 한파장 일 때, 단색광의 간
섭무늬는 중앙으로부터 2cm 떨어진 지점의 밝은무늬
를 나타내므로 두파장 일 때는 4cm에 해당한다.

9. [출제의도] 전기저항의 개념을 알 수 있다.

ㄱ.   

에서 A도선의 길이, 단면적, 저항

값을 대입하면 =2.8× 로 알루미늄이

된다.

ㄴ. B도   

를 대입하면, =9.6× 

의

철이 된다. B의 저항은 A의 6배가 되지 않

는다.

ㄷ. 각각 다른 ,한 종류의 금속으로 제작된 도선

이므로 C는 은이 된다. 따라서 은의 저항 a

는   

=0.08이 된다.

10. [출제의도] 물질파의 운동량과 파장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물질파 파장 =

 이다. B의 가속도가 A의 2배이
므로 속도도 2배이다. 질량이 B가 A의 2배이므로, 운
동량은 B가 A의 4배이다. 따라서 A와 B의 물질파 
파장의 비는 4:1이다.

11. [출제의도] 전기회로에서 전류와 전압강하를 설명할 
수 있다.

 ㄱ.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 전압은 저항에 크기에 비례
하므로 1에 걸리는 전압은 2에 걸리는 전압
보다 작다.

 ㄴ. 2은 스위치를 열었을 때나 닫았을 때, 동일한 
전압이 걸리므로 소비전력은 같다.

 ㄷ. P점의 전류의 세기는 S가 닫혀있을 때가 열러있을 
때보다 저항이 작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닫혀있
을 때가 열려 있을 때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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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제의도] 두 파동이 중첩되었을 때의  여러 가지 성
질을 설명할 수 있다. 
 ㄱ. 진동수가 2Hz, 파장의 길이가 0.8m이므로, 파의 

전파속력은   =1.6m/s이다.

 ㄴ. 0.5초후의 1.0m 위치에서 왼쪽 파동의 진폭은 원
래파동의 진폭이고, 오른쪽 파동의 진폭은 0이므
로, 합성파의 진폭은 0이 아니다.

 ㄷ. 줄의 중심, 0.4m와 0.8m떨어진 곳에서 배가되어, 
0.9m떨어진 줄의 끝에서 마디가 생길 수 없으므
로, 중첩되어도 정상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13. [출제의도] 직선전류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에 의한 유
도전류를 설명할 수 있다.
 ㄱ. A를 통과하는 직선전류의 자기장의 방향은 앙페르

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 종이면에서 나오는 방향
이다.

 ㄴ. B는 직선전류에 의해 자기장이 종이면으로 들어가
면서 증가하므로, 자속의 증가를 방해하려는 나오
는 자기장이 증가하여 시계 반대 방향의 유도전류
가 흐른다.

ㄷ. 유도 전류의 세기는 시간당 자속 변화율 이므로, 거
리에 의한 자기장의 크기와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
적이 커서 자속 변화가 A가 C보다 크므로, 유도전
류의 세기는 A가 C보다 크다. 즉, 유도전류의 세
기는 C가 A보다 작다.

14. [출제의도]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 분포를 이해할 
수 있다.
  B와 P사이는 자기장의 방향이 -방향이고, P의 오

른쪽은 +이므로, P점에서의 자기장은 0이다. 따라
서, A와 B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는 A가 B
의 2배이다. A의 왼쪽이 -방향이므로 A는 평면
에서 나오는 방향이고  B는 들어가는 방향이며 전류
의 크기는 A가 이므로 B는 


가 된다.

15. [출제의도]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의 크기와 방향을 구할 수 있다.
 ㄱ. 도체막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 종이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ㄴ. 도체막대 B는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나란하

므로 힘을 받지 않는다.     (BIlsin )
 ㄷ. 도체 막대 C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BIlsin에 의해 

힘을 받은 수직성분(lsin)이 작아져 A의 자기력 보
다 작다.

16. [출제의도] 파동이 어떻게 발생하고 진행하는지 이해
할 수 있다.
 ㄱ. 파장의 크기는 파면사이의 거리이므로 

(가)=(다)>(나)이다.
 ㄴ. 파동의 형태가 구면파(원형파)이므로 파가 진행하

는 동안 사방으로 퍼지므로 진폭은 줄어든다.
 ㄷ. 전파 속력은   이므로 파면사이의 거리(파장

을 의미)와 파원의 진동수를 곱하면 전파속력이 
된다. (가):(나);(다)의 속력의 비가 1:1:2이므로 
전파속력의 비는 (다)의 경우가 (가)의 2배이다.

17. [출제의도] 최대운동에너지-파장 그래프에서 일함수를 
구할 수 있다..

 ㄱ.   

 이므로 B의 파장이 A의 파장의 2
배이므로, 일함수는 A가 B의 2배이다. 

 ㄴ. A와 B에 보다 짧은 파장를 비추면 전자가 튀
어 나온다. h

 =h
 +와 h

 =h
 +′를 

연립하면, 
h
 +′=h

 +, h
 -h

 =′-가 
되어 A와 B의 일함수의 차이는 운동에너지의 차
이와 같다. 따라서 그래프에서 A와 B의 운동에너
지의 차이가 6eV이므로, A와 B의 일함수의 차이
는 6eV이다. 

 ㄷ. 의 빛은  , 보다 파장이 길기 때문에 금속 
A, B에서 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

18. [출제의도] 매질이 다른 면에서의 빛의 반사와 굴절을 
비교할 수 있다.
 ㄱ. 매질2의 입사각이 매질1의 굴절각보다 작기 때문

에 매질2의 굴절률 매질 1보다 크다.(스넬의 법
칙)

 ㄴ. 빛은 공에서 반사되어 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
질2에서 1로 굴절한다. 그림에서 입사각보다 굴절
각이 더 크다.

 ㄷ. 입사각이 커질수록 더 얕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
인다.

19. [출제의도] 저항에 전류가 흐를 때 전류의 변화에 따른 
회로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ㄱ. 가변저항이 45일 때 전기기구의 소비전력이 가

변저항이 95일 때 전기기구의 소비전력의 4배
(전압2배, 전류2배)이므로, 45일 때 회로에 흐
르는 전류는 95일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2
배이다. 옴의 법칙에 의해
 10=2I(45+R)=I(95+R)에 의해 전기기구의 저
항은 5이다.    

 ㄴ. ㄱ에서 전기기구가 45일 때 전기기구의 흐르는 
전류는 95일 때의 2배이다. 
10=2I(45+5)=I(95+5)를 구하면 0.2A와 0.1A이
다.

 ㄷ. 가변저항을 조절하여 0으로 하면, 전기기구의 5
저항에 10V가 걸리므로 전기기구의 최대 소비 전
력은 P=

  =20W이다.

20. [출제의도]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설
명할 수 있다.
 ㄱ. 그래프에서 마찰력에 의해 속도가 줄어드는 구간

이 1-3초 일 때이므로 가속도를 구하면 1

이다. 
 

 =
 =

 = 
따라서 마찰계수는 

 이다. =0.1이다. 
 ㄴ. 마찰이 있는 수평면 L의 길이는 그래프에서 1-3

초동안 이동한 거리 이므로 14m이다..
 ㄷ. 마찰면에서 




-


=- , 

-36=-28, =8이므로 의 속도는  m/s이
다.

화학 I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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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1. [출제의도] 분자 간 인력이 기화열과 표면장력에 미
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물질의 분자 간 인력이 강할수록 기화되기 어려우므
로 기화열이 크고, 표면장력도 증가하게 되어 표면이 
구형이 된다. 

2. [출제의도] 바이오매스의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제시된 신재생 에너지는 바이오매스이다. ㄷ은 식물

과 동물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가 아닌 폐기물에너지이
다.

3. [출제의도] 탈황 장치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이해할 
수 있다.

A는 CO2, B는 SO3이다. A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이고, 탄산칼슘의 분해 반응은 상온에서 일어나지 
않으며 가열하여야 한다. (나)에서는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4. [출제의도] 앙금생성반응에서 수용액의 특성을 이해
할 수 있다.

(가)그림에서 ○는 3가 양이온, ●은 2가 음이온이고 
앙금을 구성하는 입자는 ●3개, □3개로 같다. ●가 2
가 음이온이므로 □는 2가 양이온으로 파악할 수 있다.  
수용액 (가)와 (나)는 이온의 개수는 같으나 물의 양이 
(나)가 많으므로 (나)의 전기 전도도가 더 작다.

5. [출제의도] 주요 기체의 특성과 활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A는 산소, B는 아르곤, C는 이산화탄소이다. B는 무
거워서 애드벌룬의 충전 기체로 사용할 수 없고, C는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 아니다.

6. [출제의도] 앙금생성반응에 대한 이온수의 변화를 그
래프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Pb(NO3)2 + 2KI → PbI2 + 2KNO3에서 Pb2+와 I-

가 1:2 로 반응해야 하므로 KI가 40mL 들어간 B점에
서 앙금생성이 종료된다. A에서 Pb2+는 

 개, K+는 
개 존재한다. A와 B에서 음이온의 수는 2개로 같다. 

7. [출제의도] 아스피린의 합성 반응을 통해 탄소 화합
물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다.

A는 아세트산(CH3COOH)이다. 반응물인 살리실산은 
페놀류를 포함하고 있어 염화철(Ⅲ)수용액과 정색반응
을 하고, 생성물인 아스피린은 산성이므로 수산화나트
륨과 중화반응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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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제의도] 금속의 반응성을 비교하고 이를  음극화 
보호에 적용할 수 있다.

금속의 반응성은 B 〉철 〉A 순이다. (가)에서는 철이 
산화되고 (나)에서는 B가 산화된다. 철의 부식을 방지
하기 위해 철보다 반응성이 큰 B를 부착하면 B가 철 
대신 부식되어 철이 보호된다. A가 B보다 반응성이 작
으므로 A이온이 용해된 수용액에 B를 넣으면 금속 A가 
석출된다.

9. [출제의도] 정수 처리과정과 생활 속에 활용된 과학
적 원리를 비교할 수 있다.

(나)는 물이 입자의 크기가 다른 여러 층을 통과하며 
여과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므로 정수 처리과정의 여
과지와 유사하다. (다)는 콩물에 간수를 부어 응고되는 
현상을 이용해 두부를 만드는 것으로, 정수 처리과정의 
약품 투입실에서 응집제를 넣어 찌꺼기나 미세 입자들
을 엉기게 하여 가라앉히는 것과 유사하다.

10. [출제의도] 실험을 통해 기체의 성질을 알 수 있다 .
 (나)에서 콕을 동시에 열었다 닫았을 때 Y분자가 더 

많이 분출하였으므로 X가 Y보다 상대 질량이 크다. 그
러므로 밀도는 X가 Y보다 크다. (나)의 용기의 압력은 
A, B 모두 1.5기압이고 부피가 2배이므로 분자 수는 B
가 A의 2배이다. (다)에서는 고정 장치를 푼 상태로 충
분한 시간 두었으므로 B의 압력은 A의 압력과 같은 1
기압이다.

11. [출제의도] 고분자 화합물의 구조로 성질과 단위체
를 설명할 수 있다.

A는 축합중합, 단위체 2개, B는 첨가중합, 단위체는 
CH2=CH-C(CH3)=CH2, C는 축합중합 , 단위체는 
포도당, D는 축합중합,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다.

12. [출제의도] 기체의 압력과 부피로부터 기체의 성질
을 추론할 수 있다.

A와 C는 질량이 같지만 A가 C보다 부피가 크므로 A
의 밀도는 C보다 작고, A가 B보다 온도가 높으므로 평
균 운동 속력은 A가 빠르다. C가 B보다 온도가 높으므
로 평균 운동 에너지는 C가 크다.

13. [출제의도] 탄화수소 유도체의 작용기에 특성을 이
해할 수 있다.

포르밀기가 있는 A는 은거울 반응을 하고, B와 C는 
탄소, 수소, 산소 원자수가 같으므로 분자식이 같고, D
는 에스테르이므로 물에 잘 용해되지 않는다.

14. [출제의도] 방향족 탄화수소 유도체의 구조로부터 성질
을 알 수 있다. 

B는 이온으로 존재하므로 A보다 물에 잘 용해되고, 
A는 산과 염기의 작용기가 모두 있고, C를 가수분해하
면 A와 아세트산이 생성된다.

15. [출제의도] 알칼리 금속의 특성과 할로겐 반응성으
로 화합물을 구분할 수 있다.

불꽃반응 색이 노란색이므로 (나)는 NaZ이고, (다)는 
KX이다. X2는 NaY와 반응하고, NaZ와는 반응하지 않
으므로 반응성은 Z2 > X2 > Y2이다. 따라서 (가)에 X2
를 이용할 수 있다.

16. [출제의도] 탄화수소의 산화․환원 반응과 중화 반응
을 설명할 수 있다.

A는 CH3CH2OH, B는 CH3COOH이므로 반응 (가)와 
(나)는 산화․환원 반응이고, (다)는 중화 반응이다.

17. [출제의도] 용액의 성질 변화를 이용하여 금속의 반
응성을 유추할 수 있다.

용액의 밀도가 감소하는 것을 보아 B이온과 금속은 
반응을 하므로 반응성은 A가 B보다 크고, 양이온수의 
변화가 없으므로 A이온의 전하량은 B 이온의 전하량과 
같다. (나)에서 금속 A이온이 하나 산화될 때 B이온 
하나가 환원되는데 밀도가 감소하므로 상대 질량은 A
가 B보다 작다.

18. [출제의도] 탄화수소의 연소 반응을 통해 탄화수소
와 분자식을 추론할 수 있다.

A는 완전연소 할 때 5개의 산소 분자가 필요한데, 탄
소 3개가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는 산소 분자(O2) 3개
가 필요하고, 나머지 2개의 산소 분자는 4H2O를 생성
한다. 그러므로, A는 수소가 8개 있다. 따라서 A는 
C3H8이고, B는 C4H8이고, C는 C5H12이다.

19. [출제의도] 금속의 반응성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
다.

금속 A만 염산과 반응하므로 A는 B보다 반응성이 크
다. (나)에서 A와 B를 도선으로 연결하였으므로 A에서
는 산화되고 금속 B에서 B 이온이 환원되고, A 이온과 
B 이온은 같은 전하량이므로 이온수는 변화없다. 

20. [출제의도] 산과 염기 반응을 자료로부터 해석할 수 
있다.

일정량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염산을 10mL씩 넣
어줌에 따라 생성된 물 분자수가 2, 4, 5이므로 (다)는 
중화반응을 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의 액
성은 산성이고, 전기전도도는 같은 양의 수용액 부피에 
(다)가 (가)보다 이온수가 많으므로 (다)가 크다. 용액
의 최고 온도는 중화반응을 가장 많이 한 (다)의 온도
가 가장 높다.

생물 I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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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1. [출제의도] 생명 현상의 특성 중 적응과 진화를 적
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해수를 먹고 사는 해양 조류는 해수 속의 염류에 의
해 혈액의 삼투압이 높아지므로 능동적으로 NaCl을 혈
액 밖으로 수송하여 혈액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
는 염류샘이 발달되어 있다. ㉠은 염류가 많은 환경에 
적응한 결과 발달한 것으로 적응과 진화의 예이다. ①
은 발생과 생장, ③은 물질대사, ④는 적응과 진화, ⑤
는 유전과 관련된 생명의 특성 예이며 ②는 삼투 현상
으로 생명의 특성 예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출제의도] 생식기관에서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이
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가)의 ㉠은 부정소이며 (나)의 A는 체세포 분열 
후기, B는 제2감수분열 후기, C는 제1감수분열 후기를 
나타낸다. ㄱ. 정자가 성숙되는 곳은 부정소이다. ㄴ. 

(나)의 B결과 염색분체의 분리가 일어나므로 염색체 수
의 변화는 없다. ㄷ. 세정관에서 정원세포는 체세포 분
열을 통해 수를 증가시키며 그 중 일부가 감수 분열 과
정으로 정자를 생성하므로 세정관에서 A, B, C에 해당
하는 세포를 모두 관찰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성인과 다른 태아의 심장에서 생기는 혈
액 순환의 특징을 유추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태아의 경우 폐로 가는 세동맥이 수축하여 폐순환으
로의 혈액 흐름을 억제한다. 폐 대신 태반에서 동맥혈
이 우심방으로 유입되며 이는 A를 통해 우심방에서 좌
심방으로 이동한다. B는 폐동맥의 혈액을 대동맥으로 
보내 혈액이 폐순환으로부터 체순환으로 우회하도록 만
든다. 출생 후 A와 B는 닫히며, 혈액 속 산소의 증가는 
세동맥의 혈관 이완을 일으켜 폐순환이 정상적으로 이
루어지게 된다. ㄱ. A로 인해 폐로 가는 혈액량은 감소
한다. ㄴ. B는 폐동맥의 혈액을 대동맥으로 보내므로 
우심실의 일부 혈액은 폐를 거치지 않고 온몸으로 이동
한다. ㄷ. 폐순환에 의해 혈액에 산소 공급이 없으므로 
좌심방의 산소 분압이 우심방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 

4. [출제의도] 신장에서 여과, 재흡수, 분비되는 과정을 
흐름도로 평가한다.

 흐름도에서 (가) 질문에 의해 포도당, 단백질이 크레
아틴, 요소와 구분, (나) 질문에 의해 크레아틴과 요소
가 구분, (다) 질문에 의해 포도당과 단백질이 구분된
다. A 질문에 해당되는 물질은 포도당, 요소, 크레아틴, 
B 질문에 해당되는 물질은 요소와 크레아틴, C 질문에 
해당하는 물질은 크레아틴이므로 (가)는 B, (나)는 C, 
(다)는 A이다. ㄱ. 집합관에서 발견된다(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크레아틴과 요소는 오줌의 성분이다. ㄴ. 
(가), (나), (다)의 내용은 각각 B, C, A이다. ㄷ. 신장
에서 재흡수되는 물질은 여과가 이루어지므로 보먼주머
니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보먼주머니에서 발견된다(다)
라는 질문을 통해 재흡수되는 물질을 구분할 수는 없다. 

5. [출제의도] 음파의 높낮이에 따른 청각의 성립 과정
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소리의 높낮이는 기저막이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의해서, 소리의 세기는 기저막이 진동하는 정도에 의해 
구분된다. ㄱ. B에서 작용하는 신경은 청신경으로 감각
신경이다. ㄴ. ㉠ 음의 세기를 변화시켜도 음의 높낮이
가 같으면 기저막이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는 동일하다. 
ㄷ. 고음일수록 진동수는 커지며 달팽이관의 난원창에
서 가까운 부위의 기저막이 최대로 진동한다. 따라서 
㉠, ㉡, ㉢음을 들을 때 C, B, A의 순서로 기저막이 최
대로 진동한다. 

6. [출제의도] 물의 온도변화에 적응한 동물의 헤모글로
빈 양의 변화 그래프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온도가 증가하면 물의 산소 용해도는 감소한다. 따라
서 물의 온도 변화에 적응한 동물은 온도가 증가하면 
혈액 속 헤모글로빈 양을 증가시켜 적은 산소의 양을 
극복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온도에 따라 헤모글로
빈의 양이 증가하는 것은 그래프 ②이다. 

7. [출제의도] 혈액형과 수혈관계를 파악하는지 평가한
다.

자료를 통해 가능한 가족의 혈액형은 다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가능한 경우 Ⅰ
아빠 A형 Rh+형
엄마 B형 Rh-형
딸 AB형 Rh-형

아들 AB형 Rh+형

가능한 경우 Ⅱ
아빠 B형 Rh+형
엄마 A형 Rh-형
딸 AB형 Rh-형

아들 AB형 Rh+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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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형 응집원 응집소
A형 A β
B형 B α

AB형 A, B 없음
O형 없음 α, β

부부의 ABO식 응집원이 다르므로 부부 중 한 명은 
A형 다른 한 명은 B형이다. 엄마와 아빠가 아들에게는  
수혈이 가능하므로 아들은 AB형이며 자녀의 ABO식 혈
액형이 같으므로 딸도 AB형이다. 딸과의 수혈관계에서 
아빠와 엄마가 다른 것으로 보아 부부의 Rh 혈액형이 
다르며, 자녀 모두에게 수혈이 가능한 엄마가 Rh-,아빠
가 Rh+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빠에게 수혈을 받
을 수 있는 아들은 Rh+, 수혈 받지 못하는 딸은 Rh-형
이다. ㄱ. 딸은 Rh-형이므로 Rh응집원을 갖지 않는다. 
ㄴ. 아들은 AB형이므로 아빠에게 수혈할 수 없다. ㄷ. 
아빠와 아들은 응집원 A(가능한 경우Ⅰ)나 B(가능한 
경우Ⅱ)를 공통으로 갖는다.

8. [출제의도] 신경에 의한 흡기의 발생과정과 1회 호흡 
시 일어나는 폐, 흉강의 압력과 부피 변화 그래프를 
해석하는지 평가한다. 

ㄱ. (가)는 횡격막의 수축을 통해 흡기가 일어나는 
과정이다. ㄴ. (나)의 흡기 동안 폐의 압력은 0～1초에 
낮아지고 1～ 2초에 높아진다. ㄷ. 0.5~1.5초 동안 폐
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 흡기가 진행되므로 폐의 부
피는 증가한다.  

9. [출제의도] 시냅스 전 신경 세포의 자극에 따른 시
냅스 후 막전위의 변화 그래프를 분석하는지 평가한
다.                                             

A와 B는 흥분성, C는 억제성 뉴런의 말단이다. ㄱ. 오
른쪽 그래프에서 A+B를 자극했을 때 활동전위가 발생
한다. ㄴ.  역치 이하의 자극에서도 Na+유입에 의해 막
전위가 올라간다(활동전위는 발생하지 않음). B를 자극
했을 때 시냅스 후 세포의 막전위가 올라갔으므로 Na+
가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ㄷ. C를 자극했을 때 막
전위가 내려가고 A+C에서 A의 막전위 증가가 상쇄되
므로 C는 억제성 뉴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를 연
속으로 자극했을 때 활동 전위는 발생하지 않는다.   

10. [출제의도] 역치와 베버의 법칙을 이해하는지 평가
한다.

처음 자극의 세기(S1)에 따른 자극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자극의 최소 변화량(△S)을 나타낸 그래프에서 기
울기(

∆ )는 베버 상수를 뜻한다. ㄱ. A와 B에서 자극
의 세기가 (가)일 때부터 △S가 나타나므로 (가)는 역
치이다. ㄴ. A의 기울기가 B보다 크므로 베버 상수가 크
다. ㄷ. 베버 상수가 작은 B가 A보다 더 예민하다. 

11. [출제의도] 영양소의 특징을 알고있는지 평가한다.
A는 단백질, B는 탄수화물, C는 비타민 A이다. ㄱ. 단

백질은 몸의 구성 성분이다. ㄴ. 1g 당 저장된 에너지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모두 4kcal로 같다. ㄷ. 비타민 A는 
지용성 영양소로 소장 융털의 암죽관으로 흡수된다.

12. [출제의도] 혈액의 응집반응을 이해하는지 평가한
다.

ㄱ. (가)에는 응집
원이 있으므로 A형의 
적혈구이다. ㄴ.  (가)
의 응집원 A와 응집 
반응을 하므로 (나)는 
응집소 α이다. ㄷ. 혈
액의 응집 반응은 응집원과 응집소에 의한 것으로 항원
-항체 반응이다.

13. [출제의도] 여성의 난소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성호
르몬 분비 조절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A는 FSH, B는 LH, C는 에스트로겐, D는 프로게스테
론이다. ① FSH(A)는 여포의 성숙을 촉진한다. ② 
LH(B)는 배란을 촉진한다. ③ 에스트로겐(C)은 자궁 

내벽을 두껍게 발달시킨다. ④ 황체가 퇴화되면 프로게
스테론(D)의 분비는 감소한다. ⑤ 프로게스테론(D)은 
FSH의 분비를 억제한다. 

14. [출제의도] 복대립 유전에 관한 자료 해석을 평가한
다.

 ㄱ. 부모의 형질이 같은데 새로운 형질의 자손이 나
오는 경우 새로운 형질을 지정하는 유전자는 열성이다. 
ㄴ. (나)에서  알비노와 검정색 부모를 교배했는데 은
색 자손이 나온 것으로 보아 검정색 부모는 이형접합
(검은색 유전자, 은색 유전자)이며 검은색 유전자가 은
색 유전자에 대해 우성임을, 알비노 부모는 동형접합
(알비노 유전자, 알비노 유전자)임을 알 수 있다. ㄷ. 
부모의 형질이 같을 때 새로운 형질이 나오면 그 부모
의 형질은 우성이며, 유전자형은 모두 이형접합이다. 

15. [출제의도] 반성 유전 형질에 대한 가계도 분석을 
평가한다.

 

혈우병과 색맹은 X염색체에 유전자가 있으며 정상에 
대해 열성인 형질이다. ㄱ. 아버지가 정상(XY)이므로 
영희의 색맹 유전자(X'X')는 보인자인 어머니(X'X)로부
터 받았다. ㄴ. 아들의 혈우병 유전자는 A로부터 받은 
것이다. B는 혈우병이므로 혈우병 유전자를 갖는다. ㄷ. 
아버지가 정상(XY)이므로 영희는 보인자인 어머니
(X'X)로부터 색맹 유전자를 모두 받았다. 어머니가 난
자를 만들 때  제1감수분열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영희
는 X'X로 정상이 된다. 영희가 색맹이려면 어머니의 제 
2감수분열에서 염색분체가 비분리되어 생긴 X'X'를 갖
는 난자가 수정되어야 한다. 

16. [출제의도] 호르몬에 의한 혈당량의 조절 과정을 이
해하는지 평가한다.

ㄱ, ㄴ. 먹이를 공급한 후 초기에 A의 분비량이 증가
하고 B의 분비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A는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이고, B는 혈당량을 높이는 호
르몬인 글루카곤이다. ㄷ. 호르몬 A는 혈당량을 낮추고, 
호르몬 B는 혈당량을 높이므로 서로 길항작용을 한다. 

17. [출제의도] 영양소의 소화과정을 이해하는지 평가한
다. 

효소 A는 아밀라아제이고 효소 B는 트립신, 키모트
립신, 펩티다아제 중 하나이며 pH 8정도에서 활성이 높
다. (가)는 쓸개즙에 의해 유화된 지방이므로 기계적 
소화의 산물에 해당한다.

18. [출제의도] 돌연변이에 대한 자료 해석을 평가한다.
21번 염색체 한 쌍의 DNA상대량이 1이므로 21번 염

색체 한 개의 DNA 상대량은 0.5이다. ㄱ. B의 DNA량
이 0.5와 1사이인 것으로 보아 정상인과 핵형이 다르
다. ㄴ. 다운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3개이므로 DNA량
은 1.5가 되며 C의 DNA상대량과 같다. ㄷ. 염색체 돌
연변이 중 역위가 일어난 경우 DNA량은 변화가 없으
므로 A와 DNA 상대량이 같다. 

19. [출제의도] 자정 작용과 생활 하수 정화 과정의 비

교를 평가한다.
A는 질산염의 농도, B는 인삼염의 농도, C는 세균밀

도, D는 조류 밀도이다. 생활 하수 정화 과정 ⓐ에서 
산소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므로 유기 호흡
을 하는 미생물을 넣었으며 ⓑ에서 빛을 이용해 산소를 
발생시키므로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을 넣어 주었다. ㄱ. 
ⓐ에서는 미생물의 유기물 분해 결과 무기 염류가 증가
하며, ⓑ에서는 미생물의 광합성으로 무기 염류가 감소
하여 ⓐ가 ⓑ보다 A, B의 양이 많다.  ㄴ. C와 ⓐ의 미
생물은 모두 유기 호흡을 통해 물속의 유기물을 분해한
다. ㄷ. D와 ⓑ의 미생물은 빛에너지를 이용해 무기물
을 유기물로 합성한다.  

20. [출제의도] 핵이식을 통한 복제 과정의 원리를 알고
있는지 평가한다.

핵이식을 이용한 복제 과정이다. ㄱ. 고양이 A의 자
궁세포 핵을 이식하였으므로 복제된 고양이는 암컷이
다. ㄴ. 고양이 B와 복제된 고양이는 암컷으로 염색체 
수와 모양이 같다. ㄷ. 복제된 고양이의 핵 유전자는 핵
을 제공한 A와 같다. C는 대리모이므로 복제된 고양이
의 유전자와 모두 같을 수는 없다.

지구과학 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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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1. [출제의도] 지구과학의 특성을 평가한다.
광물, 암석 얼음층, 화성은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규

모를 갖는다. 지질, 생물, 천문학등의 학문간 통합적 접
근이 필요하며 화성의 이끼 실험을 실험실에서 할 수는 
없다.

2. [출제의도] 용암의 종류에 따른 화산의 특징을 알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용암의 종류에는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용암
이 있다. SiO2함량이 적은 현무암질 용암은 점성이 작
아서 유동성이 크고, 화산체의 경사가 완만한 순상화산
을 만든다. SiO2함량이 많은 유문암질 용암은 점성이 
커서 유동성이 작고, 화산체의 경사가 급한 종상화산을 
만든다. 

3. [출제의도] 지구 생성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기체분압
변화 경향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지구 생성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산화탄소는 수권과 
암권으로 이동하면서 분압이 점점 감소하였다. 따라서 
지구 생성 초기의 온실효과는 현재보다 컸다. 질소의 
분압은 거의 일정하였고, 산소는 고생대 이전부터 형성
되었다.

4. [출제의도] 북태평양의 표층 순환을 이해할 수 있는
지 평가한다. 

A는 쿠로시오해류, B는 북태평양해류, C는 캘리포니
아해류, D는 북적도해류, E는 적도반류이다. A는 서안
경계류로서 유속이 빠르고 폭이 좁으며 수심이 깊은 반
면 C는 동안경계류로 A와 반대의 특징을 갖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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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가 클수록 전향력이 커지므로 D보다 B의 해류가 
더 많은 전향력의 영향을 받는다.

5. [출제의도] 주요 판의 상대적인 이동 속도에 따른 특
징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판의 경계에는 발산경계, 수렴경계, 보존경계가 있고 
각 경계에서의 판 이동속도와 방향은 각기 다르다. 또
한 태평양이 대서양보다 이동속도가 빠르다. 태평양에
서는 대체적으로 해안선을 따라 수렴경계가 나타나고 
대서양에서는 중앙해령부근에 경계가 나타난다. 판은 
발산경계인 해령에서 생성되어 수렴경계인 해구에서 소
멸하므로 지구의 표면적은 계속 넓어지지 않는다.

6. [출제의도] 각 위도에 따른 기권의 연직분포 특징을 
이해하는지를 평가한다.  

A, B, C는 각각 적도, 중위도, 극 지역의 고도에 따른 
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대류권계면의 높이는 적도>중
위도>극 이고, 적도 지역의 대류권계면 온도가 가장 낮다.

7. [출제의도] 지구환경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을 이해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라니냐는 남동무역풍의 강화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기
권이 수권에 영향을 준다. 쓰나미는 해저지진이나 단층
에 의해 발생한 해파가 해안으로 밀려와 나타나는 현상
으로 암권이 수권에 영향을 준다. 석회동굴은 석회암지
대에 지하수가 흐를 때 석회암이 용해되어 생성되는 현
상으로 수권이 암권에 영향을 준다. 북적도해류는 북동
무역풍에 의해 발생하는 해류로 기권이 수권에 영향을 
준다.

8. [출제의도] 각 지질 시대별 화석과 그 특징을 이해하
는지 평가한다.

A는 화폐석, B는 삼엽충, C는 고사리  화석이다.  또
한 A는 신생대, B는 고생대의 표준화석이고, C는 시상
화석으로 생성 당시 온난 습윤한 기후였음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A, B화석은 해양에서 서식하였다.

9. [출제의도] 세계의 지진 분포를 해석하여 판 경계의 
특징을 이해하는지를 평가한다. 

A지역은 마리아나 해구 부근, B지역은 티벳 부근, C
지역은 칠레 부근 지진이다. A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
나는 수렴형 경계로 화산활동이 활발한 지역이고, B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수렴형 경계로서 화산활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C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수렴형 경계로 화산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또한 A와 
C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10. [출제의도] 산을 타고 올라가는 불포화 공기의 수증
기압 변화를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A에서 B까지는 건조단열감률을 따라, B에서 C로 올
라가는 동안 습윤단열감률을 따라 변화한다. C에서D는 
다시 건조단열을 따라 이동하며 부피변화에 의한 이슬
점 감률에 의해 그래프는 평행하게 이동하지 않고 약간 
하향(상향) 이동하게 되며 산을 넘은 뒤의 기온은 B에
서 C구간(습윤단열 구간)에 의해 처음보다 상승하게 된
다. 

11. [출제의도] 일기기호를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대전의 상대습도는 


× ≒   이고 

서울은 대전보다 이슬점이 높아 절대습도도 높으며 두 
지역의 기압차는 8.7hPa이다.

12. [출제의도] 열대저기압의 이동에 따른 특징과 영향을 
해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하루 동안의 이동 거리가 길어지므로 열대저기압의 
이동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7일 오전에는 북동쪽
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부산 지방에서의 풍향은 저기압
인 태풍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되므로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

13. [출제의도] 망원경의 종류에 따른 성능을 이해하는
지 평가한다.

색수차는 굴절식 망원경에서 나타나므로  A망원경에
만 나타난다. 배율은 접안렌즈의초점거리

대물렌즈의초점거리 이므로 문제의 
표에서 B망원경이 가장 높고, 집광력은 대물렌즈가 가
장 큰 C가 가장 크다.

14. [출제의도] 천리안 위성이 하는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천리안 위성은 기상, 해양, 통신위성이다. 따라서 기
름 유출시 오염 범위를 감지할 수 있고, 황사의 농도와 
피해 면적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으며, 적조를 발생 시
키는 해양의 클로로필(엽록소의 일종)의 생산량을 가시
광선 센서를 이용해 추정할 수 있다.

15. [출제의도]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여름과 겨울의 표
층 수온 분포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겨울철 표층 수온은 동해보다 서해가 낮고, 수온의 
연교차는 동해보다 서해가 크다. 또한 동해에서 남북간
의 수온차는 겨울이 여름보다 크다.

16. [출제의도] 적도의식 굴절망원경의 특징 및 사용법
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시야는 경통보다 파인더가 넓고, 미동 핸들은 찾고자
하는 대상을 접안렌즈의 중앙에 오도록 미세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며, 초점은 초점조절나사를 이용해 맞춘다.
또한, 적도의식 망원경은 극축망원경을 이용해 극축을 
천구의 북극에 일치시켜야 한다.

17.  [출제의도] 소행성대의 소행성과 혜성의 특징을 이
해하는지를 평가한다.

소행성의 주요 구성 물질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혜성은 얼음과 먼지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화성과 목
성사이에 있는 소행성대의 소행성은 핼리혜성보다 공전
주기가 더 짧고, 태양으로부터의 평균거리도 더 짧다.  
불규칙한 모양의 소행성은 자전하면서 밝기가 변하며, 
공전하는 동안 태양과의 거리 변화에 의해서도 밝기가 
변한다. 혜성은 태양과의 거리 변화에 의해 밝기가 변
한다.

18.  [출제의도] 달의 공전 운동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문제의 그림에서 A～E기간은 삭망월로서 음력 한 달

을 의미하고, C의 위치는 망의 위상으로 초저녁부터 새
벽까지 관측할 수 있다. 또한 D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하현의 위상이므로 새벽에 남중한다.

19. [출제의도] 천동설과 지동설의 개념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가)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나)는 프톨레마이오
스의 천동설이다. 행성의 시운동은 지동설에서는 지구
와 행성들의 공전속도 차이로 설명하고, (나)의 천동설

에서는 주전원으로 설명한다. 천동설에 지구는 자전하
지 않으므로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현상
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루 동안 태양이 시계 방향으로 
공전해야 한다. 낮과 밤의 변화는 지동설에서는 지구의 
자전으로 설명하고, (나)의 천동설에서는 지구가 자전
하지 않고 태양의 공전으로 설명한다.

20. [출제의도] 지구와 행성들의 상대적인 운동을 이해
하는지 평가한다. 

2011년 일년 동안 목성은 충의 위치를 한 번 지나고, 
상대적 위치관계에서 화성보다 더 서쪽에 위치하므로 
화성보다 일찍 뜬다. 12월에 금성은 동방이각에 위치해 
있으므로 초저녁에 관측할 수 있다.

물리 II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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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1. [출제의도] 스키를 타는 어른과 보드를 타는 아이의 
운동 상황에서 이동거리와 변위, 평균속력과 운동
상태를 이해 할 수 있다. 

 ㄱ. 어른은 직선운동을 하므로 이동거리와 변위는 같다.
 ㄴ. 같은 시간동안 이동거리가 아이가 크므로 평균속

력은 아이가 어른보다 크다.
 ㄷ. 아이의 방향이 변하므로 아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지 않는다. 

2. [출제의도]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에서 수평 도달거
리, 연직 높이, 지면 도달 속력을 구할 수 있다. 

 ㄱ. 공의 연직속도가 10 m/s이므로 최고점에 1초 후에 
도달한 후, 최고점에서 2초후 지면에 도달한다. 수
평 도달 거리는 공의 수평속도에 체공시간을 곱하
면 되므로 10 ×3 = 30 m이다.

 ㄴ. 지면으로부터 나무의 높이는 최고점에서 공이 떨
어지는 연직거리이므로  

 ×10×=20 m이다. 
 ㄷ. 지면 도달 속력은 3 초후 수직 속력 20과 수평속

력 10 의 벡터합으로  10 m/s이다. 

3. [출제의도]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로부터 
높이가 다른 인공위성에서 공전주기를 비교 할 
수 있다.

  만유인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여 인공위성이 원운동을 
하므로, 




  = m
 , 

따라서   = 



 , 

주기는   = 
π  =π


  =  π



  

에서 B에서의 공전주기는 A의  배인  T이다. 
(또는 공전 주기   =   공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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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제의도] 2차원 충돌에서 충돌 후 반발계수, 운동에너
지, 충격량을 알 수 있다.

  ㄱ. 벽면에 충돌 할 때 수직속도는 5 으로 들
어갔다가 반대방향으로 5 으로 나오므로 
반발계수는 1이다.                  

  ㄴ. 벽면에 충돌할 때와 속도와 충돌한 후 속도가 같으
므로 충돌 전후 운동에너지는 같다.

  ㄷ. 벽면과 충돌하는 동안 공이 받은 충격량은 공
의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공의 수평 방향의 속
도는 변하지 않으므로 공의 수직방향의 운동
량의 변화량만 계산하면 된다. 
따라서 충격량은 5 -(-5 ) = 10 이다.  

    
5. [출제의도] 등속원운동의 반지름과 질량이  다른 상황에서 

각속도, 속력, 구심력의 크기를 비교 할 수 있다. 
  ㄱ. 등속원운동이므로 같은 시간동안 같은 각으로 

돌고 있으므로 A와 B의 각속도가 같다.
  ㄴ. 반지름은 B가 A의 2배이고 각속도는 같으므로 

속력은 B가 A의 2배이다. 
(   ω) 

  ㄷ. 등속 원운동에서 구심력의 크기   = ω이다. 
ω(각속도)는 같고, B가 반지름과 질량이 두배이므
로 구심력은 4배이다. 따라서 B가 A보다 크다.

 
6. [출제의도] 물체의 질량이 다른 용수철의 단진동

에서 가속도, 속력, 주기를비교할 수 있다. 
  ㄱ. 최대진폭이 d로 같으므로 탄성력은 같다. 

탄성력=kd=질량×가속도이다.   
질량이 B가 A의 3배이므로 가속도는 A가 B의 
3배이다.

  ㄴ. 역학적에너지는 보존되므로, 최대 진폭 위치에서 
위치에너지는 평형점에서 운동에너지와 같다. 탄
성계수 k와 최대진폭 d가 같고, 질량은  B가 A의 3
배이므로 속도는 A가 B의  배이다.

  ㄷ. 주기는 2π


 이고, 탄성계수가 같으므로, 주

기는 B가 A의  배이다.
     

7. [출제의도]  두 개의 실린더 안의 1몰의 이상기체가 
평형상태를 유지했을 때, 힘, 압력, 온도를 비교할 
수 있다.

  ㄱ. 힘은 압력×면적이므로 PA·S이다.  
  ㄴ. 양쪽 피스톤이 정지했으므로 힘의 평형상태이

다. PA·S = PB ·2S 따라서 A의 압력은 B의 두
배이다.

  ㄷ. 부피는 B가 A의 두배이다. 보일의 사를의 법칙 T
PV

=T′
P′V′ 에 의해 T

P·V =  T
P·V 가 된다. 따라서 

A와 B의 온도는 같다. 

8. [출제의도]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정적과정, 등온과
정, 정압과정을 압력-부피 그래프를 활용하여 열
흡수 와  열방출, 온도 변화, 기체분자의 평균속력
을 비교 할 수 있다.

  ㄱ. P-V 그래프의 넓이가 온도를 의미하므로 B의 넓
이가 A의 4배이므로 B의 온도가 T이다.     

  ㄴ. B → C 과정은 온도가 T로 일정한 등온과정이
다.  = 




 이므로   기체분자의 평균속력

은 2이다.
  ㄷ. C → A과정인 정압과정 (압축)이다. Q = △U + W 

온도가 줄어들고[△U = (-)] 일도 받고 있으므로 
[W = (-)] Q = (-)가 되므로, 열을 방출한다.

9. [출제의도] 쿨롱의 법칙을 이해한다.
ㄱ. 척력이 작용했으므로 같은 종류의 전하이다.

ㄴ. 금속구가 정지해 있으므로 힘의 평형상태이다. 장력
과 (중력+전기력)이 평형  이고, 실과 수직면의 각
도 0이므로, 중력과 전기력의 크기가 같다. 
전기력 =   mg = 0.01×10 = 0.1N이다.

ㄷ. 쿨롱의 법칙에 의해 0.1 = k

 에 k와 r=10

(cm)=10 ×(m)를 대입하면 , 전하량   
= 

 ×이다.

10. [출제의도] 평행판 전기장에서 전위차, 전기장, 전기
에너지를 이해한다.

ㄱ. 입자가 평행판의 중앙에 있으므로 D입자와 A사이
의 전위차는 40V의 반인 20V이다.

ㄴ. 입자가 B에 충돌할 때까지 전기력이 한일 
W=qV=2×20=40 J이다.  

ㄷ. 전기력이 한일이 운동에너지로 변하므로 qV = 



에 대입하면, =40 m/s이다.

11. [출제의도] 축전기의 연결을 이해한다.
ㄱ.  직렬 연결에서는 


 


 

 , 
병렬 연결에서는    이므로 
3 F과 5 F이 병렬연결이므로, 8 F이고 전체
합성용량은 1.6 F이 된다.

ㄴ. 축전기가 2 F과 8 F이 직렬연결된 형태이고, 
  에 의해 전기용량과 전압은 반비례하므로 
3 F의 양단의 전위차는 20 V이다.

ㄷ. 5 F에 20 V가 양단에 전압이 걸리고, 저장된 
전기에너지 E=


 에 대입하면,  J이다. 

12. [출제의도] 키르히호프의 법칙을 이해한다.
ㄱ. 키르히호프 2법칙(전압강하법칙)을 적용하면 

18(V)-6×I×3-6(V)=0  I=
 A이다. C가 접

지상태이므로 전위가 0이고, a에서의 전위는 18
V에서 4 V (

 × 6) 강하된 14 V가 된다.

ㄴ. 스위치를 닫게 되면 왼쪽 회로와 오른쪽 회로가 
생긴다. a에서의 전하량 보존 법칙은
      , 
왼쪽회로에서 전압강하는 
12(V)+6 -12 -6(V)=0, 
오른쪽에서의 전압강하는 
18(V)-6 -6 -12(V)=0, 
세식을 연립하여 풀면, 
=

 , =
 , =

 이다. 
따라서 b에 흐르는 전류 =

 =0.2 A이다.

ㄷ. 전류가 =
 가 흐르므로 18V에서 전위가 



×6(4.8) V만큼 전압강하하면 13.2 V가 된다. 

13. [출제의도] R-L-C 회로를 이해한다.
ㄱ. 임피던스는 

 = +   
= +   

  = 50 Ω이다.

ㄴ. 전류는 I=
 이므로 I=2A이다.

ㄷ. 소모전력       ×   W 이다.

14. [출제의도] 로렌츠 힘을 이해한다.
ㄱ. a 대접입자는 자기장에 나란히 입사했으므로 θ=0°

이되어 자기력(로렌츠의힘)을 받지 않으므로 입자
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ㄴ. b 대전입자는 자기장에 수직으로 θ=90°가되어 자
기력(로렌츠의 힘)이 최대가 되고 수직으로 힘을 
받아 등속원운동하게 된다.

ㄷ. c 대전입자는 θ가 예각이므로 수직으로 입사한 b대
전입자보다 힘의 크기가 작다. (F=BIlsinθ)

15. [출제의도] 밀리컨의 실험을 이해한다.
ㄱ. 위가 (+)전하, 아래가(-)전하가 있으므로 중력에 평

형을 이루려면, 기름방울은 음(-)전하이어햐 한다.

ㄴ. 등속운동을 하므로 기름방울에 작용하는 합력은 0
이다.

ㄷ. 전위차를 크게하면 위쪽으로 작용하는 전기력이 중
력 보다 커지게 되므로 기름방울은 위로 가속 운동
한다.

16. [출제의도] 반감기를 이해한다.
ㄱ. 그래프에서 일때 A는 


만큼 붕괴 되었고, 

B는 

 만큼 붕괴 되었으므로, 붕괴율은 A가 

B보다 작다.
ㄴ. 그래프에서  B는 


 만큼 붕괴 된 시간이 T이

고, 

만큼 붕괴 된 시간이 =3T이므로, 

일때 A는 

 만큼 붕괴 되었으므로 A의 반감

기는 =3T가 된다.
ㄷ. 그래프에서 일때 A는 


만큼 붕괴 되었고, 

B는 

만큼 붕괴 되었으므로, 붕괴된 원자핵

의 개수 비는 4:7이다.
17. [출제의도] 러더퍼드의 α입자 산란 실험을 이해한다.
ㄱ. 라듐의 원자핵 붕괴(Ra → 

Rn입자) 과정
에서 α입자가는 질량수4, 양성자수 2인 입자이므
로 헬륨의 원자핵에 해당한다. 

ㄴ. 러더퍼드의 원자모형에 대한 실험이므로 원자의 불
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설명할 수 없다. (원자의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는 보어의 원자모형으로 설
명가능)

ㄷ. 180°로 꺽여 되돌아 나오는 것은 같은 양전하를 띠
고 있는, 중심에 밀집된 양전하와 α입자의 반발력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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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출제의도] 수소원자 내 전자 에너지 준위를 이해한
다.















 에 A는 =1, =4를 대입

하고, B는 =2, =4, 
C는  =1, =2를 대입하면, = 

 , =
 , 

=
 가 되고, 

4:20:5가 된다.

19. [출제의도] 질량분석기의 원리를 이해한다.
ㄱ. 양전하가 반시계방향 원운동 하므로, 자기장의 방향

은 종이면에 들어가는 방향이다.
ㄴ. 대전입자는 전기장에서는 등가속도운동을 하고, 자

기장에서는 등속원운동을 한다.
ㄷ. 대전입자의 질량은  

 ,   




를 연립하여 풀면, m=
    이 된다. R=

 대
입하면, 

  가 된다.

20. [출제의도] 핵분열을 이해한다.
ㄱ. 원자핵 반응식 

U 
n → 

Kr 
Ba 가  

에서 질량수가 3, 양성자수가 0이므로 (가)입자는 
중성자이다.

ㄴ. Kr의 양성자수는 36이다.
ㄷ. 그래프에서 핵자당 결합에너지는 U가 Ba보다 

작다.

화학 Ⅱ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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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1. [출제의도] 원자의 구성 성분을 알 수 있다.
ㄱ.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수는 각 1이고, 전자의 질

량은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ㄴ. 동위원소는 
양성자수는 같고 중성자수가 다른 원소이다. ㄷ.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된다.
2. [출제의도] 기체의 용해도를 이해할 수 있다.

ㄱ. ㄴ.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는
다. 온도가 증가하고 압력이 감소할수록 기체의 용해도
는 감소한다. ㄷ. 실린더에 헬륨기체를 넣어주면 피스톤
의 부피가 증가하므로 이산화탄소의 부분압력이 감소하
여 용해도가 감소하게 된다.

3. [출제의도] 반응 모형으로부터 반응차수와 반감기를 
추론할 수 있다.

ㄱ. A가 4개 반응하여 B가 2개 생성되므로 a : b = 2 :
1이다. ㄴ. A의 반감기가 1분으로 일정하므로 전체 반
응 차수는 1차이다. ㄷ. 반감기 = ln2/k 이므로 농도와
는 무관하다.

4. [출제의도] 액체의 증기압력을 이해할 수 있다.
ㄱ. 온도를 증가시키면 액체의 증기압력이 증가하므

로 h는 증가한다. ㄴ. 액체의 증기압력은 액체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온도에만 영향을 받는다. ㄷ. 일정 
온도에서 증기압력은 액체 B가 액체 A보다 낮으므로 
는 감소한다.

5. [출제의도] 기체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다.
ㄱ. 기체의 압력은 단위부피당 입자수에 영향을 받으

므로 압력의 비는 3 : 2이다. ㄴ. 온도에서 같은 질량의 
기체를 넣어주었으므로 기체 분자수와 분자량은 서로 
반비례한다. 분자량 순서는 C<B<A이므로 평균 운동 
속력은 C>B>A 순이다. ㄷ. 분자량의 비는 6 : 5이다.

6. [출제의도] 구조식으로부터 원자간 결합각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ㄱ. a=109.5°, b=120°, c=104.5°이다. ㄴ. 두 개의 
산소원자에 각각 두 개씩의 비공유전자쌍이 존재한다. 
ㄷ. -OH 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분자간 수소결합을 할 
수 있다. 아세트산은 이합체를 생성한다.

7. [출제의도] 산의 이온화상수와 짝염기의 이온화상수 
관계를 알고 완충용액을 이해할 수 있다.

ㄱ. HB는 약한 산이므로 pH가 7보다 작아야 한다. 
ㄴ. Ka×Kb=Kw 이므로 NaA 수용액의 Kb가 NaB 수용
액의 Kb보다 작다. 따라서, NaB 수용액이 더 강염기이
므로 pH는 NaA 수용액보다 크다. ㄷ. HA의 Ka가 
1.8×10-5 정도로 작으므로 약산이다. NaOH(aq)이 
50mL 첨가되었을 때 약산과 그 짝염기가 약 1 : 1로 존
재하는 완충용액이 된다.

8. [출제의도]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그림을 이해할 수 있
다.

ㄱ.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융해곡선의 기울기가 양
의 값을 가지므로 고체의 밀도가 액체보다 크다. ㄴ. 
-70℃의 용기에 이산화탄소를 계속 넣으면 고체 상태
인 드라이아이스만이 생성된다. ㄷ. 삼중점이 1기압보다 
높기 때문에 그 아래의 압력에서는 승화가 일어난다.

9. [출제의도] 중성 원자의 전자 배치를 이해할 수 있다.
A는 탄소의 들뜬상태를, B는 질소의 바닥상태를, C는 

플루오르의 바닥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10. [출제의도] 원자간 결합 에너지를 이용하여 반응열
을 구할 수 있다.

반응열(ΔH) =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의 총합)- (생성
물의 결합 에너지의 총합) 이다. 반응물에서 끊어야하는 
결합은 C-H, O=O이고, 생성물에서 끊어야하는 결합은 
C=O, O-H이다. 

11. [출제의도] 반응 속도와 열화학 에너지를 이해할 수 
있다.

ㄱ. 1단계 반응이 반응속도 결정 단계이므로 전체는 
2차 반응이다. ㄴ. 반응속도 상수는 T가 증가할수록 커
진다. ㄷ. 발열 반응이므로 반응 물질의 결합에너지 총
합이 더 작다.

12. [출제의도] 원소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다.
A는 He, B는 F, C는 Na, D는 Cl, E는 K이다. 염소

보다 플루오르의 끓는점이 더 낮다.

13. [출제의도] 산-염기 적정을 이해할 수 있다.
① 염기와 농도가 같은 황산은 염기 부피의 

 만큼 
첨가하였을 때 중화점이 된다. ② (가)는 완충용액이므
로 pH 변화가 거의 없다. ③ 중화점에서 이온의 수는 
전하가 작고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의 수가 가장 

많다. ④ 약염기에 강산을 넣으며 적정하였으므로 용액
의 pH 는 적정이 시작되기 전이 가장 높다. ⑤ 염산으
로 적정하면 중화점에서의 산의 부피가 황산의 두 배가 
된다.

14. [출제의도] 산화·환원 반응과 금속의 반응성을 알고 
전지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이해할 수 있다.

ㄱ. 전지 (가)와 (다)에서 전극 A의 질량이 증가하였
으므로 A2+ 이온이 환원되는 것이다. 따라서 B와 C의 
반응성이 A보다 크다. 전지 (나)의 전압이 1.10V이므
로 C의 반응성이 B보다 큼을 알 수 있다. ㄴ. 전지 
(나)에서 C전극에서 산화가 B전극에서 환원이 일어나
므로 전자는 C에서 B로 전류는 B에서 C로 흐른다. ㄷ. 
전지 (다)의 전압은 0.46+1.10=1.56V이다.

15. [출제의도] 활성화 에너지, 반응열, 평형상수를 이용
하여 반응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ㄱ. 흡열반응이며, 평형상수가 커진 것으로 보아 실험
Ⅲ의 온도가 높다.  ㄴ. 같은 반응의 경우 반응열은 같
다. ㄷ. 실험Ⅰ보다 실험 Ⅱ의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 
것으로 보아 촉매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16. [출제의도] 연료전지의 화학 반응을 이해할 수 있다.
전지의 전압이 (+)가 되어야 전지로 작동할 수 있으

므로 전체 반응은    →   이다. 
그러므로 는 산화제이며, 표준 기전력은 1.18V이다. 
탄소의 산화수는 메탄올에서 -2, 이산화탄소에서 +4이
다.

17. [출제의도] 평형 상태에 있는 화학 반응식에서 농도, 
온도에 따라 평형 상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ㄱ. 물을 첨가하면 수소이온의 농도가 감소하여 pH가 
증가한다. ㄴ. 흡열 반응이므로 온도를 높이면 반응물질
의 농도가 높아진다. ㄷ. 염기성 물질을 첨가하면 수소
이온과 반응하므로 아세트산 음이온의 수가 증가한다.

18. [출제의도] 열화학 반응식을 이용하여 반응열을 설명
할 수 있다.

분해열은 1몰의 분해될 때의 반응열이므로 첫 반응의 
역반응이다. 생성열은 두 번째 반응의 반응열이다. 네 
번째 반응은 위 세 개의 반응을 조합하여 찾을 수 있
다.

19. [출제의도] 수소원자에서 전자 전이와 진동수와의 관
계를 이해할 수 있다.

전자 전이 a는 라이먼 계열이고, b∼d는 발머 계열의 
전자 전이이다. ΔE=hv이므로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
한다. 전자 전이 b∼d의 에너지는 d>c>b 순이다. a의 
에너지는 d보다 크다. 그리고,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En) = -

  (kJ/mol)이므로 a와 d의 에너지 차이
가 가장 크다. 

20. [출제의도] 기체의 분출속도로부터 분자량을 유추할 
수 있다.

A가 B보다 압력이 2배 높아 입자수는 A가 B보다 2
배 많이 들어 있다. 그러나 A의 분출시간이 2배 더 많
으므로 단위시간당 분출되는 분자수는 같다. 만약 압력
이 같다면 A의 충돌수가 1/2배가 되므로 단위 시간당 
분출되는 분자수는 B의 1/2배이다. 따라서 기체의 분출
속도가 A : B = 1 : 2이므로 분자량의 비는 4 : 1이 된다. 
ㄴ. 평균 운동 속도는 A가 B보다 느리다. ㄷ. A의 압력
이 4기압이고, B의 압력이 2기압이므로 단위부피당 분
자수는 A가 B의 두 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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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Ⅱ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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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1. [출제의도] 세포내 소기관의 특징을 알고 있는지

평가한다.

A는 미토콘드리아, B는 리보솜, ⓐ는 핵질, ⓑ는 인
이다. ㄱ. 미토콘드리아(A)는 지질 2중층으로 구성된 
막을 갖고, 인(ⓑ)은 막성 구조물이 아니다. ㄴ. 리보솜
을 구성하는 RNA는 인에서 만들어진다. ㄷ. 염색체는 
세포 분열기에 나타나는데, (가)는 핵막이 존재하는 것
으로 보아 분열기가 아니다. 따라서 핵 속의 DNA는 염
색사 상태로 존재한다.

2. [출제의도] 세포막을 통한 물질 수송의 방법을 비

교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가)에서 A 는 지질 2중층을 통한 확산을, B 와 C 는 
통로 단백질(운반 단백질)을 통한 촉진확산을, D 는 능
동수송을 나타낸 것이다. ㄱ. 확산(A) 및 촉진 확산(B, 
C)은 농도 기울기에 의해 물질이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
에 ATP를 사용하지 않으며, 능동수송(D)은 농도 기울
기에 역행하여 물질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ATP를 사용
하는 것이다. ㄴ. (나)에서 인공적으로 합성된 지질 2중
층 막의 투과도와 세포막의 투과도가 다른 것은 세포막
에 막단백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O2, CO2는 합성막과 
세포막의 투과도가 같기 때문에 막단백질이 아닌 인지
질층을 통한 확산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ㄷ. K+, Na+, 
Cl-가 그래프의 위쪽에 존재하는 것은 세포막의 투과도
가 합성막의 투과도보다 높은 것이기 때문에 막단백질
에 의해 이동하는 것이다. 
3. [출제의도]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에서의 해독 과

정을 알고 있는지 평가한다.

해독 과정은 mRNA의 유전암호(코돈)를 기준으로 일
어나며, 코돈에 대응하는 아미노산의 펩티드결합으로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진다. 세포질에서 해독되는 
mRNA의 코돈과 미토콘드리아에서 해독되는 mRNA의 
코돈은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일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폴리펩티드가 합성될 수 있다. 

5`-AGC UAC GGU AGG AAA UGA AUC-3`
세포질 번역: 세린-티로신-글리신-아르기닌-리신
미토콘드리아 번역: 세린-티로신-글리신

ㄱ. 유전 암호는 여러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
정하기도 한다(유전암호의 동의성). 예, CGU, CGC, 
CGA, CGG는 모두 아르기닌을 지정한다. ㄴ. 5번째 코
돈 AAA는 리신을 지정하는데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종
결코돈 다음에 이 코돈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
아에서 해독되지 않는다. ㄷ. 위의 코돈이 세포질에서 
해독되면 마지막 UGA가 종결코돈이기 때문에 5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폴리펩티드가 형성되며, 미토콘
드리아에서 해독되면 AGG가 종결코돈이기 때문에 3개
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폴리펩티드가 형성된다. 
4. [출제의도] 자연 선택의 여러 방법을 이해하고 있

는지 평가한다.

자연선택의 방법은 안정화 선택, 방향성 선택, 분단성 
선택의 세 가지가 있다. 안정화 선택은 안정된 환경 속
에서 생활하는 개체군에서 많이 일어나며, 평균의 형질
에서 표현형 특성에 따른 적응도가 높고(C), 표현형 특

성에 따른 빈도는 ㉠과 같다. 방향성 선택은 한 쪽 극
단의 형질이 유리해지면서 평균값이 이동하며, 한 쪽의 
형질에서 표현형 특성에 따른 적응도가 높고(B), 표현
형 특성에 따른 빈도는 ㉢과 같다, 분단성 선택은 방향
성 선택이 양방향으로 일어나며, 양 극단의 형질에서 
표현형 특성에 따른 적응도가 높고(A), 표현형 특성에 
따른 빈도는 ㉡과 같다. 분단성 선택에 의해 집단의 종 
분화 가능성은 가장 크다.
5. [출제의도] 개체군내의 상호작용(경쟁)에 대해 이

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과정 (나)의 결과 물고기 5마리(A~E)가 일정한 활
동 범위를 나타내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E를 제거
하였을 때, 나머지 물고기의 활동 범위 변화가 없는 것
으로 보아 E는 나머지 물고기의 활동 범위에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과정 (라)에서 A를 제거하였을 때, B가 
A의 활동 범위를 차지하였으므로 A가 B보다 경쟁 우위
이다. B가 A의 활동 범위로 이동하였을 때, C가 B의 
활동 범위를 차지하였으므로 B가 C보다 경쟁 우위이다. 
C가 B의 활동 범위로 이동하였을 때, D가 C의 활동 범
위를 차지하였으므로 C가 D보다 경쟁 우위이다. 또한 
큰 물고기일수록 먼저 활동공간을 차지하므로 물고기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A＞B＞C＞D＞E이다.
6. [출제의도] 1 유전자 1 효소설을 알고 있는지 평가

한다.

효소 X는 선구물질을 중간대사물질 α로, 효소 Y는 중
간대사물질 α를 중간대사물질 β로, 효소 Z는 중간대사
물질 β를 중간대사물질 γ로 바꾼다. 돌연변이주는 효소 
X, Y, Z 중 하나에 이상이 생겨 각 단계가 일어나지 않
은 것이며, 이는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
기 때문이다. 돌연변이 Ⅲ형은 C 를 첨가했을 때에 검은
색 색소가 만들어지므로 마지막 단계에 이상이 생긴 것
이고, 돌연변이 Ⅱ형은 A, C 중 한 가지만 첨가해도 검
은색 색소가 만들어지므로 두 번째 단계에 이상이 생긴 
것이며, 돌연변이 Ⅰ형은 A, B, C 중 한 가지만 첨가해
도 검은색 색소가 만들어지므로 첫 번째 단계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따라서 C는 중간 대사 물질 γ, A는 중간 
대사 물질 β, B는 중간 대사 물질 α 이다.

ㄱ. 돌연변이Ⅰ형은 중간대사 물질 α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유전자 X에 돌연변이가 일어나 효소 X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ㄴ. 물질 C는 중간 대사 물질 γ이
다. ㄷ. 효소 Y는 중간 대사 물질 α와 효소-기질 복합
체를 형성하여 중간 대사 물질 β를 만든다.
7. [출제의도] 호흡 전 과정 및 각 단계별 ATP 생성

과정을 알고 있는지 평가한다.

(가)의 A는 해당과정, B는 TCA 회로, C는 전자전달
계를 나타낸 것이다. ㄱ. 미토콘드리아 내막(나)에서 전
자전달 과정(C)이 일어난다. ㄴ. 해당과정(A)와 TCA회
로(B)에서 공통으로 NADH2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탈수
소효소가 작용한다. ㄷ. 전자전달계 (나)에서 고에너지 
전자가 전자운반체를 이동하는 동안 H+이 막간 공간으
로 능동수송에 의해 이동하여 막간 공간에 H+의 농도
가 높아진다. H+은 농도 기울기에 따라 막간 공간에서 
기질 쪽으로 이동한다. 이 때 ATP 합성효소에 의해 
ATP가 생성된다.
8. [출제의도]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알고 유전자

빈도를 계산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1세대에서 p의 값은 유전자형 AA의 빈도(0.4761)
와 유전자형 Aa의 빈도(0.4278)의 1/2값을 더하여 
0.69이다. 또한 q의 값은 유전자형 aa의 빈도
(0.0961)와 유전자형 Aa의 빈도(0.4278)의 1/2값을 
더하여 0.31이다. 따라서 p=0.69 〉2q=0.62이다.
10세대에서 q2의 값이 0.1600이므로 q의 값은 0.4이
고, p=1-q=1-0.4=0.6이다. 따라서 (가)의 빈도값 
p2은 0.36이고 (나)의 빈도값 2pq는 0.48이다. 멘델
집단은 돌연변이, 자연선택, 유전적 부동, 유전자의 
이․출입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집단 내에서 무작

위적인 교배가 가능한 매우 큰 집단으로 세대가 변
하여도 유전자의 빈도가 변하지 않는 집단인데 1세
대의 p=0.69, q=0.31이고, 10세대의 p=0.6, q=0.4
이므로 멘델집단이라 할 수 없다. 

9. [출제의도] 순광합성량과 호흡량에 대한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는가 평가한다.

A는 순광합성량, B는 호흡량이다. ㄱ. 30℃일 때 A와 
B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순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다. 
순광합성량이 0이 될 때는 총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을 
때이다. ㄴ. 20~30℃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호흡량은 
증가하고, 순광합성량은 증가하다 감소한다. ㄷ. 물 대
신 KOH를 적신 솜을 사용하면 흡수되는 공기에서 CO2
가 제거되어 순광합성량(A)는 감소하지만 호흡량(B)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그래프 A는 아래로 이동하고, 그
래프 B는 이동하지 않는다.
10. [출제의도]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간접적 증거

에 대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ㄱ. 유전자 이상에 의해 돌연변이가 발생하므로, 돌연
변이 발생률이 가장 큰 260nm 파장의 빛을 가장 잘 흡
수하는 물질이 유전물질이다. ㄴ. DNA는 250~270nm의 
파장을 가장 잘 흡수한다. 단백질은 240nm이하와 
280~290nm의 파장을 가장 잘 흡수한다. ㄷ. DNA는 
260nm의 파장을 가장 잘 흡수하며, 돌연변이는 260nm
의 파장에서 돌연변이 발생률이 가장 크므로 DNA가 단
백질보다 유전물질일 가능성이 높다.
11. [출제의도] 자손의 분리비로 연관 관계를 구분하

고 교차율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가)의 분리비 41 : 7 : 7 : 9에서 aabb형질의 값(n2)은 
9이므로 n=3이다. 교차에 의한 생식세포 분리비는 n :
1 : 1 : n = 3 : 1 : 1 : 3 이 된다. 

(나)의 분리비 33 : 15 : 15 : 1에서 P_qq형질의 값( 
n2+2n)은 15이므로 n=3이 된다. 교차에 의한 생식세
포 분리비는 1 : n : n : 1 :  = 1 : 3 : 3 : 1 이 된다. ㄱ. a
와 b는 상인연관, P와 q는 상반연관 되어있다. ㄴ. 두 
경우 모두 n=3이기 때문에 교차율은 

 ×100 = 
25(%)로 같다. ㄷ. 각 개체에서 생식세포는 4종류가 
형성되므로 검정교배하면 표현형도 4종류가 나타난다.
12. [출제의도] 1차 천이 과정의 각 단계별 특징을 알

고 있는지 평가한다.

(가)는 지의류, 선태류, (나)는 초본류, (다)는 관목
림, (라)는 양수림, (마)는 혼합림, (바)는 음수림이 발
달한다.

ㄱ. (다)단계는 관목(키가 작은 나무)들이 발달하며, 
(라)~(바)단계에서는 교목(키가 큰 나무)들이 발달한
다. ㄴ. (바)단계로 갈수록 생물량이 풍부해져 총광합성
량이 많아지며 안정된 극상을 이룬다. ㄷ. 혼합림(마)에
서 음수의 어린 식물은 양수의 어린 식물보다 잘 자라
며, 양수의 어린 식물은 잘 자라지 못한다. 따라서 혼합
림(마)은 음수림(바)으로 진행된다. 양수는 양지 식물 
중 나무를, 음수는 음지 식물 중 나무를 말한다.
13. [출제의도] 운동시 유기호흡과 무기호흡을 통한

에너지 공급 비율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그래프는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비훈련자가 운동
할 때 시간에 따른 유산소 호흡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산소 호흡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유산소 호흡 능
력이 발달된 마라톤 선수의 경우 그래프는 왼쪽 
위로 이동한다. 

ㄱ. 비훈련자에 비해 마라톤 선수는 유산소 호흡비율
이 더 높다. 따라서 마라톤 선수의 경우 그래프는 왼쪽 
위로 이동하므로 유산소 호흡

무산소 호흡 값은 감소한다. ㄴ. 
운동 초기에는 무산소 호흡에 의한 에너지 공급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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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시간이 지나면서 유산소 호흡에 의한 에너지 공
급 비율이 높아지게 되므로 A는 무산소 호흡, B는 유
산소 호흡에 해당한다. ㄷ. 시간이 지나면서 무산소 호
흡에 의해 생산되는 젖산의 양은 작아지지만 축적되는 
젖산의 총량은 많아진다.
14. [출제의도] 전기영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한효소

의 작용을 이해했는지 평가한다.

제한효소는 DNA의 특정 염기서열을 인식하여 절단
하는 효소이다. 절단된 DNA 조각을 전기영동하면 전류
에 의해 이동하게 되는데 크기(길이)에 따라 이동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크기가 큰 조각은 저항을 많이 받아 
-극 쪽에 가깝게 이동되고, 작은 조각은 저항을 적게 
받아 +극 쪽에 가깝게 이동된다.

A E D 
 C B 

제한효소1에 의해 
절단 제한효소2에 의해 

절단
DNA 

ㄱ. -극 쪽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DNA 조각 C가 가
장 길다. ㄴ. 제한 효소1에 의해 DNA가 두 조각(A, B)
으로 잘려진 것으로 보아 한 곳에 작용한다. ㄷ. 두 제
한 효소를 함께 사용하였을 때 A조각, E조각, D조각으
로 나뉘어진 것으로 보아 B의 특정 부분을 제한 효소 
2가 자른 것이다.

15. [출제의도] 분류 형질을 토대로 작성한 계통수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계통수를 보면, (가),(나)와 (다),(라),(마)가 가장 오
래전에 분지되었고, (다)와 (라),(마)가 그 후에 다시 
분지되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가)와 (나) 그리고 
(라)와 (마)가 분지되었다. 표를 보면, A와 B는 암술 
수를 제외한 4가지 특징이 공통적이며, C, D, E는 3가지
의 특징이 공통적이다. C, D와 E는 암술 수에 의해 다
시 분지되며, C와 D가 수술 수에 의해 마지막으로 분지
되었다. 

ㄱ. A와 B는 한 가지 형질만 차이가 있으므로 유연
관계가 가장 가까우며 (가)또는 (나)에 해당한다. ㄴ. 
A와 B의 분류 기준은 암술 수이다. ㄷ. E는 C와 암술 
수가 같고, 수술 수만 다르며, D는 암술 수와 수술 수
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D가 (다)에 해당하고 E는 (라)
또는 (마)에 해당한다.
16. [출제의도] 효소 농도, 기질 농도, 저해제가 효소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자료를 바르게 파

악하는지 평가한다.

ㄱ. A와 B의 효소 농도가 같은데, B의 초기 반응 속
도가 느린 것으로 보아 저해제를 처리한 것이다. 기질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A와 초기 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것으로 보아 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한 것이다. ㄴ. 같은 
조건에서 C의 초기 반응 속도가 A의 1/2이기 때문에 
효소의 농도는 A의 1/2이다. ㄷ. A에서 S1일 때와 B에
서 S2일 때 초기 반응 속도가 같으므로 효소-기질 복
합체의 수는 같다.
17. [출제의도] 솔이끼와 고사리의 특징을 알고 있는

지 평가한다.

ㄱ. 고사리와 솔이끼는 포자체(2n, 무성시기)와 배우
체(n, 유성시기) 시기가 교대로 나타나는 생활사를 갖
으며, 이를 세대교번이라 한다. ㄴ. 고사리는 생활사 중 
포자체 시기가 길며, 솔이끼는 배우체 시기가 길다. 고
사리는 관다발이 있으며, 포자체와 배우체(전엽체)가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 이끼류는 관다발이 없으며, 암배
우체 위에 포자체가 자란다. ㄷ. 고사리와 솔이끼는 배
우체의 장정기와 장란기에서 유사분열을 통해 정자와 
난자를 만든다(포자체에서 포자 형성시 감수 분열을 한
다.). 

18. [출제의도] 광합성 암반응의 단계별 과정을 이해

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ㄱ. (가)에서 CO2의 공급이 중단되면 CO2의 고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RuBP→PGA 의 과정은 진행되
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PGA→PGAL→RuBP 의 과정은 
진행되므로 RuBP의 양은 증가하고 PGA의 양은 감소한
다. ㄴ. (가)는 CO2고정 과정, (나)는 PGA가 수소를 
받아 PGAL로 환원되는 과정, (다)는 RuBP 재생 과정
이다. ㄷ. 10PGAL(3C)는 6RuBP(5C)로 전환된다.
19. [출제의도] 계통수를 참고로 중배엽 형성과정에

따라 동물 문을 나눌 수 있는지 평가한다.

A군은 3배엽성 동물 중 원구가 입으로 발달하는 선
구동물로 체강의 종류에 따라 무체강(편형동물), 원체
강(윤형동물, 선형동물), 진체강(환형동물, 절지동물, 연
체동물) 동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B군은 3배엽성 동
물 중 원구가 항문으로 발달하는 후구동물로, 척색의 
유무에 따라 척색동물과 극피동물(무척색동물)로 나눈
다. C군은 배엽의 유무에 따라 2배엽성인 강장동물과 
무배엽인 해면동물로 나뉜다. 

ㄱ. A의 동물들 중 편형동물은 체강이 없다. ㄴ. (나)
는 원장의 함입에 의해 중배엽과 체강이 만들어지는 원
장체강계 동물(B)의 발생과정을 나타내며, 이 때 원구
가 항문으로 발달하여 후구동물이라고도 한다. ㄷ. 해면
동물은 포배기에서 발생을 시작하여 배엽이 없으나, 강
장동물은 낭배기에서 발생을 시작하여 외배엽과 내배엽
만 있고, 중배엽이 형성되지 않는 2배엽성 동물이다.
20. [출제의도] 학명과 분류단계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ㄱ. 돼지의 domesticus는 아종명이다. 
Sus    scrofa    domesticus + 명명자

      속명    종명        아종명 
학명은 위와 같이 기록하며 마지막에 명명자를 기록

한다. 명명자는 정자체로 기록하며(첫글자는 대문자) 
약자로 쓰거나 생략이 가능하다.

 ㄴ. 소, 야크, 큰뿔양은 같은 과(‘소’ 과)이며, 돼지는 
‘멧돼지’ 과이다. ㄷ. 소와 야크는 같은 속에 속하기 때
문에 유연관계가 가장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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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의도] 마그마가 냉각될 때 자성 광물의 자화 
방향이 지구 자기장의 위도별로 달라짐을 이해하는지를 
평가한다. 

마그마가 냉각될 때 자성 광물은 그 당시의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화된다. 자기 북극은 복각이 90°이므로 광
물의 배열 방향은 수평면과 수직이다. 

2. [출제의도] 진원에서 지진이 발생할 때 전파되는 지
진파의 물리적 성질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그림 (가)에서 A파는 표면파이므로 L파, B파는 지구 
내부를 통과해 가는 실체파이므로 P파와 S파가 이에 
해당된다. 그림 (나)에서 지진파의 속도는 P파>S파>L

파 이므로 a는 L파, b는 S파, c는 P파이다. 그리고 진
앙에서 멀수록 PS시는 길어진다.

3. [출제의도] 화학 성분과 조직에 따른 화성암의 종
류와 특징을 알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A지역은 무색 광물이 많은 산성암이면서, 입자가 크
기 때문에 심성암인 화강암이 분포한다. B지역은 중성
암이면서 입자가 크기 때문에 섬록암이 분포한다. C지
역에는 유색광물이 많은 염기성암이면서, 입자가 작기 
때문에 화산암인 현무암이 분포한다.

4. [출제의도] 판의 경계에서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
지를 평가한다. 

A지점은 지각 열류량이 높은 것으로 보아 맨틀 대류
의 상승부인 해령임을 알 수 있다. 해령에서는 장력이 
작용하고, 판이 생성되어 나이가 적으므로 퇴적물의 두
께가 얇다. 지각 열류량이 낮은 해구(C)는 판의 수렴형 
경계로 횡압력이 작용하며, 해양판이 소멸하므로 지각
의 나이가 많아 퇴적물이 두껍다. D판(대륙판)에 지각 
열류량이 높은 호상열도가 분포하므로 화산과 지진 활
동이 활발하다.

5. [출제의도] 해수의 운동에서 에크만 운동을 이해하
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유속이 감소하며 전향력도 감소한
다. 마찰층은 표층 해수의 흐름과 반대 흐름이 나타나
는 깊이까지이다. 풍속이 일정할 때, 저위도일수록 전향
력이 감소하므로 마찰층의 깊이는 깊어진다.

6. [출제의도] 지상풍을 이루는 힘의 평형 관계를 이
해하는지를 평가한다.

A는 풍향의 반대 방향이므로 마찰력, B는 풍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전향력이다. 바람의 오른쪽으로 전
향력이 작용하므로 이 지역은 북반구이다. 상공으로 갈수록 마
찰력이 감소하여 등압선과 풍향이 나란해지므로 경각 θ는 감
소한다. 

7. [출제의도] 기온선과 단열선도를 이용하여 기층의 
안정도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A층은 기온 감률이 건조단열감률보다 크므로 절대 
불안정이고 B층은 역전층이므로 절대 안정층이다. P점
의 공기가 상승할 경우 B층이 역전층이므로 h2까지 도달
하기는 어렵다. 

8. [출제의도] 해안의 풍향과 연안 용승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A지점은 남풍 계열의 바람이 3개월 동안 불고 있다. 
에크만 수송에 의해 먼 바다로 해수가 이동한다. 따라
서 심층에서는 육지 쪽으로 해수가 상승하는 용승 현상
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A지점은 수온이 낮아 산소가 
증가한다.

9. [출제의도] 북반구 중위도 상공에서 등압면과 등고
도선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상층 대기의 특징을 알아낼 
수 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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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지점은 따뜻한 공기, B지점은 찬 공기가 있으므
로 위도는 A가 낮고 A는 등압면 아래에 위치하고 B
는 등압면 위에 위치하므로 기압은 A가 높다. 
500hPa 평균 높이에서 기압경도력은 등압면의 고도
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작용하며, 경사가 급하
게 나타날수록 커진다.

10. [출제의도] 위도별, 고도별 기온 분포와 풍속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30°N 부근의 상공에서 대류권계면의 높이 차가 크므
로 제트류가 나타난다. 남북간의 기온 차는 여름보다 
겨울에 크기 때문에 제트류는 겨울에 더 강하다.

  

11. [출제의도] 해수면 경사에 의해 형성된 지형류를 
이해하는지를 평가한다. 

동서 방향의 수온 차가 클수록 해수면 경사가 커져 
수압 경도력이 증가한다. 수압 경도력이 서쪽으로 작용
하므로 지형류는 북쪽으로 흐른다(멕시코 만류). 

12. [출제의도] 천해파와 심해파의 특징을 이해하는지
를 평가한다.
  천해파로 바뀔 때의 수심은 A가 500m, B는 250m이
다. 해안 가까이에서는 해파 A와 B는 속도가 같다. 수
심 500m 이상에서는 해파 A, B 모두 심해파이므로 물 
입자가 원운동을 한다.

13. [출제의도] 별이 일주 운동할때 고도, 방위각, 적
위의 변화를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북극(P)은 적위가 90°이다. 북쪽하늘에 있는 별 A는 
반시계 방향으로 일주 운동을 하므로 6시간 후 북점에 
위치한다. 그래서 고도는 72°가 되고 적위는 54°로 일정
하다. 동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므로 방위각은 감소한다.  

14. [출제의도] 태양의 남중고도를 이용하여 태양의 운
동을 이해하는지를 평가한다. 

태양의 적위는 하지점은 +23.5°, 동지점은 -23.5°이
다. 그러므로 하짓날과 동짓날의 적위 차이는 47°이다. 
태양의 남중 고도(h)는 90°-위도+적위와 같으므로, 
76°=90°-위도+23.5°에서 위도는 37.5°이다. (나)의 P
점은 남중고도가 가장 높은 하짓날이므로 적위가 가장 
높은 그림 (가)의 B에 위치할 때이다.

15. [출제의도] 자료를 해석하여 쌍성의 운동을 이해
하는지를 평가한다.

쌍성은 공통 질량 중심을 두 별이 동일한 주기(2T)
로 운동한다. 중심에서 가까운 별(주성)이 공전 속도가 
느리고 시선 방향의 속도 변화가 작다. 두 별이 3의 위
치에 있을 때 주성은 멀어지므로 적색 편이, 반성은 다
가오므로 청색 편이가 나타난다.

16. [출제의도] 외부 은하를 모양에 따라 분류하고, 
우리 은하의 특징을 파악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A~D는 거리가 680 kpc으로 같으므로 실시등급이 작
은 은하가 절대등급도 작다. E는 거리가 가장 가까운데 
실시등급은 크므로 절대등급이 제일 높다. 따라서 가장 
절대등급이 작은 은하는 A이다. 제시된 은하의 분류도
는 은하의 진화와는 관련이 없다. 타원 은하는 E0→E7
로 갈수록 편평도가 크다. 

17. [출제의도] 지질도를 해석하여 우리나라 지질계통
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지질도에서 A, B층은 왼쪽으로 기울어진 경사층이고, 
C층은 수평층이다. 따라서 A, B층과 C층은 부정합 관
계이고, 지층의 생성 순서는 B→A→C이다. 부정합이 1
개이므로 이 지역은 최소한 2회 융기했다. 발견되는 화
석(삼엽충, 방추충)은 모두 고생대 화석이다. 삼엽충이 
발견되는 A층은 조선계, 방추충이 발견되는 C층은 평
안계 지층이다.

18. [출제의도] 인접해 있는 여러 지역의 지층을 비교
하여 지층의 상대적인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지를 평가한다. 

다른 지층과 뚜렷이 구별되며 모든 지역에 존재하는 
응회암층이 건층으로 가장 적합하다. 석회암층은 건층
을 기준으로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으므로 모두 같은 
시기에 퇴적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건층에서 가장 위에 
있는 점판암층이 가장 젊은 지층이다.

19. [출제의도] 산개성단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지를 
평가한다. 
주계열에서 진화할 때 전환점이 낮아지므로 진화 순서
는 (나)→(가)→(다)이다. 질량이 큰 별일수록 진화 속
도가 빨라 수명이 짧고 거성이 되면서 표면온도가 낮아
진다. 

20. [출제의도] 우리나라 지질 계통의 특징을 알고 있
는지를 평가한다. 

고생대에 생성된 A층(조선계, 평안계)에서는 삼엽충
이, 중생대에 생성된 B층(경상계)은 육성층이므로 공
룡, 새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다. 대동계가 생성된 후 대
보조산운동이, 경상계(B)가 생성된 후 불국사 운동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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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면은 여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