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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법]

1. [출제의도] 강연의 말하기 방식 이해하기
강연자는 강연 초반에 청중이 주사를 맞아본 경험과 
주사가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질문하며 
강연 내용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청중의 듣기 활동 이해하기
‘학생 2’는 강연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강연 내용 외에 궁금한 내용을 묻고 있으며, ‘학생 3’
은 강연 내용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
고 강연 내용 외에 궁금한 내용을 묻고 있으므로 ‘학
생 2’와 ‘학생 3’이 강연에서 언급된 내용 중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며 듣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학생 1’은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주사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학생 2’는 주사 
맞기 전에 유의할 점에 대해 간호사 선생님께 여쭤
봐야겠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학생 3’은 주사의 
종류에 따라 약물의 흡수 속도가 달라지고 약물의 
특성에 따라 주사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며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학생 1’은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경험을, ‘학생 2’는 주사 맞은 
부위를 문지른 경험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 [출제의도] 청중의 반응 분석하기
(가)는 피하조직, (나)는 근육, (다)는 혈관을 나타
낸다. 5문단의 ‘피하 주사의 경우에는 피하조직의 손
상을 막고 ~ 문지르면 안 됩니다.’를 통해 주사를 맞
은 후에 조직의 손상을 막기 위해 주사 맞은 부위를 
문지르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가)에 놓는 피하 주사
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의 ‘특히 피하조직에 투여하면 ~ 근육 주사
를 사용해야 합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
절하다. ② 3문단의 ‘근육 주사는 피하 주사보다 ~ 분
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
로 적절하다. ④ 3문단의 ‘약물을 혈관에 ~ 빨리 나타
나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
단의 ‘정맥 주사는 주사를 맞는 동안 ~ 주삿바늘을 
사용합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화법·작문]

4. [출제의도] 토론의 입론 이해하기
‘찬성 1’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 넘는다고 
합니다.’라고 밝히며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을 140조 원이라는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제시된 비용은 유전자 편집 기술 연구에 드는 
비용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찬성 1’은 ‘배아 상태의 유전자를 ~ 극복할 수 있
을 것입니다.’라고 밝히며 유전자로 인한 질병으로부

터 벗어날 수 있음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반대 1’은 ‘첫째, 인간 배아의 유전자를 ~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습니다.’라고 밝히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적절하
다. ④ ‘반대 1’은 ‘왜냐하면 이 기술을 사용하는 데
는 ~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밝히며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임을 언급하며, 이로 인
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
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반대 1’은 ‘그런데 유전자 
편집 기술은 ~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라고 밝히며 인
간의 유전자 중 결함이 있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의 관점을 비판하며, 기술
의 비윤리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A]의 ‘반대 2’는 ‘질병으로 인해 ~ 할 수 있나요?’라
고 하며 제시된 자료의 비용이 모두 유전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아닐 수 있음을 지적하고, 
‘그렇지 않다면 ~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며 근거의 타당성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A]의 ‘찬성 1’은 상대측의 의견을 자신의 의견과 
절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B]의 
‘찬성 2’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지 않으므
로 적절하지 않다. ④ [B]의 ‘반대 1’은 적합한 사례 
제시를 통한 반론을 요청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
지 않다. ⑤ [A]의 ‘반대 2’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추가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6.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반영 여부 확인하기
2문단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허용하는 것에 찬성하
는 입장을 지니고 있던 나의 생각을 서술하는 문단
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 동의하기 어려웠다.’라고 밝
히고 있으므로 유전자 편집 기술을 허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었던 이유를 제
시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은 ‘혹시 인간 배아의 ~ 있었다면 어땠을까?’
에서 나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유전병을 
앓는 소년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을 본 과거의 경
험과 토론에서 들은 인간 배아의 유전자 편집 기술
을 연결지어 생각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에
서는 비행기에 사용된 베르누이 법칙과 인간 배아의 
유전자 편집 기술이 인간의 삶을 발전시켰다는 유사
점에 기초하여 비행기가 먼 거리 이동의 한계를 극
복한 것처럼 유전자 편집 기술도 유전병 치료의 한
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임을 설명하는 유추의 방
식이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
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
다. ④ 3문단의 ‘유전자 편집 기술은 아직 ~ 알게 되
었기 때문이다.’에서 토론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을, ‘또한 유전자 편집 기술이 ~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에서 변화된 생각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의 마지막 문장의 ‘무조건 과학 기술을 찬양하
는 것이 아니라’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태도를 제
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7. [출제의도] 잘못된 표현 고쳐쓰기
밑줄 친 ㉣이 포함된 문장은 ‘-면’이라는 가정의 의
미를 담은 어미로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연결하고 있
으므로 해당 문장의 서술어는 ‘ ~ 할 것이다’로 마무
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 ‘가게 될 것이다’를 ‘가
고 있다’로 고쳐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원거리는 먼 거리, 장거리라는 뜻이므로 밑줄 친 
㉠의 ‘먼 원거리’에는 멀다는 의미가 중복되어 있으므
로 의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을 ‘먼 거리’로 고
쳐 쓰는 것은 적절하다. ② 맞춤법에 따르면 밑줄 친 
㉡의 ‘곰곰히’는 ‘곰곰이’로 고쳐 쓰는 것이 맞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는 토론을 방청한 후 인간 배아의 

유전자 편집 기술과 같은 과학 기술에 대한 나의 생
각을 작성한 초고이다. 밑줄 친 ㉢은 이와 관련 없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글 전체의 통일성을 고려
하여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밑줄 친 ㉤은 우리
가 과학의 뒤를 좇기만 한다면 생기는 문제를 서술
한 문장과 과학 기술과 관련하여 경계해야 할 태도
를 서술한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어이다. 하지만 ‘그
러나’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는 접
속어이므로 ㉤을 ‘그러므로’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작문]

8.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적절성 파악하기
(가)에서 물티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글의 목적임을 알 수 있
다. (나)의 3문단에서 학교, 물티슈 제조 회사, 학생, 
학생회 등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하며 글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
다.

9.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파악하기
[자료 1-㉮]는 국내 연간 물티슈 시장 규모에 대한 
통계 자료이고, [자료 3]은 물티슈의 성분 비율 등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
우 위험성이 있다는 전문가 인터뷰 자료이다. 이를 
통해 물티슈 시장의 확대에 따라 물티슈에 포함되는 
화학적 약액의 종류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은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자료 1-㉮]에서 국내 연간 물티슈 시장 규모가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자료 2]에서 잘못 처리된 물티슈가 하
수처리시설 운영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확
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자료 3]에서 물티슈 
성분의 비율 등이 정확하게 표기되지 않기에 정부에
서 이에 대한 의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자료 1-㉯]에
서 82%의 학생이 물티슈에 플라스틱이 함유되어 있
다는 것을 모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자료 2]
에서 물티슈가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환경오염의 원
인이 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조건에 따른 글쓰기
‘환경까지 병들게 한다.’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
여, ‘물티슈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물티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사
용하자.’에서 글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환경의 파수꾼’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여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았으므
로 적절하지 않다. ② ‘편리함이라는 선물’과 같은 비
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여 문제점
을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문법]

11. [출제의도] 현대 국어의 시간 표현 탐구하기
ㄷ에서는 연결 어미 ‘-(으)면서’를 사용하여 노래를 
부르는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행상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연
결 어미를 통해 사건이 완료되었음을 표현한다는 진
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ㄱ은 ‘동생’이 책을 읽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인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가 나타나며 
‘-고 있다’를 통해 진행상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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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② ㄴ은 ‘-어 있다’를 통해 ‘꽃’이 핀 후의 결
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완료상이 실현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ㄹ은 그는 빨간 티셔츠를 입
는 중이라는 진행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빨간 
티셔츠를 입은 채로 있다는 완료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ㅁ에서는 ‘나’가 밥을 먹고 집
을 나서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인 사건시가 발화시보
다 앞서있는 과거 시제가 나타난다. 그리고 연결 어
미 ‘-고서’를 통해 ‘나’가 밥을 먹는 동작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완료상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2.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동작상 이해하기
4문단에서 중세 국어에서는 보조적 연결 어미와 보
조 용언의 결합이나 ‘-(으)며셔’, ‘-고셔’ 등과 같은 
연결 어미를 통해 동작상이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
다. ㄹ의 ‘시름야 잇더니’에서는 보조적 연결 어미
와 보조 용언이 결합된 형태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일어나는 양상인 동작상이 표현되어 있으나, 
ㅁ의 ‘닫고셔’에서는 연결 어미 ‘-고셔’로 동작상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ㄹ과 ㅁ에서 보조적 연결 어미와 
보조 용언이 결합된 형태로 동작상이 표현되어 있다
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ㄱ의 ‘안자 잇거늘’은 ‘-아 잇다’가 활용된 형태를 
통해, 앉은 후의 결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완료상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ㄴ의 ‘쉬
며셔’는 연결 어미 ‘-(으)며셔’를 통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일어나는 양상인 동작상이 실현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ㄷ의 ‘아 잇더라’에서 ‘-아 
잇다’는 진행상을 표현하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아 
있다’가 완료상을 표현하므로 적절하다. ④ ㄷ의 ‘
아 잇더라’와 달리 ㄹ의 ‘시름야 잇더니’에서는 보
조적 연결 어미 ‘-아’가 ‘-’ 뒤에서 ‘-야’ 형태로 
바뀌어 나타났으므로 적절하다.

13. [출제의도] 음운의 동화 비교하기
‘작년[장년]’은 음운 ‘ㄱ’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ㅇ’으로 바뀌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그리고 ‘칼날
[칼랄]’은 음운 ‘ㄴ’이 유음 ‘ㄹ’ 뒤에서 유음 ‘ㄹ’로 
바뀌어 ㉡의 예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① ‘겹눈[겸눈]’은 음운 ‘ㅂ’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ㅁ’으로 바뀌므로 ㉠의 예에 해당하지만, ‘맨입[맨
닙]’은 첨가가 나타나 ㉡의 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실내[실래]’는 음운 ‘ㄴ’이 유음 
‘ㄹ’ 뒤에서 유음 ‘ㄹ’으로 바뀌므로 ㉡의 예에 해당
하고, ‘국물[궁물]’은 음운 ‘ㄱ’이 비음 ‘ㅁ’ 앞에서 비
음 ‘ㅇ’으로 바뀌어 ㉠의 예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백마[뱅마]’는 음운 ‘ㄱ’이 비음 ‘ㅁ’ 앞에서 
비음 ‘ㅇ’으로 바뀌므로 ㉠의 예에 해당하지만, ‘잡히
다[자피다]’는 음운의 축약이 나타나 ㉡의 예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끓이다[끄리다]’는 
음운의 탈락이 나타나므로 ㉠의 예에 해당하지 않고, 
‘물놀이[물로리]’는 음운 ‘ㄴ’이 유음 ‘ㄹ’ 뒤에서 유음 
‘ㄹ’로 바뀌어 ㉡의 예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14. [출제의도] 서술어의 자릿수 이해하기
ㄱ은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주
어, 부사어로 2개이며, ㄷ은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주어 1개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ㄱ의 능동문은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로 서술어
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는 주어, 목적어로 
2개이므로 적절하다. ② ㄴ의 주동문은 ‘엄마가 아기
를 안았다.’로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
수는 주어, 목적어로 2개이므로 적절하다. ④ ㄴ의 
주동문은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로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주어, 목적어로 2개이고, 
ㄹ의 주동문은 ‘학생들이 사진첩을 보았다.’로 서술어
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주어, 목적어로 

2개이므로 적절하다. ⑤ ㄷ은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주어 1개이고, ㄹ은 서술어가 필
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주어, 부사어, 목적어
로 3개이므로 적절하다.

15. [출제의도] 관형절을 안은 문장의 유형 탐구하기
ㄴ은 안긴문장 ‘사진이 벽에 걸려 있다.’와 안은문장 
‘나는 사진을 떠올렸다.’에서 공통된 체언인 ‘사진’이 
생략된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라는 점에서 Ⓐ와 같은 
유형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ㄱ은 안긴문장 ‘그가 시를 지었다.’에서 안은문장
‘시는 감동적이었다.’와의 공통된 체언인 ‘시’를 생략
하여 관형절 ‘그가 지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적절
하다. ③ ㄷ은 ‘그가 한국에 돌아왔다.’라는 안긴문장
이 생략된 성분 없이 체언 ‘소문’을 수식하는 관형어
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④ ㄹ은 관형절
인 ‘그 사람이 나를 속일’이 문장의 필수 성분을 모
두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⑤ ㅁ은 안긴문
장 ‘땀이 이마에 흘렀다.’와 안은문장 ‘나는 수건으로 
땀을 닦았다.’의 공통된 체언인 ‘땀’이 관형절 ‘이마에 
흐르는’에서 생략되어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인문]
[16 ∼ 19] <출전> 이병덕,「표상의 언어에서 추론의 언어로」
16.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지시체로 본 기존의 의
미지칭이론을 비판하며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새롭게 설명한 프레게의 이론을 ‘샛별’과 ‘개밥바라
기’ 등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7.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A]는 프레게가 설명한 지시체, 뜻, 관념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A]의 ‘프레게는 특정 지시체에 대해
~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를 통해 <보기>에서 
비유적으로 제시된 ⓐ는 우리 가족들이 관찰한 대상
이므로 ‘지시체’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A]의 
‘뜻은 우리가 의사소통을 ~ 뜻이 공적인 것이기 때문
이다.’를 통해 <보기>에서 비유적으로 제시된 ⓑ는 
가족들이 하나의 렌즈에 맺힌 같은 형상의 달의 모습
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므로 ‘뜻’으로 설명이 가능
하다. 또한 [A]의 ‘관념은 지시체에서 ~ 주관적인 내
적 이미지이다’를 통해 <보기>에서 비유적으로 제시
된 ⓒ는 우리 가족에게 서로 다른 추억으로 기억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아 ‘관념’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8. [출제의도] 중심 개념 이해하기
5문단에서 ‘관념은 지시체에서 ~ 주관적인 내적 이미지
이다’를 통해 지시체에 대한 개인의 내적 이미지는 ‘주
관적’이기 때문에 일치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보기>에서 ㉮와 ㉯의 지시체는 ㉰라고 하였고, 
4문단의 ‘프레게에 따르면 ~ 서로 다른 제시 방식으로 
각각은 다른 뜻을 가진다.’에서 ㉮와 ㉯는 제시 방식
이 달라 뜻이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
하다. ② 1문단에서 ‘고유 이름’은 ‘특정 인물이나 사
물 등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4문단에서 ‘프레게는 고
유 이름에 한정 기술구도 포함되어야 ~ 이런저런 기
호로 구성한 언어 표현이다’에서 ㉮와 ㉯가 몇 개의 
단어와 기호로 구성된 고유 이름임을 확인할 수 있으
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의 ‘한정 기술구란 ~ 구성한 
언어 표현이다.’와 ‘프레게에 따르면 ~ 서로 다른 제시 
방식으로 각각은 다른 뜻을 가진다’를 통해 ‘a와 c의 
교점’도 ㉰에 대한 제시 방식에 포함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2문단의 사례와 3문단의 ‘프레게는 이처
럼 동일한 지시체의 ~ 인식적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
려고 한 것이다.’에서 ㉱의 ‘a와 b의 교점’과 ‘o’의 뜻

의 차이로 인해 두 문장의 인식적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9. [출제의도] 내용 추론하기
㉠에서 ‘유니콘’은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은 고유 이
름이라고 하였는데 1문단의 ‘의미지칭이론에 따르면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 지시체 자체이다’를 통
해 추론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사회]
[20 ～ 25] <출전> 정인섭,「신국제법 강의」

20.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범죄인인도를 법원이 허가하면 범죄인의 신병이 언
제 인도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
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서로 범죄인인도를 할 것을 합의하고 
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 간의 조약’이라고 
범죄인인도조약의 개념을 제시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4문단에서 범죄인인도거절 사유로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와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대부분의 범죄인인도조약은
～ 인도대상범죄를 규정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
다. ④ 2문단에서 ‘사전에 체결된 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해서만 상대 국가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1.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하기
2문단에서 ‘범죄인인도조약은 ～ 범세계적인 조약은 
성립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서 ‘근대에 들어 각국은 ～ 범죄인인도제도
를 발전시켰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3문단
에서 ‘범죄인인도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1문단에서 ‘범죄인이 다른 나라로 도피하면 ～ 처
벌이 힘들다.’라고 하였고 ‘이 때문에 ～ 범죄인인도제
도를 발전시켰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2문
단에서 ‘범죄인인도가 원만히 진행되려면 ～ 상호 신
뢰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2.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5문단에서 ‘인도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 범죄인인도
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에서 범죄인인도를 청구하는 청구국과 인도
를 청구받는 피청구국 모두에서 범죄로 성립되는 범
죄를 인도대상범죄로 규정한다고 하였고, X와 Y의 
행위는 모두 인도대상범죄에 해당하며 A국은 청구
국, B국은 피청구국이므로 적절하다. ② 제3국 국민
인 X와 A국 국민인 Y는 모두 피청구국인 B국의 국
민이 아니므로 적절하다. ③ 4문단에서 ‘피청구국이 
범죄인인도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라고 하였고 6문단에서는 ‘정치범도 ~ 범죄인인
도가 불허된다’라고 하였으며 Y의 행위는 그가 정치
범이라는 이유로 거절된 것이므로 Y의 행위는 절대
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X는 범죄인인도
가 허가되었으므로 그의 행위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
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
에서 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해 상대 국가의 범죄인인
도청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였고 3문단에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범죄인인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3.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6문단에서 ‘정치범도 ～ 범죄인인도가 불허된다’라고 
하였고 ‘대부분의 정치범죄가 ～ 범죄행위의 정치적 성
격이 일반 형사범죄로서의 성격보다 우월할 때 그것
을 정치범죄로 판단한다.’라고 하였고 B국 법원은 해



3

당 사건의 일반 형사범죄로서의 성격과 정치범죄로서
의 성격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인도를 불허한다
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① 6문단에서 ‘결국 어떤 행위가 정치범죄에 해당하
는가의 판단은 피청구국에서 하게 된다.’라고 하였고 
(나)에서 피청구국은 B국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6문단에서 가해조항을 ‘국가원수나 그 가족의 ～ 침해
하는 행위’라고 하였는데 (나)에서 Y는 무인 공공시
설물을 파손하려다 발각되었을 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6문단에서 ‘정치범죄의 판단기준이 ～ 정의
가 포함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라고 하였으므로 적
절하지 않다. ⑤ Y의 행위는 무인 공공시설물을 파
손하려다 발각된 행위로 무고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
으로 하는 테러행위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24.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제5조와 해당 조항에 대한 내용을 다룬 7문단에는  
피청구국이 청구국에 보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은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7문단에서 ‘범죄인이 피청구국의 자국민일 경우
～ 회부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기도 한다’라고 하였고 
제4조에는 그 내용에 해당하는 구절이 들어 있으므
로 적절하다. ③ 8문단 전체에서 ‘특정성의 원칙’이라
는 명칭을 언급하며 그 내용을 서술하고 있고 제6조
에는 그 내용에 해당하는 구절이 들어 있으므로 적
절하다. ④ 4문단에서 피청구국이 ‘범죄인인도를 하
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라고 
하였고, 7문단에서는 ‘범죄인이 피청구국의 자국민일 
경우 피청구국이 범죄인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경우’와 ‘사형을 폐지한 피청구국’이 ‘청구국이 대상 
범죄인을 사형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를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의 예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들에 대한 내용이 각각 제4조와 제5조에 담
겨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7문단에서 ‘사형을 폐지한 
피청구국’이 ‘청구국이 대상 범죄인을 사형에 처하지 않
을 것이라는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범죄인인도를 거절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고 8문단에서는 특정성의 원칙이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5.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기관이나 조직체 따위를 만들어 일으킴.’은 ‘설립’의 
사전적 의미이다. 그러나 ‘성립’은 ‘일이나 관계 따위
가 제대로 이루어짐.’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므로 
적절하지 않다.

[과학ᆞ기술] 
[26∼30] <출전> 이동녕 외,「방사광과학입문」
26.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 파악하기

3문단에서 ‘전자총’은 ‘그 파장보다 짧은 ∼ 광전효과
를 활용’한다고 하였으므로 금속의 고유한 파장보다 
긴 파장의 빛을 금속에 쏘면 전자를 방출시킬 수 있
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5문단에서 ‘마지막으로 빔라인은 ~ 나눌 수 있
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4문단에서 ‘일반적으
로 n각형 ∼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고, ‘저장링의 모
서리 ~ 휨전자석을 설치하여’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
다. ③ 2문단에서 ‘휘도란 빛의 집중 ∼ 높은 휘도 값
을 갖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음(-)전하를 띤 ∼ 힘의 원리를 활용’한다고 하였으
므로 적절하다.

27. [출제의도] 핵심 개념의 특성 파악하기
3문단에서 방사광은 ‘방사광가속기를 사용해 ∼ 만들
어 사용한다’고 하였고, ‘전기적인 힘의 ∼ 전자를 가

속시킨다’고 하였다. 가속시키는 대상은 전자이지 전
자기파인 방사광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실험 목적에 따라 ∼ 파장 가변성을 지
닌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방사광
은 자연에서는 별이 ∼ 인위적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방사광은 휘
도가 높은 빛이다’라고 하였고, ‘휘도가 수만 배 ∼ 자
세하게 얻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1
문단에서 ‘방사광이란 빛의 ∼ 좁은 퍼짐의 전자기파’
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8. [출제의도] 도식을 통해 글의 내용 파악하기
4문단을 보면 ‘그래서 삽입장치에서 ∼ 더 밝은 방사
광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에서 ‘전자총은 고유한 ∼ 전자를 방출시킨
다.’고 하였고, 3문단에서 전자는 ‘높은 에너지를 ∼
저장링으로 보내진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4
문단에서 ‘저장링의 모서리 ∼ 회전할 수 있도록 한
다.’고 하였고 ‘전자는 휨전자석을 ∼ 힘을 받아 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에서 ‘이때 휨
전자석과 ∼ 궤도를 돌게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
다. ⑤ 5문단에서 ‘빔라인은 ∼ 실험에 이용하는 장치’
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9. [출제의도] 다른 대상과 비교하기 
1문단에서 ‘가시광선 영역은 파장이 길’다고 하였고 5
문단에서 ‘X선 빔라인에서는 ∼ 특성을 이용’한다고 하
였으므로 적절하다.
① 5문단에서 ㉠은 ‘생체 조직 등과 ∼ 관찰할 수 있
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5문단에서 ㉠은 
‘강력한 전자기장으로 X선을 굴절’시킨다고 하였고, 
<보기>에서 ㉡은 ‘가시광선을 굴절’시킨다고 하였으
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5문단에서 ㉠은 ‘특수 금속 
렌즈를 이용’한다고 하였고 <보기>에서 ㉡은 ‘유리 
렌즈를 이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은 <보기>에서 ‘가시광선을 굴절시’킨다고 하였
고, 1문단에서 ‘가시광선 영역’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0. [출제의도] 문맥상 의미 파악하기 
ⓐ의 문맥상 의미는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① ‘몸에 간직하여 가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어떠한 일 따위를 맡아 가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본래의 모
양을 그대로 간직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
하지 않다. ④ ‘기억하여 잊지 않고 새겨두다.’의 의미
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고전소설]
[31 ∼ 34] <출전> 임방,「옥소선」
31.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윗글에는 전기적인 요소가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
절하지 않다.
① 자란과 도령이 도망한 후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도령이 자란을 찾아가는 동안의 힘겨운 상황을 누추
한 외양을 통해 묘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도
령이 이별할 때 의연한 태도를 보이는 원인에 대해 
서술자가 개입하여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제시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이야기의 전개 도중 예
전에 도령이 절을 뛰쳐나온 이후 절에서 있었던 일
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2. [출제의도] 인물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이해하기
㉣의 인물들이 갇히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도령과 자란

이 ㉣에서 ㉤으로 도망쳤기 때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도령이 ㉠에서 ㉡으로 이동한 이유는 부친이 ㉠에
서 관찰사의 임무를 마치고 대사헌에 임명되어 조정으
로 돌아왔기 때문이므로 적절하다. ③ 도령이 ㉢에서 
㉣로 향한 것을 ㉢에 있던 친구들은 알지 못한 채 ‘요
사한 여우에게 홀려서 죽었거나 호랑이 밥이 된’ 것이
라 생각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도령이 ㉢에서 ㉣로 향
한 것은 과거 ㉠에서 헤어진 자란이 보고 싶어졌기 때
문이므로 적절하다. ⑤ 도령이 ㉣에서 ㉤으로 이동한 
것은 ㉣에서 만난 자란과 함께 살기 위해서이므로 적
절하다.

33.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양반인 도령은 이별에 대해 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기녀인 자란은 도령과 이별할 때 목메어 울며 도령
의 얼굴을 차마 보지 못했을 뿐이므로, 신분 질서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의 의지대로 행동했다
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도령이 실성한 모습으로 자란을 찾아가는 것은 
사랑의 감정 때문이므로, 이를 두고 인간의 본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도
령과 자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자
란의 베 짜기와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 갔고, 자란이 
옷가지와 패물을 팔거나 이웃과 잘 지내 환심을 산 
결과이므로 여성 인물의 역할이 확대되었다는 진술
은 적절하다. ④ 자란이 불효의 문제를 제기하자 도령
이 눈물을 흘리며 동의하고 있으므로, 주인공들이 효
를 중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
다. ⑤ 자란은 과거 급제의 당위성으로 부모님을 다시 
모실 수 있는 효와 세상에 홀로 나설 수 있는 입신양
명을 말하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유교적 가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34.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A]에서는 도령이 이별에 연연해하지 않을 자신의 생
각을 확신하며 염려하는 부친을 안심시키고 있고, [B]
에서는 자란이 외진 산골에서 늙어 죽을 수도 없고 집
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자신들의 상황을 환기하며 도
령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A]에서 도령은 부친의 장점을 언급하며 부친의 성
품을 칭송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B]에서 
자란은 도령에게 명령을 거듭하며 자신의 의지를 강요
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A]에서 도령은 자
신의 무고함을 주장하지 않으며, [B]에서 자란은 도령
의 의견에 동의하며 도령의 삶의 방식을 칭찬하지 않
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A]에서 도령은 다른 사람
의 의견을 근거로 들지 않으며, [B]에서 자란은 도령
의 신분적 위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현대시]
[35 ∼ 37] <출전> 이육사,「절정」김남조,「생명」
35.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가)의 4연에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에
서 추상적 시간의 계절인 겨울을 시각적으로 인지 가
능한 무지개로 구체화하며 고통의 시간에 대한 인식
을 전환하고자 하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고, (나)의 2
연에서 ‘진실도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온다’ 등을 통
해 진실이라는 관념이 불에 타면서 온다고 시각적으
로 구체화하여 생성과 소멸의 이중적 속성을 가진 생
명과 진실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3연에서 화자는 자신이 무릎 꿇을 곳을 찾고 있으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고 하여 자신이 처한 
극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을 뿐 고난이 끝났음을 인
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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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연에서 계절을 ‘매운’이라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
용하여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
절하다. ②　2연에서 서리가 땅바닥이나 풀포기 등의 
위에 엉기어 성에처럼 된 모양을 의미하는 ‘서릿발’
이라는 시어를 통해 겨울이 주는 시련의 의미를 더
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1연의 
‘북방’과 2연의 ‘고원’은 겨울의 이미지들과 맞물려 
화자가 처한 상황이 더욱 고통스럽다는 것을 드러내
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1 ~ 3연에서는 화자가 처
한 현실 상황인 겨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
데 4연에서 ‘겨울’을 ‘강철로 된 무지개’의 이미지로 
전환하여 현실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려는 화자의 모
습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7.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4연에서 화자는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출 줄 모르
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라고 하며 고통 속에 있는 이
를 외면하지 않는 삶의 방향을 드러낸다. 그런데 이 
시구는 ‘상한 살을 헤집고 입맞출 줄 모르는’ 사람을 
부정하는 것일 뿐, ‘상한 살을 헤집고 입맞’추는 사람
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생명의 속성을 1연의 ‘언 땅에 꽃혀 자라는’ 자연
물인 ‘겨울보리’로 형상화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생
명이란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으며, 삶의 진실 또
한 이와 다르지 않다고 하였는데 2연의 ‘진실도 부서
지고 불에 타면서 온다’를 통해 불에 타는 고통을 동
반한 ‘진실’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3연에서 ‘추위의 면도날로 제 몸을 다듬’는 자연
물인 ‘겨울 나무’의 모습에서 고통을 감내하는 생명
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3연에서 
‘떨어져 먼 날의 섭리에 불려 가’는 ‘잎’과 ‘충전 부싯
돌’인 ‘줄기’를 가진 자연물인 겨울 나무를 통해 소멸
과 생성이라는 자연물의 이중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현대소설]
[38 ∼ 41] <출전> 문순태,「철쭉제」
38.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이해하기

‘나’와 ‘판돌’의 대화를 통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9.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 파악하기
‘물론 저도 아직 족보가 없습니다만.’에서 판돌의 이
름이 족보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과, ‘자식된 도리로
~ 고향에 다녀오겠다는 나’에서 ‘나’가 고향에 온 이
유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족보에 오른 판돌의 이름
을 지우기 위해 고향에 돌아왔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지 아버지는 ~ 죽을 때꺼정 껑껑댔지만’에서 판돌
의 아버지는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기를 평생 고대했
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이제는 백만 
원만 ~ 올릴 수 있겄습니다만…….’에서 판돌은 이전
과 다른 방식으로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생
각하고 있음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지는 
족보 대신에 ~ 간직허고 있구만요.’에서 판돌은 족보
를 갖는 대신에 판돌 부자의 이름이 적힌 종이쪽지
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음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
다. ⑤ ‘또 지 부자가 ~ 쥑였다고 허드만요.’에서 ‘나’
의 아버지는 판돌 부자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정말이지 마음이 ~ 허탈하게 물었다.’를 통해 ‘나’가 
마주보기도 싫은 판돌에게 어렵게 근황을 묻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보기>에서는 ‘재회를 통해 
인식이 전환되고, 이는 한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나’가 판돌에게 어
렵게 근황을 묻는 것은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기 전
이므로 한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서라고 감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개죽음 당한 아버지 ~ 아니냐고 설득을 했다.’를 
통해 ‘나’가 아버지의 유골을 수습하지 못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보기>에서 ‘나’는 가족이 겪
은 비극으로 인하여 한을 품게 된다’고 제시하고 있
으므로 적절하다. ② ‘네가 고등 고시 ~ 검사가 되었
다’는 것과 ‘나는 자신이 ~ 승낙을 받는데 진땀을 뺐
다.’를 통해 ‘나’가 고등 고시에 합격하여 검사가 되
었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
고, 한을 품게 한 대상인 판돌과의 재회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자식된 
도리로 ~ 꿈꾸듯 오랫동안 별러 온 고향’과 ‘수구초심
으로 동경해 온 귀향’을 통해 ‘나’가 오랜 시간 고향
을 떠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보
기>에서는 ‘나’가 ‘소통의 단절로 인하여 한을 해소
할 기회를 잃게’ 되었다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나’가 오랜 시간 고향을 떠나 있었던 것은 소통의 
단절로 인해 한을 해소할 기회를 얻지 못한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얼굴에 도깨비 가죽 ~
괴악망측하게 생각되었던 것이다.’에서 판돌에 대한 
나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판돌의 이야기
를 듣고 난 후 ‘판돌이가 그의 아버지 유골을 찾았기
를 바라면서’ 물어보는 것을 보면 판돌에 대한 인식
이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각색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 파악하기
[A]의 ‘사실 그때 지는 ~ 고백을 허시고 말았어요.’에
서 판돌은 나의 아버지가 거짓말로라도 자신의 아버
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기를 바란 것이지 인동의 
말을 거짓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
고, S#96에서도 효과음 처리된 판돌이 목소리를 통
해 인동의 말을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나
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와 달리 S#95에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 왜 
숨겼소?’를 통해 판돌이 정체를 밝히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이 추가되어 박 검사의 궁금한 점이 여러 
가지임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A]에서 
과거 사건에 대해 고백하는 판돌의 말인 ‘그래서 그 
어른을 데리고 ~ 지한테 용서를 빌었어요.’를 S#96은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대화 장면으로 제시하여 현장
감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A]의 ‘종이를 보이면서’ 판돌이 신분을 밝히는 것을 
S#96에서는 ‘종이를 인동의 얼굴을 향해 던지며’라는 
지시문으로 구성하여 판돌의 감정이 효과적으로 드러
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S#95에
서 클로즈업 기법을 사용하여 박 검사의 얼굴을 확대
하여 연출함으로써 판돌을 바라보는 박 검사의 심리
를 부각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고전시가]
[42 ∼ 45] <출전> 정철,「속미인곡」
                   임유후,「목동문답가」
42.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 감상하기

(가)의 ‘내얼굴 이거동이 님괴얌즉 가마’은 ‘내 
얼굴 이 거동이 임에게 사랑받음직 한가마는’으로, 
작자가 조정을 떠나기 전의 임금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정치적 반대 세력에 의해 
처하게 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자책이 드러나 있다
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천상 백옥경’은 임금이 있는 조정을 의미하며, 
‘엇디야 이별고’는 이별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
게 하므로, 임금이 있는 조정을 떠난 상황이 드러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조물의 타시로다’에서 
자신의 상황을 조물에 의한 운명으로 여기고 있는 
모습은, 자신의 상황을 거부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
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므로 적절하다. ④ ‘어엿븐 그
림재 날조 이로다’에는 임금 곁을 떠나 홀로 지
내며 임금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탄식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⑤ ‘하리 싀여디여 낙월이나 
되야이셔’에서 죽어서도 낙월이 되어 임금을 비추고 
싶다는 충정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 이해하기
‘연교 초야의 소치기만 하나슨다’는 자연에 귀의하여 
소 치기를 하는 목동의 삶의 방식에 대한 질책을 설
의적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반어적 표현을 활
용하여 상대방의 삶의 방식에 대한 질책을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소 먹이난 아해들아’라고 대화 대상인 목동을 부
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인생 백년이 플끗에 이
슬이라’에는 평생의 삶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풀 
끝의 이슬과 같다고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생의 허
무함을 형상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대화 상대
에게 인간영락을 아는지 물어보고 난 후 ‘생애는 유
한하되 사일은 무궁하다’와 같이 대구를 통해 삶의 
유한함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인간영락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를 대구의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진술
은 적절하다. ④ 공명을 이루지 못하고 죽을 때의 북
받치는 감정을 ‘공산백골이 긔 아니 늣거오냐’와 같
은 물음의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청중의 반응 분석하기
㉢에서는,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해 간섭하는 [A]의 
인물에게 자신의 근심은 던져두고 남의 분별을 하느
냐는 물음을 통해 반문하고 있다. 이는 (나)에 나타
난 [B]의 인물이 물음을 통해 상대방의 간섭에 대해 
반문하여 대화에 긴장을 유지시켜 작자의식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드러나지 않게 하는 ‘열린 대화체’
의 특징이므로 ㉢에서 대화를 단일한 주제로 통합시
킨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에서 보조적 인물은 ‘눌을보라 가시고’라는 질
문을 통해 작자의식이 담긴 주도적 인물의 ‘내 셜’을 
이끌어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에서 보조적 인
물이 ‘구비나 되쇼셔’라고 의견을 덧붙여 작자의식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에서 독자적 인물
인 목동이 ‘너해난 모라리라’와 같이 상대방에 대한 조
롱 섞인 과시를 통해 인물들의 대화를 긴장시키고 있
으므로 적절하다. ⑤　㉤에서 독자적 인물인 목동이 공
명을 중시하는 대화 상대방의 의견에 ‘부귀는 부운이
오 공명은 와각이라’라며 부귀공명은 소용없는 것이라
며 반박하여 독자적 인물들의 주장을 대등하게 대립시
키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 비교하기
‘내 셜’에는 ‘내몸의 지은죄 뫼티 혀시니’와 같
이 임금과 이별한 상황에 대한 이유가 드러나 있고, 
‘내 노래’에는 ‘장안을 도라보니 풍진이 아득하다’와 
‘부귀는 부운이오 공명은 와각이라’와 같이 자신이 현
실을 떠나 자연에 귀의하여 소 치기를 하는 이유가 
드러나 있으므로 ‘내 셜’을 통해 자신이 현재 상황
에 처한 이유를, ‘내 노래’를 통해 자신이 현재의 삶
을 선택한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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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2 ④ 3 ③ 4 ② 5 ④
6 ② 7 ⑤ 8 ③ 9 ② 10 ⑤
11 ⑤ 12 ③ 13 ② 14 ③ 15 ⑤
16 ② 17 ① 18 ③ 19 ④ 20 ①
21 ④ 22 8 23 5 24 12 25 6
26 61 27 20 28 15 29 7 30 49

1. [출제의도]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하기
×





× 




 

2. [출제의도] 삼각함수의 그래프 이해하기
함수   tan 

 의 주기는 

 


 

3. [출제의도] 등비수열 이해하기
등비수열 의 공비가 ,  이므로
 에서  

4. [출제의도] 함수의 극한 이해하기
 lim

→
  

5. [출제의도] 수열의 합 이해하기
        

6. [출제의도] 로그함수의 성질 이해하기
log   , log   log 

상용로그의 밑이 보다 크므로
    ,    



따라서 정수 의 최댓값은 
7. [출제의도] 함수의 극한 이해하기

부등식   에서




 





  일 때, 



 



 이고

lim
→∞




 lim

→∞




 이므로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에 의해 lim
→∞

 

8. [출제의도] 로그의 성질 이해하기
log




 log 이므로

log log 

 에서 log log
 log 

log
 log



따라서  

9. [출제의도] 함수의 연속 이해하기
가 다항함수이므로
lim
→

 lim
→

× lim
→



 × lim
→

 

에서 lim
→

 이고  

lim
→

 lim
→

× lim
→



 ×  

에서  

따라서    

10. [출제의도]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하여 추론하기
 

 이므로    

 ≥이므로    

 ≥이므로    

 이므로     

 이므로     

⋮

따라서 수열 이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을 만족시키므로    

11. [출제의도] 거듭제곱근 이해하기
양수 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 이므로
  에서 





 ⋯ ㉠
의 네제곱근 중 양수인 것이   이므로
   에서 








 ⋯ ㉡

㉠, ㉡에서 


 










따라서   





 

12. [출제의도] 삼각함수 이해하기
sin 


cos

coscos cos  



13. [출제의도] 지수함수의 그래프 추론하기
함수 는 함수  log

의
역함수이므로  

곡선   의 점근선이 직선  이므로


곡선   가 점   를 지나므로
   에서   

따라서  

14. [출제의도] 호도법을 활용하여 문제해결하기
부채꼴 OAB의 중심각의 크기를 라 하면
 에서   



  


××  

  


×OP××sin 


×OP




이므로 OP

15. [출제의도] 수열의 합을 활용하여 문제해결하기

         













이므로
log  log 







 




 
따라서





log 









 



 

  

 

 ⋯



 





  


16. [출제의도] 삼각함수 이해하기
sin tan   의 양변에 cos를 곱하면
sin  cossin  cos

sin  cos  sin cos ⋯ ㉠
sin cos  sin  cos

sin cossin  cos 

sin  cossin  cos 

sin  cos  

  또는 sin  cos  

≤ sin  ≤ , ≤ cos ≤ 이므로
sin  cos  



㉠에 의해 sin cos  


× 

 



【 다른 풀이 】
sin tan   의 양변에 cos를 곱하면
sin  cossin  cos

sin  cos  sin cos ⋯ ㉠
한편 sin cos sin  cos에서
㉠에 의해
sin cos


sin cos

sin cossin cos 

sin cossin cos

sin cos  

  또는 sin cos  

≤ sin  ≤ , ≤ cos ≤ 이므로
sin cos  



17. [출제의도] 등차수열을 활용하여 문제해결하기













  ⋯   ⋯ 



등차중항의 성질에 의해
등차수열 은   인 두 자연수  , 에
대하여  을 만족시키므로













 

 

그러므로  이고   

따라서   

18. [출제의도]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하여 문제해
결하기
점 A는 두 곡선   과   가
만나는 점이므로
  , × 에서  

그러므로 점 A의 좌표는 A 

점 B의 좌표를 라 하면
점 B의 좌표는 B 

두 점 B, C는 기울기가 인 직선 위의 점이고
BC 이므로 점 C의 좌표는 C 

점 C는 곡선    위의 점이므로
 ,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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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B 는 직선   위의 점이므로
  

점 A 와 직선   사이의 거리는







따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


 



19. [출제의도] 수열의 합을 이용하여 추론하기
 이므로  에서   

등차수열 의 공차를 라 하면
 ,  ,  ,
 ,  

 이므로  ,  ,  ,   







과 





를 각각 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그러므로








 

 

  
 







 이므로 





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수열 의 공차는 

 이다.

따라서   ,  
 ,  이므로

 

20. [출제의도] 함수의 극한 추론하기
 

  


이므로

함수  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다.

O 



 




(ⅰ)   일 때
곡선   와 직선   는 만나지 않으므로
 

(ⅱ)    또는  일 때
곡선   와 직선   는 한 점에서

만나므로  

(ⅲ)     또는   일 때
곡선   와 직선   는 두 점에서
만나므로  

(ⅰ), (ⅱ), (ⅲ)에 의해 함수 는












   

    또는   

     또는   

lim
→

 이고, 모든 양수 에 대하여
lim
→

 이므로 lim
→

 

lim
→

 lim
→

 에서 
 이므로   

따라서  

× 

21. [출제의도]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추론하기
AP, BQ라 하면 CR이고
BP, AR이다.
ㄱ. 삼각형 APR에서 코사인법칙에 의해
PR


×× × cos 



    

삼각형 PBQ에서 코사인법칙에 의해
PQ


×× × cos 



     ⋯ ㉠
PR


PQ

이므로
 에서
  ⋯ ㉡
그러므로 APBQ에서 APBQ

AP 이므로 APBQ (거짓)
ㄴ. ㉡에서   이므로
CQ  

CR 

삼각형 CRQ에서 CQ CR  이고
∠RCQ  

 이므로 삼각형 CRQ는
∠QRC 

 인 직각삼각형이다.
그러므로 QRCQ 

CR

  (참)

ㄷ. 두 삼각형 PBQ , CRQ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 라 하면 
삼각형 PBQ에서 사인법칙에 의해 

sin 



PQ
 

삼각형 CRQ에서 사인법칙에 의해 

sin 



QR
 

삼각형 PBQ의 외접원의 넓이가 삼각형 CRQ의
외접원의 넓이의 배이므로  × 


sin 



PQ
×

sin 



QR 에서

PQ

×QR



㉠, ㉡에 의해 PQ 
이고

QR

이므로

  ,  



±

 이므로 

  (참)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ㄷ

22. [출제의도] 함수의 극한 계산하기
lim
→



 lim

→




 lim
→



23. [출제의도] 로그함수의 그래프 이해하기
함수   log

는 의 값이 증가하면
의 값도 증가한다.
따라서 함수   log  는
  일 때 최댓값 를 갖는다.

24. [출제의도] 지수법칙 이해하기
  

 에서   


따라서  × × 


 

25. [출제의도] 등차수열을 활용하여 문제해결하기
등차수열 의 공차를 라 하면
 에서  ,   ⋯ ㉠



 에서   ⋯ ㉡

㉠, ㉡에서  


 에서  이므로  

따라서    

26. [출제의도] 수열의 합 이해하기






 , 














 에서






 

따라서 














 

×
 

27. [출제의도] 삼각함수를 활용하여 문제해결하기
이차방정식  의 두 근의 합이 이므로
costan   , cossin   

cos  sin이므로
sinsin  

sin sin  

≤ sin  ≤ 이므로 sin   



이차방정식  의 두 근의 곱이 이므로
 cos×tan  sin   

28. [출제의도] 함수의 극한을 활용하여 문제해결하기
 과   를 연립하여 정리하면
 이고   이므로   

그러므로 점 Q의 좌표는 Q  
원점을 O라 하면
OP , OQ  이므로
PQOPOQ

 와   을 연립하여 정리하면
 이고   이므로   

 에서   이므로   

그러므로 점 A의 좌표는 A 

점 A에서 직선   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면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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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






삼각형 PAQ의 넓이  는
  


×PQ×AH

 


×  ×



이므로
 lim

→

 

 lim
→





 lim
→

  

 

 lim
→

  



 lim
→

  




  

×
 



따라서  × 


 

29. [출제의도] 함수의 연속을 활용하여 문제해결하기
함수 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기
위해서는  과  에서 연속이어야 한다.
(ⅰ) 함수 가   에서 연속일 때

 lim
→



         

        

lim
→

 

              

 lim
→

 lim
→



이므로
 에서
  또는   또는   

(ⅱ) 함수 가   에서 연속일 때
 lim

→


         

         

lim
→

 

              

 lim
→

 lim
→



이므로
 에서
  또는   또는   

(ⅰ), (ⅱ)에서
 인 경우
  함수 는   에서 연속이고,
    에서도 연속이기 위해서는   

 인 경우
  함수 는   과   에서
  모두 연속이므로   , , , , 
  또는  인 경우
  함수 가   과   에서 모두
  연속이 되도록 하는 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 경우
  함수 는   에서 연속이고,
    에서도 연속이기 위해서는   

따라서 함수 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순서쌍   는    ,
   ,    ,    ,    ,    ,   이고
그 개수는 이다.

30. [출제의도]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추론하기
함수 의 주기는 


 


 이고,

 


 에서  

의 값은     에서 함수   의
그래프가 직선   와 만나는 점의 개수이므로
의 값은     에서 함수   의
그래프가 직선   와 만나는 점의 개수와
   에서 함수   의 그래프가
직선  와 만나는 점의 개수의 합과 같다.
(ⅰ)  일 때

  이므로   이고,
함수 의 주기는 이므로
함수   의 그래프의 개형은 그림과 같다.

O

 

  

  








    그러므로 함수 의 최솟값인 이
보다 작을 때 의 값은 최대이고
그 값은 이다.
따라서  일 때  를 만족시키는
두 실수 , 가 존재하지 않는다.

(ⅱ)  일 때
  이고, 함수 의 최솟값인 의
범위에 따른 의 값은 다음과 같다.

  (a)    일 때  

O

 

  

  







  (b)  일 때  

O

 

  

  






  (c)    일 때
 이므로  

O

 

  

  








  (d)  ≤ 일 때
  ≤ 이므로  

O

 

  

  









  (e)  일 때
 이므로  

O

 

  

  







  (f)   일 때
  이므로  

O

 

 

  









  (g) ≤일 때
≤이므로  

O
 

  

  








(ⅰ), (ⅱ)에서 
 , 즉 ,   일 때
 이다.
그러므로 sin 


이고,

함수   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다.

O

 

  

  





 
 



   이고 이므로
  ≤ 인 실수 에 대하여    에서 함수
 의 그래프가 두 직선   ,  와
만나는 점의 개수는 각각 , 이다.
그러므로   , 즉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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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의 그래프가 직선   와 만나는
점의 개수와     에서 함수   의
그래프가 직선  와 만나는 점의 개수의
합이 가 되도록 하는 양수 의 값의 범위는
× ≤ ×

 ≤ 

따라서 양수 의 최댓값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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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교시 영어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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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    기]

1. [출제의도] 담화의 목적 파악하기
M: Good morning, everyone. I’m your P.E. 

teacher, Mr. Andrews. Since this is your first 
class this semester, I’m going to give you 
some rules to follow in the P.E. class. First, 
you are required to wear appropriate clothing 
such as sportswear and proper athletic shoes. 
Second, you must be careful when using 
sports equipment in the gym. Don’t use the 
equipment without permission. Finally, when 
you hear the whistle, stop what you’re doing 
and pay attention to my instructions. If you 
keep these rules in your mind, you’ll be able 
to participate safely in the P.E. class. Now 
let’s do a warm－up exercise.

2. [출제의도] 대화의 의견 파악하기
W: Jason, are you going out?
M: Yes. I’m going to take a walk, Mom.
W: Wait! Why are you wearing shoes without 

socks?
M: I don’t want to put them on. They feel 

uncomfortable.
W: I know you feel that way. But for your foot 

health, you should wear socks.
M: Really? Why do you say that?
W: Well, your feet will stay dry if you put on 

socks. And you can avoid germs and bacteria 
on your feet.

M: Hmm.... I hadn’t thought about that.
W: And if you don’t have socks on, you could 

get scratched or even get a skin infection.
M: That makes sense, Mom. I’m going to follow 

your advice.
W: Good. Wearing socks is important for your 

foot health.
3. [출제의도] 화자의 관계 추론하기

W: Hello, Simon. I’m glad that you are here.
M: Hi, Julia. How’s it going with recording your 

new song?
W: Well, it’s been tough. I’ve been singing the 

song all the time.
M: I can imagine. How can I help you?
W: The music video for the song will be filmed 

soon. And I need you to make an easy dance 
that everyone can follow.

M: No problem. I just need a copy of the song, 
so I can try to make it as simple and 
memorable as possible.

W: Okay. Here’s a copy of the song.
M: When do you need the dance by?
W: Hmm.... I have a meeting with the music 

video director next Friday.
M: All right. It’ll take a couple of days to make 

the dance. Then we can practice it together.
W: Perfect. Thank you so much.

4. [출제의도] 대화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M: Hi, Anna. How was your weekend?
W: Hey, Mike! I helped to make the stage for 

our school play. Here, take a look at the 
picture I took of the stage.

M: Wow. It’s wonderful.
W: Thanks. My favorite is the Christmas tree in 

the corner.
M: I agree. I also like the picture above the 

fireplace.
W: Do you like it? I painted it myself.
M: It looks so real. Why is there a cup on the 

round table?
W: The main character is supposed to have some 

tea at the table.
M: I see. Look at the toy horse next to the 

chair. It’s so cute.
W: Yeah. And what do you think of the bell on 

the door?
M: It really adds to the Christmas atmosphere. 

You did a great job.
W: Thank you. Will you come to see the play?
M: Sure. I can’t wait to see it.

5. [출제의도] 대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W: Jake, what are you doing?
M: I’m cleaning the house. Mom and Dad will 

come back tomorrow from their trip to 
Hawaii.

W: You’re right. We need to get ready to 
welcome them.

M: Do you know tomorrow is their 25th wedding 
anniversary?

W: Sure. So I’m going to make a special dinner 
for them.

M: Oh, what will you make?
W: Roast chicken and cream pasta.
M: That’s great! They’ll love that.
W: I hope so. How are they coming back home 

from the airport?
M: They’ll take a bus.
W: I’m worried they’ll be too tired. Why don’t 

you pick them up at the airport tomorrow?
M: Good idea. Could you please check the arrival 

time of their airplane?
W: Of course, I can do that now.
M: Thanks. Then I should go to the gas station 

to fill up the car.
6. [출제의도] 대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M: Good morning. How may I help you?
W: Hello. I’m looking for a birthday gift for my 

sister. Can you recommend something?
M: Okay. How about these plates? These are the 

most popular ones in our store. The plate 
that has a star－pattern is $20, and the 
flower－patterned plate is $15.

W: My sister has star decoration everywhere in 
her house. So I’ll take some star-patterned 
plates.

M: Great. How many do you want?
W: Four, please.
M: All right. Is there anything else you’re 

looking for?
W: Those coffee cups are very pretty, too. How 

much are they?
M: They’re $10 each.
W: I’ll take two of them.
M: Excellent. You want four star－patterned 

plates and two coffee cups. Is that right?
W: That’s correct.
M: Just to let you know, we’re offering a 10 

percent discount on all items this month.
W: Great. Here’s my credit card.

7. [출제의도] 대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Cell phone rings.]
W: Hey, Ben. Can I talk to you for a second?
M: Hi, Sarah. I’m sorry for not answering the 

phone this morning. I was in English class.
W: That’s okay. I called you to say that our 

study group meeting made some changes this 
week.

M: Thanks. Did the meeting place change?
W: No, we’re still going to meet at the school 

library. But it’ll be at 11 a.m. on Saturday.
M: Saturday? I’m sorry, but I can’t make it.
W: Why? You told me that you don’t have 

volunteer work on the weekends.
M: I don’t. But I have to go to the hospital.
W: Oh, that’s right. I heard you injured your leg 

playing soccer. Is that the reason?
M: No, my leg wasn’t hurt that badly. Actually I 

have a medical check-up this Saturday.
W: I see. I’ll call you later to tell you the 

schedule for next time.
M: Thank you for understanding.

8. [출제의도] 대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M: Honey, what are you doing?
W: I’m looking at this brochure for Lakeville 

Campground. Why don’t we go camping next 
month?

M: Sounds great. Let’s look at the brochure 
together.

W: Wow. In these photos, the campground is 
surrounded by a thick forest. And there’s 
also a huge lake nearby.

M: That’s awesome! We can enjoy the beauty of 
nature.

W: Yeah. And they offer a lot of convenient 
facilities.

M: It says each camping site has a shower room, 
a barbecue grill, and a place to have a 
campfire.

W: We’re going to have so much fun. How much 
is it?

M: It’s $35 per night.
W: That’s reasonable.
M: And it says we should make a reservation on 

their website.
W: This campground is really popular. So we 

need to hurry to reserve a place.
M: Okay. Let’s do it right now.

9. [출제의도] 담화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W: Hello, ABS radio listeners. I’m Catherine 

Barton, director of Lingston Circus. I’m so 
happy to tell you that we’re hosting this 
year’s Circus Experience Festival. It starts on 
November 20th and lasts for three days. 
We’re offering a variety of hands-on 
activities including magic tricks and juggling. 
And qualified instructors will teach you. To 
ensure your safety, we’ll limit the numb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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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to 10 for each activity. You can 
also enjoy taking pictures with some circus 
clowns in the photo zone. Additionally, we’ll 
give you free postcards as a souvenir of this 
festival. Are you excited? Come to the Circus 
Experience Festival and have a great time. 
Thank you.

10. [출제의도] 대화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M: Honey, what are you doing?
W: I’m thinking about buying a wireless 

microphone set. My throat hurts a lot after 
giving so many lectures every week.

M: All right. Let me help you. [Typing sound] 
How long do you think the receiving distance 
has to be?

W: I’m not sure. I’ll be using it in the classroom.
M: Your classroom is not very small. I think 10 

meters is not enough for the receiving 
distance.

W: Okay. That’s good advice.
M: And do you want a headset?
W: I’d like to have one so I can use my hands 

freely during the lecture.
M: You’re right. What color do you want?
W: It doesn’t really matter. But I don’t want 

silver.
M: I see. Now you have only two options left.
W: I’ll buy the cheaper one. Thank you for your 

help.
11.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M: Mom, I have to borrow some books from the 
library today. But it’s raining outside.

W: Don’t worry. I’ll give you a ride. Do you 
want to leave now?

M: Yes. But I need to look for my library card 
first. Could you wait for a second?

W:
12.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Cell phone rings.]
W: Hi, David. I’m almost halfway to the 

restaurant. Where are you?
M: Hi, Amy. I just finished work and got in my 

car. I’ll take the highway, so I’ll arrive on 
time.

W: I heard on the radio that there has been a 
car accident on the highway. So you’re going 
to get stuck.

M:
13.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M: Ashley, you got a letter from the business 
department at Corven University.

W: Oh, it might be my acceptance letter, Dad. 
I’m so nervous about it. Can you open it for 
me?

M: Okay. Let’s see.... [pause] You got in, 
sweetie. Congratulations!

W: Really? Wow, I’m so happy!
M: I’m so proud of you. And you also got 

accepted to the mathematics department of 
the other university.

W: Yeah. I have to make a decision soon. But 
it’s hard for me to choose between the two.

M: Hmm.... What do you really want to study?
W: Actually, I love math. But business is one of 

the most popular majors.
M: I think you shouldn’t choose a major based 

on what other people say.

W: Do you mean I have to consider my own 
interests?

M: Of course. You will be happy doing what you 
love to do.

W:
14.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W: Hi, Steve.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M: Hi. What is it, Sophie?
W: We need to decide on a research topic for 

our science club.
M: Yeah. What topic do you have in mind?
W: I don’t have any specific idea. Why don’t we 

ask the other members for their opinions?
M: I’m not sure about that. I think it’s our job 

to determine a research topic as club leaders.
W: But do you remember last semester? We 

chose the research topic ourselves, and some 
members didn’t like it.

M: You’re right. Then, how can we hear 
everyone’s opinion?

W: Well, we’ll have time to discuss with all of 
our club members next week.

M: That sounds good. But what if they have too 
many different ideas?

W: Then we can put the research topic to the 
vote and choose what most members want 
for the topic.

M:
15. [출제의도] 담화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 고르기

M: Melissa and Bob are best friends. Melissa is 
working for a cyber security company. She 
fully understands the importance of online 
security, and she’s been updating her 
computer security program with the latest 
version. One day, Bob tells Melissa that 
somebody illegally accessed his personal 
information and tried to steal his credit card 
number. When she checks out his computer, 
she notices that he’s using an old version of 
the security program. So, she wants to 
suggest that he keep up with the newest 
version of the security software.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Melissa most likely say 
to Bob?

16~17 긴 담화 듣기
W: Welcome back, listeners. I’m Doris Harrell 

from Garden Stories. Have you heard that 
flowers could be sending hidden messages? 
Today, I’d like to talk about secret meanings 
some flowers can convey. First, carnations 
can send the message, “You are always on 
my mind, and I deeply admire you.” 
Therefore, they are widely used as a gift on 
Parents’ Day. Next, people prefer to use 
tulips in a wedding bouquet since they 
symbolize “consuming love” as well as “happy 
years.” Did you know that irises generally 
represent the idea of faith and wisdom? So 
they are frequently used in religious settings 
and have inspired many artists. Last, daisies 
mean innocence, loyal love, and purity. But at 
the same time, they imply to friends, “I’ll 
never tell your secret.” Now you know 
flowers say a lot more than you think. After 
the commercial break, I’ll talk about how to 
decorate your home with beautiful flowers. 
Stay tuned.

16. [출제의도] 담화의 주제 파악하기
17. [출제의도] 담화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읽    기]

18. [출제의도] 글의 목적 추론하기
[해석] Gullard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귀하,
  제 이름은 Nancy Watson이며 Gullard 고등학교 
학생 댄스 동아리 회장입니다. 우리는 학교의 가장 
중요한 얼굴 중 하나로 많은 상과 트로피를 받고 있
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학교 운동
장을 엉망으로 만들 것을 염려하시기 때문에 학교는 
우리 동아리가 운동장에서 연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연습 시간을 잃게 하
고 결국 우리에게 유감스러운 고등학교 경험을 만들
어 주게 됩니다. 우리는 그 공간을 소중히 사용할 것
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장 선생님께 우
리가 댄스 연습을 위해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그 
결정을 재고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Nancy Watson 올림

19. [출제의도] 주인공의 심경 변화 추론하기
[해석] 11살 소년 Ryan은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달
려갔다. 마침내, 여름 방학이 시작했다! 그가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의 엄마는 냉장고 앞에 서서 그를 기
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가방을 싸라고 말했
다. Ryan의 심장이 풍선처럼 날아올랐다. ‘왜 가방을 
싸지? 우리가 디즈니랜드에 가는 걸까?’ 그는 마지막
으로 부모님이 자신을 데리고 휴가를 갔던 때가 기
억나지 않았다. 그의 두 눈이 반짝거렸다. “너는 Tim 
삼촌과 Gina 숙모와 함께 여름을 보내게 될 거야.” 
Ryan은 불만의 신음 소리를 냈다. “여름 내내요?” 
“그렇단다. 여름 내내.” 그가 느꼈던 기대감이 순식간
에 사라졌다. 끔찍한 3주 내내, 그는 자신의 삼촌과 
숙모의 농장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 그는 한숨을 쉬
었다.

20. [출제의도] 필자의 주장 파악하기
[해석] 누군가를 그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하고자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논리적 주장을 펼치거나 또는 
왜 자신의 관점이 옳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틀린지
에 대해 열정적으로 항변한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
에 대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이것이 종종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자신
의 마음을 바꾸려는 임무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아
차리자마자 은유적인 (마음의) 셔터는 내려간다. 만
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의 가정을 의심하
도록 하는 잘 선택된, 다양한 대답이 가능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더 좋은 운이 따를 것이다. 만약 우
리가 어떤 견해를 먼저 생각해 냈다면 혹은 최소한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냈다고 ‘생각’한다면, 우
리는 그 견해를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의 세계관에 의문을 갖도록 장
려하는 것은 억지로 여러분의 의견을 사실로 받아들
이도록 그들에게 강요하려고 하는 것보다 종종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누군가에게 그들 자신의 
관점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도록 잘 선택된 질문을 
하라. 그러면 이것은 새로운 통찰력을 유발할 것이
다.

21. [출제의도] 함축 의미 추론하기
[해석] 학교에는 하나의 교육과정, 과학을 공부하는 
하나의 올바른 방식, 표준화된 시험의 정답을 내어놓
는 하나의 올바른 공식이 있다. ‘물리학의 원리’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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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단한 제목을 가진 교과서들은 300페이지에 걸
쳐 ‘그 원리들’을 마법처럼 보여 준다. 그러고 나서 
권위자가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 주기 위해서 강의
대로 다가간다. 이론 물리학자 David Gross가 자신
의 노벨상 수상자 강연에서 설명했듯이, 교과서들은 
종종 사람들이 헤매고 다닌 그 많은 다른 경로들과 
그들이 따랐던 그 많은 잘못된 단서들과 그들이 가
졌던 그 많은 오해들을 묵살한다. 우리는 마치 뉴턴
의 ‘법칙들’에 대해 마치 그것들이 대단한 신의 방문
이나 한 번의 천재성에 의해 도래하는 것처럼 배우
지만, 그가 그것들을 탐구하고 수정하고 변경하는 데 
들인 여러 해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는다. 뉴턴이 확
립하는 데 실패한 법칙들, 즉 가장 공공연하게는 납
을 금으로 바꾸기 위해 시도했으나 엄청나게 실패했
던 연금술에서의 실험은 물리학 수업에서 언급되는 
일차원적인 이야기의 일부로 선택되지 못한다. 대신
에,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이런 과학자들의 인생 이
야기들을 납에서 금으로 바꿔 버린다.

22. [출제의도] 글의 요지 추론하기
[해석] 대부분의 회사, 학교, 조직이 매출, 수상 이
력, 시험 성적과 같은 개인의 수치적 관점에서 ‘높은 
성과’를 측정하고 보상한다. 이러한 접근법의 문제는 
우리가 과학이 완전히 확인해 주었다고 생각하는 믿
음, 즉 우리가 ‘적자생존’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믿
음에 그것이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우
리에게 ‘최고의’ 성적, ‘가장’ 인상적인 이력서, 혹은 
‘최상의’ 점수를 가진 사람들이 성공할 ‘유일한’ 사람
들일 것이라고 가르친다. 이 공식은 간단하다. 즉, 다
른 누구보다 더 잘하고 더 똑똑하고 더 창의적이 되
면 여러분은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공식은 정확
하지 않다. 새로운 연구 덕분에 우리는 이제 최상의 
가능성을 성취하는 것이, 가장 잘 적응하는 사람의 
생존이 아니라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의 생존에 관
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 다시 말해서, 성공은 단지 
여러분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똑똑하고, 열의가 있는
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
들의 생태계와 얼마나 잘 관계를 맺고, 그것에 기여
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지에 관한 것이다.

23. [출제의도] 글의 주제 추론하기
[해석] 나는 만약 내가 넓은 숲에서 길을 잃었다면, 
머지않아 내가 출발했던 곳으로 결국 올 것을 믿도
록 길러졌다.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길을 잃은 사람
들은 항상 원을 그리며 걸을 것이다. ‘지도나 나침반
없이 길 찾기’라는 책에서 저자인 Harold Gatty는 이
것이 사실임을 확인해 준다. 우리는 몇 가지 이유로 
원을 그리며 걷는 경향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
제로 어떤 사람도 정확히 똑같은 길이의 두 다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쪽 다리는 항상 다른 쪽
보다 조금 더 길고 이는 우리가 심지어 그것을 알아
채지 못한 채 돌도록 한다. 게다가 만약 여러분이 배
낭을 메고 도보 여행을 하는 중이라면, 그 배낭의 무
게가 여러분을 불가피하게 균형을 잃게 할 것이다. 
우리의 주로 쓰는 손도 이 조합의 한 요소가 된다. 
만약 여러분이 오른손잡이라면 여러분은 오른쪽으로 
돌려는 경향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오른쪽으로 지
나가기로 무의식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24. [출제의도] 글의 제목 추론하기
[해석] 정치 체제에서, 법에서, 문화에서, 그리고 가
족 및 가까운 이웃을 넘어서는 일상적인 매일의 상
호작용에서, 폭넓게 이해되고 확실하게 표현된 언어
가 상호 신뢰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 재산이나, 계약
서, 심지어 단순히 상품과 서비스의 일상적인 교환을 
다룰 때 개념과 설명은 가능한 한 정확하고 모호하
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것이다. 

만약 거래에서 잠재적 상대방과의 완전한 의사소통
이 가능하지 않다면 불확실성과 아마 어느 정도의 
불신이 남아있을 것이다. 경제 생활이 중세 시대 후
반에 더 복잡해지면서 더욱 완전하고 더욱 정확한 
의사소통에 대한 필요가 강조되었다. 공유된 언어는 
명확화와 아마도 어떤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했다. 
국제무역에서도 또한 정확하고 잘 표현된 언어의 사
용은 통역의 과정을 도왔다. 실크로드가 그나마 기능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환 지점에서 통역가들이 항
상 이용 가능했기 때문이다.

25. [출제의도] 도표의 내용 파악하기
[해석] 위 도표는 2016년에 캐나다의 6개 대도시에
서 출근하기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을 사용한 통근자
의 비율을 보여 준다. 주어진 6개의 도시 모두에서 
대중교통으로 통근한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자전거를 타고 통근한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토론토와 몬트리올에서 비록 그 두 도시의 
대중교통으로 통근한 사람들의 비율이 달랐지만 걸
어서 통근한 사람들의 비율은 둘 다 같았다. 밴쿠버
에서 대중교통으로 통근한 사람들의 비율이 자전거
를 타고 통근한 사람들의 비율보다 10배 이상 더 높
았다(→ 밴쿠버에서 대중교통으로 통근한 사람들의 
비율이 자전거를 타고 통근한 사람들의 비율보다 10
배 미만이었다). 비록 오타와는 대중교통으로 통근한 
사람들의 비율에서 4위를 차지했으나 걷거나 자전거
를 타고 통근한 사람들의 비율에서는 1위를 했다. 캘
거리와 비교하면, 에드먼턴이 주어진 세 가지 유형의 
친환경 교통수단 모두에서 더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26.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해석] Alice Coachman은 1923년 미국 Georgia의 
Albany에서 태어났다. 그녀가 당시의 인종차별 때문
에 운동 훈련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
는 자신에게 이용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 자신의 집 
근처 비포장도로를 따라 맨발로 달리고, 점프를 연습
하기 위해 집에서 만든 장비를 사용하면서 훈련했다. 
육상 경기에서의 그녀의 재능이 일찍이 초등학교 때 
눈에 띄었다. Coachman은 계속 열심히 연습하여 고
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동안 여러 대회에서의 자신의 
성취로 주목을 받았다.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 
Coachman은 높이뛰기에 출전해 5피트 6.5인치에 도
달하여 올림픽과 미국 기록을 둘 다 세웠다. 이 성과
는 그녀를 올림픽 금메달을 딴 최초의 흑인 여성으
로 만들었다. 그녀는 미국 올림픽 명예의 전당을 포
함하여, 9개의 다른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Coachman은 그녀의 일생을 교육에 바친 후 2014년
에 Georgia에서 90세의 나이에 사망했다.

27.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해석] 

2020 쓰레기 없는 날
2020 쓰레기 없는 날(ZWD)은 여러분이 다락방을 
치워 재사용을 위한 물품을 기부할 기회입니다.
언제 그리고 어디서:
11월 첫 번째 토요일 (2020년 11월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날씨와 상관없이)
400 Union Square에서
접수 물품:
· 입을 수 있는 의류/신발
   모든 치수의 의류와 신발이 건조된 상태여야만 

합니다.
· 침구류(베개, 담요, 매트리스 커버)
   헤지거나 찢어져도 괜찮지만 어떤 기름 얼룩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전자 기기(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기기에 저장된 모든 정보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주의 사항: 만약 물품이 접수되지 않으면 그것을 집

으로 가져갈 준비를 해 오십시오. 여러분
이 쓰레기를 버릴 장소가 없습니다.

ZWD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zwd.org를 방문해 

주십시오.
28.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해석]
수화 수업

 만약 여러분이 수화를 배우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
다면, 우리 수업이 그것을 할 가장 좋은 방법 중 하
나입니다! 수업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열려 있
으나 모든 어린이들은 어른의 동반이 필요합니다.
수업 일정
· 어디: Coorparoo 주민센터
· 언제: 2020년 9월에서 10월까지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준
· 수업 #1 (월요일, 화요일)
  - 이전의 수화 경험이 필요 없습니다.
· 수업 #2 (수요일, 목요일)
  - 최소 1,000개의 수화 동작 지식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항
· 수업료가 $100입니다.
· 우리는 수업이 저조한 등록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환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등록은 온라인으로만 8월 31일 전에 가능합니다.
우리 웹사이트 www.CRsignlgs.com을 방문하십시오.

29. [출제의도] 어법상 틀린 표현 고르기
[해석] 야외에서 곤충의 성공적인 생존의 열쇠 중 
하나는 그들의 작은 몸이 탈수가 되는 것을 막도록 
돕는 단단한 밀랍 같은 층인 외피에 있다. 그들은 공
기로부터 산소를 흡수하기 위해 몸의 마디에 있는 
좁은 호흡구들을 사용하는데, 이들은 공기를 수동적
으로 흡입하고 필요로 될 때 열리고 닫힐 수 있다. 
혈관 내 담긴 피 대신 그들은 자유롭게 흐르는 혈림
프를 갖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몸이 단단하게 유지
되도록 돕고 움직임을 거들고 영양분과 노폐물이 적
절한 몸의 부위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준다. 신경 체
계가 모듈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각각
의 몸의 마디가 그 자체의 개별적이고 자율적인 뇌
를 갖고 있으며, 몇몇 다른 몸의 체계가 유사한 모듈
화를 보여 준다. 이것들은 곤충의 몸이 우리의 것과
는 완전히 다르게 구조화되어 있고 기능하는 많은 
방식들 중 몇 가지일 뿐이다.
[해설] 과거분사 contained가 적절하다.

30. [출제의도] 문맥에 맞는 적절한 어휘 고르기
[해석] 건축 환경에서의 설계에 대해 사람들이 안전
성과 기능성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여긴다. 하지만 
어떻게 그것이 ‘디자인’되어 있는지와 같은 새로운 
설계의 미학은 너무 종종 무관하다고 여겨진다. 어떻
게 그것의 디자인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은 거의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디자인이 
(미학적) 건축물이라고 불리는 허세를 부리는 것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며, 워싱턴 국립 대성당이 지역 
사회 교회와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미
학적) 건축물은 (일반적) 건축물과 다르다고 생각한
다. (미학적) 건축물과 (일반적) 건축물, 더 일반적
으로는 디자인과 실용성 사이의 이러한 구분은 더할 
나위 없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모든 건축 환경의 
디자인이 너무나도 대단히 중요해서 안전성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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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우리의 유일한 긴박한 우선순위여서는 안된다
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알아가고 있다. 모든 종류의 
디자인 요소들은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경험뿐 아니
라 그들 자신에 대한 경험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것
들은 우리의 인지, 감정, 행동, 심지어 웰빙까지 형성
한다. 그것들은 실제로 우리의 정체성까지 만들어 내
도록 돕는다.

31.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45억 년도 더 전에 지구의 원시 대기는 아마
도 대부분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산화황과 질소였을 
것이다. 극히 원시적인 생물체(박테리아 같은 미생물
과 단순한 단세포 식물)의 출현과 연이은 진화는 산
소를 유리(遊離)시키고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을 분
해하면서 대기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상
위 유기체가 발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가장 최
초라고 알려진 핵이 있는 식물 세포가 약 20억 년 
전 진화했을 때, 대기는 현재 산소 함량의 고작 약 
1%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약 5억 년 전에 최
초의 육지 식물이 출현하면서 산소는 현재 농도의 
약 3분의 1에 달했다. 그것은 약 3억 7천만 년 전까
지 거의 현재 수준으로 증가했고, 그때 동물들이 처
음 육지에 퍼졌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대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아니라, 생명체의 결과이기도 하다.

32.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음악이 우리의 내면세계에서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 주요한 방법 중 하나는 그것이 기억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의해서이다. 중요한 감정과 연관된 
기억들은 다른 사건들보다 우리 기억 속에 더욱 깊
이 박혀 있는 경향이 있다. 감정적인 기억들은 생생
히 기억될 가능성이 더 크고 중립적인 기억들보다 
시간이 지나도 기억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음악이 감
정을 엄청나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중요한 삶의 사
건들은 음악의 존재에 의해 감정적으로 고조될 수 
있고, 그 사건에 대한 기억들이 확실히 깊이 암호화
되도록 해 준다. 그러고 나서 그러한 기억들의 회복
은 맥락 효과에 의해 강화되는데, 이 맥락 효과에서 
그 기억들이 암호화되었던 것(맥락)과 비슷한 맥락
의 재창조가 그것(기억)들의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
다. 따라서 그 사건과 연관된 같은 음악을 다시 듣는 
것이 그 사건에 대한 강렬하게 생생한 기억들을 활
성화할 수 있다.

33.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들을 자연에게 강요하
고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는 아니다. 아마도 이것을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전 세계 포유류 무
게의 총합, 즉 생물량의 변화를 보는 것이다. 오래전
에 우리 모든 인간은 합쳐서 아마도 북미에 있는 모
든 들소 무게의 대략 3분의 2 정도의 무게였고, 아프
리카의 모든 코끼리의 8분의 1 무게보다 적었다. 하
지만 산업 시대에 우리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
고 우리는 엄청난 규모와 끔찍한 숫자의 들소와 코
끼리를 죽였다. 그 결과 균형이 엄청나게 바뀌었다. 
현재는 우리 인간이 모든 들소와 코끼리를 합친 무
게의 350배가 넘는 무게가 나간다.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야생 포유류를 합친 것보다 10배 이상 무게가 
나간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사육해 온 소, 양, 돼지, 
말 등의 모든 포유류를 포함한다면 그 비교는 정말
로 터무니없어지는데, 우리와 우리가 길들인 동물은 
현재 지구 포유류 생물량의 97%에 해당한다. 이러한 
비교는 기본적인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환
경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목
적에 맞게 그것을 만들도록 배웠다.

34.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현대 세계에서 우리는 불확실한 곳에서 확실
성을 찾는다. 우리는 혼란 속에서 질서를, 애매모호
함에서 정답을, 복잡함에서 확신을 찾는다. 베스트셀
러 작가인 Yuval Noah Harari가, “우리가 세상을 이
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라고 말한다. 우
리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공식을 찾는다. 시간이 지
나면서 우리는 미지의 것과 상호 작용하는 우리의 
능력을 잃어버린다. 우리의 접근법은 나에게 밤에 가
로등 아래에서 자신의 열쇠를 찾는 술 취한 남자에 
대한 전형적인 이야기를 생각나게 한다. 그는 자신의 
열쇠를 어두운 길가 어딘가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지만 가로등 밑에서 그것을 찾는데, 왜냐하면 그곳
이 빛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확실성에 대한 우리
의 열망은 가로등 아래에서 우리의 열쇠를 찾음으로
써 겉으로 보기에 안전한 해결책을 우리가 추구하도
록 이끈다. 어둠 속으로 위험한 걸음을 내딛는 대신,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열등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현재 상태 안에 머문다.

35. [출제의도]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해석] 과거 17세기 정도에 머리카락은 아프리카에
서 특별한 영적인 중요성을 가졌다. 많은 아프리카의 
문화들은 신체에서 머리를 지배, 소통, 그리고 정체
성의 중심이라고 여겼다. 머리카락은 개인을 인격화
하는 힘의 원천으로 여겨졌고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나 심지어 주문을 걸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었다. 그
것이 신체의 가장 높은 지점에 있기 때문에, 머리카
락은 그 자체로 신성한 영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
단이었고 그것은 행운을 가져오거나 악으로부터 지
켜준다고 생각되는 방법들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서
로의 머리카락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주면서 사귀
는 기회를 가졌고 머리카락에 대한 공유된 전통이 
대대로 전해졌다.) 작가 Ayana Byrd와 Lori Tharps
에 따르면, “신과 영혼들로부터의 의사소통이 머리카
락을 통과하여 영혼에 다다른다고 여겨졌다.” 예를 
들어 Cameroon에서는 치료 주술사들이 (마법의) 물
약을 보호하고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머리카락을 
자신의 (마법의) 치료 물약을 담은 용기에 붙였다.

36. [출제의도] 글의 순서 파악하기
[해석] Mark Granovetter는 한 무리의 사람들 사이
에서 약한 유대관계 대 강한 유대관계를 통해 유입
되는 직업에 대한 정보의 정도를 조사했다. (C) 그는 
관계망을 통해 오는 직업의 6분의 1만이 강한 유대
관계로부터 오며 나머지는 중간이나 약한 유대관계
를 통해 오고 4분의 1이상이 약한 유대관계로부터 
온다는 것을 발견했다. 강한 유대관계는 더 동족친화
적일 수 있다.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종종 우리
와 가장 비슷한 사람들이다. (A) 이것은 그들이 우
리와 가장 관련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는 것을 의미하지만 또한 이는 그것이 우리가 이미 
접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정보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
조적으로, 우리의 더 약한 인간 관계는 종종 지리적
으로나 인구통계학적으로나 둘 다 더 먼 사람들을 
상대로 한다. (B) 그들의 정보는 더 새롭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과 덜 빈번하게 말은 하지만, 우리는 
매우 많은 약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 그
것이 정보, 특히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접근하지 못
하는 정보의 엄청난 원천이 된다.

37. [출제의도] 글의 순서 파악하기
[해석] 우리가 문화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인간의 문화, ‘우리의’ 문화를 생각한다. 우리는 컴퓨
터, 비행기, 패션, 팀, 그리고 팝 스타를 생각한다. 그
러한 것들 중 어느 것도 대부분의 인간 문화의 역사

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C) 수십만 년 동안, 어떤 인
간의 문화도 움직이는 부품들을 가진 도구를 가지지 
않았다. 20세기까지도 다양한 인간의 수렵 채집 문화
는 돌, 나무, 그리고 뼈로 된 도구를 보유했다. 우리
는 수렵 채집인들을 그들의 꽉막힌 단순함 때문에 
동정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
일 수 있다. (B) 그들은 광범위한 지식을 가졌고 그
들의 땅과 생명체의 깊은 비밀을 알았다. 그리고 그
들은 풍요롭고 가치 있는 삶을 경험했는데, 그들의 
(삶의) 방식이 위협받았을 때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 
죽을 때까지 그들이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다. (A) 슬프게도 인간성보다 돈을 가치 있
게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 마지막 부족민들이 제압당
할 때도 이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우리는 그들의 종
말의 시대에 살고 있고, 다양한 정도로 우리는 모두 
그러한 종말에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우리의 가치
들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다.

38. [출제의도] 문장 삽입하기
[해석] 액체는 파괴적이다. 발포 고무는 그것이 쉽게 
압축되기 때문에 부드럽게 느껴지는데, 만약 여러분
이 발포 고무 매트리스 위로 점프를 한다면 여러분
은 그것이 여러분의 밑에서 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액체는 이렇게 하지 않고, 대신에 액체는 
흐른다. 강에서나, 여러분이 수도꼭지를 틀 때나, 혹
은 여러분이 스푼을 사용하여 자신의 커피를 젓는다
면 여러분은 이것을 보게 된다. 여러분이 다이빙 도
약대에서 뛰어내려 많은 양의 물을 치게 될 때 그 
물은 여러분에게서 비켜나 흘러나가야만 한다. 그러
나 흘러나가는 것은 시간이 걸리며, 만약 여러분의 
충돌의 속도가 너무나도 엄청나다면 그 물이 충분히 
빠르게 흘러나가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그것(그 물)
은 여러분을 밀어낸다. 여러분이 배로 수면을 치며 
수영장 물속으로 떨어질 때 여러분의 피부를 쓰리게 
하며, 굉장한 높이에서 물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콘크
리트 위에 떨어지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바로 그 힘
이다. 물의 비압축성이 또한 파도가 그러한 치명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이고, 해일의 경우 그것이 건
물과 도시를 부수며 자동차를 쉽게 던져버릴 수 있
는 이유인 것이다.

39. [출제의도] 문장 삽입하기
[해석] 20세기 후반 연구자들은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멀리 뉴스, 소문, 혁신이 이동하는지를 측정
하고자 했다. 더 최근의 연구는 생각 즉 감정 상태와 
상황까지도 사회 관계망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 왔다. 이러한 종류의 전염의 증거는 
분명하며, 즉 ‘학구적인 룸메이트와 함께 하는 학생
들은 더욱 학구적이 되며 폭식하는 사람 옆에 앉아 
식사하는 사람은 더 많은 음식을 먹는다.’ 그러나 
Christakis와 Fowler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를 훨씬 넘어서서, 다시 말해 고작 세 단
계의 떨어짐을 건너서는 생각과 행동을 전파할 수 
없다. 이것은 생각이나 행동의 전파와 수용이 편지나 
어떤 고용 기회가 있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더 강한 연결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단지 사람을 아
는 것은 그들이 더 공부하거나 과식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과는 같지 않다. 모방은 그것이 무의
식적일 때조차도 실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아첨이다.

40. [출제의도] 글의 내용 요약하기
[해석] 2011년 Micah Edelson과 그의 동료들이 기
억 조작의 외부 요인들에 대한 흥미로운 실험을 했
다. 그들의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2분짜리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고 나서 그 영상에 대한 일련의 질문을 받
았다. 그 영상을 본 직후 참가자들은 응답에서 거의 
실수를 하지 않았고 정확하게 세부 사항들을 기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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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었다. 4일 후에 그들은 여전히 세부 사항들
을 기억할 수 있었고 그들이 영상에 관한 어떤 잘못
된 정보가 제시되었을 때에도 자신의 기억이 흔들리
게 두지 않았다. 그러나 참가자들이 그 영상에 관한 
다른 참가자들이 한 거짓 응답을 봤을 때 이것이 바
뀌었다. 다른 사람들의 올바르지 않은 응답을 보자마
자 참가자들 자신 또한 잘못된 응답 쪽으로 이끌려
갔다. 심지어 그들이 다른 응답들은 조작되었으며 그 
다큐멘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낸 뒤에
도, 이는 너무 늦어버린 후였다. 참가자들은 더 이상 
진실과 허구를 구분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미 자신
의 기억을 집단에 맞게끔 수정했다.


실험에 따르면 참가자들이 거짓된 정보 자체를 제공
받았을 때 그들의 기억은 안정된 상태로 남아있었으
나 그들이 다른 참가자들의 거짓 응답에 노출되었을 
때 그들의 기억이 왜곡되었다.

41~42 장문의 이해
[해석] 진화생물학자들은 사회성이 우리의 복잡한 
뇌의 진화를 이끌었다고 믿는다. 화석 증거는 　13만 
년 전 아주 과거에 호모사피엔스가 거래하러, 음식을 
공유하러,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잡담을 하러 
150마일 이상을 이동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
다는 것을 보여 준다. 네안데르탈인과는 다르게 그들
의 사회 집단은 그들 자신의 가족을 훨씬 넘어서서 
뻗어 있었다. 누가 누구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
들이 어디에 사는지의 모든 그런 연결을 기억하는 
것은 상당한 처리력을 요구했다.

그것은 또한 길 찾기 요령을 요구했다. 구석기　시
대 황야의 수십 혹은 수백 제곱 마일을 가로지르는 
사회 관계망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아라. 여
러분은 친구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그들
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없다. 여러분은 나가
서 그들을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어디에서 보
았는지 기억하고 혹은 그들이 어디로 갔을지 상상해
야만 했다. 이것을 하기 위해, 여러분은 길 찾기 능
력, 공간 인식, 방향 감각, 풍경의 지도를 머릿속에 
저장하는 능력, 그리고 여기저기를 이동할 동기를 필
요로 했다. 캐나다 인류학자인 Ariane Burke는 우리
의 조상이 자신의 이웃과 연락하고 지내려고 하는 
동안 이러한 모든 특징들을 발달시켰다고 믿는다. 마
침내 우리의 두뇌가 길 찾기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된 
것이다. 한편, 네안데르탈인은 그만큼 멀리 이동하지 
않았고 다양한 공간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수준　
높은 사냥꾼이었고 추위에 잘 적응했으며 어둠 속에
서도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멸종하게 
되었다. 선사 시대의 불모지에서는 그 어떤 것도 친
구 집단보다 쓸모 없는(→ 도움이 되는) 것은 없었
다.

41. [출제의도] 글의 제목 추론하기
42. [출제의도] 문맥에 맞지 않는 어휘 고르기
43~45 장문의 이해

[해석]
(A)

“Emma, 올해 너는 참 착한 아이였어. 오늘밤, 산
타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들러서 너에게 선물을 몇 
개 두고 가실 거야.” Martha가 그녀(Martha)의 귀여
운 딸에게 웃으며 말했다. “Fred 너에게도.” 그녀가 
덧붙였다. 그녀는 자신의 두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
을 주길 원했지만 올해는 Martha에게 특히 힘들었
다. 그녀는 자신의 두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
물들을 사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C)
그날 밤, 모두가 잠들고 난 후 Emma는 천천히 침

대 밖으로 기어 나왔다. 그녀는 산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공책 한 장을 찢어 냈다. 그녀는 
쓰면서 혼자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산타 할아버지
께, 저희 엄마를 위해서 미소와 웃음을 조금 보내주
실 수 있나요? 그녀(Martha)는 별로 웃지 않아요. 
그리고 Fred를 위한 장난감도 몇 개 보내주실 수 있
나요? 고맙습니다.” Emma는 그 편지를 두 번 접어 
봉투에 넣고 붙였다. 그녀는 현관 밖에 그 봉투를 두
고 나서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B)
다음 날 아침 Emma가 자신의 엄마에게 뛰어왔다. 

“엄마, 어젯밤 정말로 산타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양
말 속에서 그녀(Emma)가 틀림없이 발견했을 사탕과 
쿠키를 떠올리며 Martha가 미소 지었다. “산타 할아
버지가 주신 선물들이 마음에 들었니?” “네, 멋져요. 
Fred도 그분이 주신 장난감들이 마음에 든대요.” 
Martha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사탕과 쿠키가 하룻
밤 사이에 어떻게 장난감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궁금
했다. Martha는 Emma의 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반쯤 
열려 있는 작은 빨간 상자를 보았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 내용물을 알기 위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D)
그 상자는 장난감 몇 개,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사탕과 쿠키를 담고 있었다. “엄마, 이건 산타 
할아버지가 엄마에게 주신 거예요.” Emma가 Martha
를 향해 카드 하나를 내밀며 말했다. 당황한 채로, 
그녀(Martha)는 그것을 열었다. 그것이 쓰여 있길, 
“Emma 어머님께.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안녕
하세요, 저는 Amelia입니다. 어젯밤 길 건너편에서 
바람에 날리는 당신의 아이가 쓴 편지를 발견했습니
다. 제가 감동을 받아 답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
다. 부디 이 선물을 크리스마스 인사로 받아주세요.” 
Martha는 눈물이 그녀(Martha)의 볼을 타고 흘러내
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눈물을 닦고 자신
의 딸을 껴안았다. “Emma, 메리 크리스마스. 엄마가 
너에게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 거라고 말했었지?”

43. [출제의도] 글의 순서 파악하기
44. [출제의도] 지칭하는 대상 파악하기
45.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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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한국사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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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신석기 시대 사회 모습 파악하기
자료는 신석기 시대에 대한 것이다.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고, 빗살무늬 토기를 이용하
여 곡식을 저장하거나 조리하였다. 또한 갈돌과 갈판 
등의 간석기가 사용되었다. ①은 철기 시대, ②는 청
동기 시대, ③은 구석기 시대에 해당한다. ④의 무천
은 동예의 제천 행사이다.

2. [출제의도] 조선 세종의 업적 파악하기
자료는 세종에 대한 것이다. 세종 시기에는 훈민정음
이 창제되고, 삼강행실도가 편찬되었다. 또한 한양
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이 편찬되었다. ①
은 조선 고종, ④는 고려 인종, ⑤는 고려 광종 시기
에 해당한다. ③의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중에 설치되
었다.

3. [출제의도] 임진왜란 이해하기
자료는 임진왜란에 대한 것이다. 임진왜란은 1592년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되었다. 조선은 한산도 대첩 등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의 승리와 전국 각지에서 일어
난 의병, 조ㆍ명 연합군의 활약 등으로 왜군을 물리
쳤다. ①은 9세기, ②는 1909년, ③, ④는 7세기에 
해당한다.

4. [출제의도] 신라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신라이다. 신라는 수도 금성(경주)에 
호국 사찰인 황룡사를 창건하고,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하였다. 또한 엄격한 신분제인 골품제를 운영하
였다. ①은 고조선, ③은 고려, ④는 조선, ⑤는 고려, 
조선에 해당한다.

5. [출제의도] 갑신정변 이해하기
자료는 갑신정변에 대한 것이다. 김옥균, 박영효 등 
급진 개화파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정변
을 일으켜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고, 개혁 정강을 발
표하였다. 그러나 갑신정변은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하였다. ①은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②는 
3포 왜란, 을묘왜변 등, ④는 임오군란, ⑤는 3ㆍ1 
운동에 해당한다.

6. [출제의도] 공민왕의 정책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공민왕이다. 공민왕은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제거하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또
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는 등 개혁 정책을 실시하
였다. ①은 신라 신문왕, ④는 조선 고종, ⑤는 백제 
무령왕에 해당한다. ②의 경복궁은 흥선 대원군이 왕
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중건하였다.

7. [출제의도] 홍경래의 난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홍경래의 난(1811)에 대한 것이다. 
홍경래의 난은 세도 정치 시기 삼정의 문란 등 지배
층의 수탈에 저항하여 일어났다. 홍경래 등의 봉기군
은 한때 청천강 이북의 일부 지역을 점령하였으나, 
관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①의 만적은 고려 무신 정
권 시기 신분 해방을 위한 봉기를 계획하였고, ②의 
조선 형평사는 백정에 대한 차별 폐지를 목적으로 
창립되었고(1923), ④의 한인 애국단은 일제 강점기
에 의열 투쟁을 전개하였고, ⑤의 13도 창의군은 
1907년에 결성된 연합 의병 부대이다.

8. [출제의도] 진흥왕의 업적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진흥왕이다. 신라 진흥왕은 대가야를 
정복하고, 화랑도를 정비하였으며, 한강 유역을 차지
하여 중국과 직접 교류함으로써 삼국 통일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①은 고려 태조, ②는 조
선 정조, ③은 조선 성종, ⑤는 고구려 장수왕에 해
당한다.

9. [출제의도] 고려의 문화 이해하기
자료의 (가)는 고려이다. 고려 시대에는 귀족 문화의 
상징인 청자가 제작되었다. 또한 몽골의 침략을 부처
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팔만대장경
이 조판되었다. ①은 백제, ②, ③은 조선, ⑤는 신라
에 해당한다.

10. [출제의도] 고려의 대외 관계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귀주 대첩(1019), (나)는 처인성 전
투(1232)에 대한 것이다. 12세기 무렵 여진이 성장
하면서 고려를 위협하자 윤관은 별무반을 조직
(1104)하여 여진을 정벌하였다. ②는 조선 정조 시
기, ③은 1920년, ④는 신라 신문왕 시기, ⑤는 
1388년에 해당한다.

11. [출제의도] 국채 보상 운동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국채 보상 운동(1907)이다. 일본에서 
빌려 온 차관을 갚아 국권을 회복하자는 국채 보상 
운동은 서상돈 등을 중심으로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
국으로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한매일신보 등 언
론사의 지원을 받았다. ⑤는 독립 협회에 해당한다. 
①의 치안 유지법은 1925년에 제정되었고, ②의 무
신 정변은 무신에 대한 차별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
였고, ③의 통리기무아문은 개항 이후 조선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12. [출제의도] 의열단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의열단이다. 의열단은 1919년 만주 
지린성에서 김원봉 등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단원
인 김상옥은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였으며, 나
석주는 조선 식산 은행과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
탄을 투척하였다. 의열단은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 혁
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①은 천도교 소년
회, ②는 진단 학회, ③은 조선어 학회, ④는 신민회
에 해당한다.

13. [출제의도]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 파악하기
자료는 조선 후기 경제에 대한 것이다. 조선 후기에
는 사상과 보부상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장시가 
발달하였다. 또한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고 
인삼, 담배 등의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대동법은 
방납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①은 삼국 시대, ②는 1910년, ④
는 고려 시대, ⑤는 1920년대에 해당한다.

14. [출제의도] 을사늑약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을사늑약(1905)이다. 일본이 강요한 
을사늑약으로 인해 대한 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하
였다. 고종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이
준, 이상설, 이위종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로 파견하였다. ①의 임오군란
은 구식 군인들이 신식 군대인 별기군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고, ②의 집현
전은 세종 때 학문과 정책 연구를 위해 설치되었고, 
③의 홍범 14조는 제2차 갑오개혁 때 고종이 반포하
였고, ④의 삼별초의 항쟁은 고려 정부의 개경 환도 
결정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15. [출제의도] 병인양요 파악하기
자료는 병인양요(1866)에 대한 것이다. 프랑스군은 
병인박해를 구실로 강화도에 침입하였다. 이에 맞서 

양헌수, 한성근 등이 이끄는 조선군이 프랑스군을 격
퇴하였다. ②의 강동 6주는 거란의 1차 침략 당시 고
려 서희의 외교 담판을 계기로 획득하였고, ③의 조
선책략이 유포되자 영남 지방의 유생들이 만인소를 
올리는 등 위청척사 운동이 일어났고, ④의 인조반정
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 등에 반발하여 서인 세력이 
일으켰고, ⑤의 아관 파천은 1896년에 고종이 러시
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사건이다.

16. [출제의도] 동학 농민 운동 이해하기
자료는 동학 농민 운동(1894)에 대한 것이다. 전봉
준 등을 지도부로 한 동학 농민군은 황토현 등지에
서 관군을 물리치고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이후 농민
군은 정부와 전주 화약을 체결하였고, 집강소를 통해 
폐정 개혁을 추진하였다. ②의 천리장성은 외적의 침
입을 막기 위해 고구려, 고려 시대에 각각 축조되었
고, ③의 나ㆍ당 전쟁은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에서 
발발하였고, ④의 강화도 조약은 1876년에 체결되었
고, ⑤의 백두산정계비는 1712년에 건립되었다.

17. [출제의도] 3ㆍ1 운동의 영향 이해하기
자료는 3ㆍ1 운동에 대한 것이다. 3ㆍ1 운동은 윌슨
의 민족 자결주의, 2ㆍ8 독립 선언 등을 배경으로 일
어났다. 1919년 3월 1일 시작된 만세 시위는 전국으
로 확산되었다. 3ㆍ1 운동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
립, 일제의 이른바 문화 통치 실시 등에 영향을 주었
다. ①의 정방은 고려 공민왕이 폐지하였고, ②의 수
신사는 조선이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일본에 보낸 
사절단이고, ③의 초계문신제는 조선 정조가 젊은 관
리를 선발하여 재교육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이고, ④
의 척화비는 흥선 대원군이 신미양요 이후 전국 각
지에 건립한 것이다.

18. [출제의도]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 시기 정책 이해
하기
자료는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한 것이다. 이 시
기 일제는 국가 총동원법을 시행하여 전쟁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수탈하였다. 또한 수많은 여성들
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하였다. ①은 조선 영
조, ③은 일제의 무단 통치 시기, ⑤는 고려 성종에 
해당한다. ②의 군국기무처는 제1차 갑오개혁을 주도
하였던 기구이다.

19. [출제의도] 신간회의 활동 파악하기
자료는 신간회에 대한 것이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와 사회주의자들의 민족 협동 전선으로 결성된 신간
회는 3대 강령을 발표하고 각지에 지회를 두어 다양
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하였다. ①은 독립 협회, ③은 신민회, ⑤는 대한
민국 임시 정부에 해당한다. ②의 교정도감은 고려 
최씨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 기구이다.

20. [출제의도] 한국광복군의 활동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한국광복군이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산하의 군사 조직인 한국광복군은 지청천을 총사령
관으로 하여 중국 충칭에서 창설되었다. 한국광복군
은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
국군과 연합 작전을 전개하였고, 미국과 연합하여 국
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②는 별무반, ④는 북로 
군정서와 대한 독립군 등 독립군 연합 부대에 해당
한다. ①, ③은 조선 세종 때에 있었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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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생활과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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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볼노브의 주거 윤리 이해하기
그림의 강연자는 볼노브이다. 볼노브는 거주란 특정
한 장소를 집으로 삼아 뿌리를 내리고 자기 세계의 
중심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간은 
평화와 안정을 주는 공간인 집에서의 체험을 통해 
집 밖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2. [출제의도] 합리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 이해하기
갑은 합리적 소비를, 을은 윤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합리적 소비는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는 소비를 강조한다. 
윤리적 소비는 상품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윤리적 
가치에 따라 판단하며, 지속 가능한 소비를 강조한다.

3. [출제의도] 죽음에 대한 플라톤과 에피쿠로스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플라톤,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플라톤은 죽음 
이후에 영혼은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진리를 인
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죽
음을 경험할 수 없으며, 죽음 이후에 인간은 모든 감
각을 상실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플라톤과 에피쿠
로스는 모두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4. [출제의도] 과학자의 책임에 대한 입장 파악하기
갑은 과학자가 연구 과정에서 표절과 같은 부정행위
를 근절하는 등 연구 윤리를 준수하면서 진리를 발
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을
은 과학자가 연구 윤리를 준수하는 것과 더불어 자
신의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 인류와 환경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지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출제의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해하기
가상 편지를 쓴 사람은 기업의 합법적 이윤 창출과 
공공선 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 양립할 수 있다
고 본다. 만약 기업이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등 공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면,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6. [출제의도] 국가 권위의 정당성 이해하기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홉스이다. 아리스토텔레
스는 국가를 가장 완전하고 자족적인 도덕 공동체라
고 주장하였으며,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보았다. 홉스는 이기적 존재
인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통
해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7. [출제의도] 예술의 상업화 이해하기
제시문은 아도르노의 주장이다. 아도르노는 대중문화
가 이윤 추구를 위한 문화 산업으로 전락했다고 비
판하였다. 또한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이 상업적 성공
을 위해 획일화된 상품을 생산하며, 이러한 문화 상
품에 길들여진 대중은 적극적인 사유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8. [출제의도] 유교 사상과 도가 사상 이해하기
(가)는 유교 사상, (나)는 도가 사상이다. 유교 사상

에서는 인(仁)을 실현하기 위해 사적인 욕망을 극복
하고 예를 회복할 것[克己復禮]을 강조한다. 도가 사
상에서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을 강조하며, 무욕(無
欲)과 무지(無知)의 삶을 살 것을 강조한다. 한편 유
교 사상과 도가 사상 모두 수양을 통해 이상적 인간
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9. [출제의도] 자연을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 비교하기
갑은 칸트, 을은 레건, 병은 레오폴드이다. 칸트는 동
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
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레건은 도덕적으
로 무능력하더라도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삶
의 주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레오폴드는 인간이 
동물과 식물, 흙과 물을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생태계 그 자체의 도덕적 지위는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0. [출제의도] 배아 실험에 대한 입장 비교하기
갑은 배아 그 자체를 존중의 대상으로 보고, 배아 실
험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을은 배아
를 존중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지만 성장한 인간과 동
일하게 대우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며, 배아 실험은 
그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11. [출제의도] 처벌에 대한 베카리아와 칸트의 입장 
이해하기
갑은 베카리아, 을은 칸트이다. 베카리아는 공리주의
적 입장에서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며, 사회 계약에 근거해 사형의 부당함을 주
장하였다. 반면 칸트는 응보주의적 입장에서 동등성
의 원리에 따라 처벌이 집행되어야 하며, 사형은 살
인범의 인격을 존중하는 처벌이라고 주장하였다. 한
편 베카리아와 칸트는 모두 처벌은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12. [출제의도] 뇌사의 윤리적 쟁점 이해하기
갑은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여 뇌사자의 장기
를 장기 이식 대기자들에게 이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반면 을은 뇌사가 아닌 심폐사만을 죽
음의 기준으로 인정하며, 뇌사자의 장기를 장기 이식
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13. [출제의도] 가상 공간에서의 윤리적 문제 이해하기
제시문의 ‘나’는 가상 공간에서 타인에게 해악을 끼
치는 악성 댓글 문제는 도덕규범의 자율적 준수만으
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제도적 규제를 통해서만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도덕규범의 내면화로 해악 금지 원칙이 실현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것이다.

14. [출제의도] 분배 정의에 대한 노직과 롤스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노직, 을은 롤스이다. 노직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개인의 배타적 권리를 강조하였으며, 소득 재분
배 정책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
다. 반면 롤스는 정의의 원칙은 가상적 상황에서 상
호 무관심한 개인들의 합의로 도출될 수 있으며, 기
본적 자유는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제한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노직과 롤스는 모두 분배 
절차가 공정하면 불평등한 분배 결과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15. [출제의도] 동물 실험에 대한 입장 이해하기
신문 칼럼의 필자는 동물을 폭력적으로 다루는 불필
요한 동물 실험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인류의 생존이라는 효용을 고려하며, 동물 실험에 앞
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동물 실험에서 
동물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노

력을 기울인다면 동물 실험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
장이다.

16. [출제의도] 이론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의 입장 비교
하기
(가)는 이론 윤리학, (나)는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
다. 이론 윤리학은 윤리 문제 해결의 토대가 되는 보
편적 도덕규범의 정립을 윤리학의 핵심 목표로 삼는
다. 한편 메타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개념 분석 및 
도덕 추론의 논증 방법 연구를 윤리학의 핵심 목표
로 삼는다.

17. [출제의도] 유교 사상의 효 이해하기
제시문은 유교 사상의 효에 관한 입장이다. 유교 사
상에서는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
하는데, 이는 부모에 대한 물질적 봉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교 사상에서는 부모의 잘못에 대해 
간언하고, 자신의 언행을 바르게 하며, 사회적 관계
에서 타인을 공경하는 것 역시 모두 효의 실천 방법
이 될 수 있다고 본다.

18. [출제의도] 니부어의 사회 윤리 이해하기
제시문은 니부어의 주장이다. 니부어는 개인 간의 관
계에서 인간은 이타심을 발휘할 수 있지만,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비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
았다. 따라서 집단 간의 문제는 도덕적 설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는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9. [출제의도] 시민 불복종에 대한 싱어와 롤스의 입장 
이해하기
갑은 싱어, 을은 롤스이다. 싱어는 시민 불복종이 민
주주의적 의사결정을 복원하는 행위라고 보았으며,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고려하여 시민 불복종을 전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다수
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을 근거로 행해지는 부정의
한 법에 대한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인 위법 행위로 
보았으며, 시민 불복종으로 인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20. [출제의도] 칸트의 의무론 이해하기
제시문은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는 동정심이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보았으며,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만
이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칸트
는 <문제 상황> 속 A에게 자신의 경향성을 극복하
고 선의지에 따라 기부를 실천하라고 조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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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윤리와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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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소크라테스의 삶의 태도 이해하기
그림의 강연자는 소크라테스이다. 소크라테스는 경험
이 아닌 이성을 통해 무지(無知)를 자각하고 영혼을 
수련함으로써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
았다.

2. [출제의도] 공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공자의 주장이다. 공자는 친소(親疏)의 구
별을 전제로 한 사랑인 인(仁)을 바탕으로 사욕을 
극복하고 진정한 예를 회복할 것[克己復禮]을 주장
하였다. 또한 공자는 사람됨의 본질인 인은 충서(忠
恕)를 통해 실천할 수 있다고 보았고, 예는 인을 온
전히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외면적인 사회 
규범이라고 보았다.

3. [출제의도] 장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장자의 주장이다. 장자는 도(道)의 관점에
서 보면 만물에 우열이 없다는 제물(齊物)을 주장하
였다. 장자는 제물의 경지에서 사물을 보면 시비(是
非), 미추(美醜), 빈부(貧富)의 분별은 상대적인 것
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4. [출제의도] 아퀴나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 비교
하기
갑은 아퀴나스, 을은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아퀴나스
는 자연법이 신의 섭리인 영원법에 근거한다고 보았
으며, 인간은 이성으로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자유 의지를 
지니며, 신에 대한 사랑과 신의 은총을 통해 천상의 
국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아퀴나스
와 아우구스티누스는 공통적으로 인간은 현세에서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5. [출제의도] 지눌의 사상 이해하기
대화의 스승은 지눌이다. 지눌은 단박에 깨달음을 얻
었더라도[頓悟] 몸에 밴 나쁜 습관이나 기운[習氣]
을 점진적으로 소멸시켜야 한다[漸修]고 주장하였다. 
지눌은 점수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혜쌍수(定慧雙
修)를 제시하였다.

6. [출제의도]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비교하기
가상 대화의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격
물치지(格物致知)를 사물의 이치[理]를 탐구함으로
써 지극한 앎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으로 보았다. 반
면 왕수인은 격물치지를 마음을 살펴 바르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양지(良知)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
았다.

7. [출제의도] 흄과 칸트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흄, 을은 칸트이다. 흄은 감정이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동기라고 주장하면서, 도덕성은 
이성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칸트는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 
즉 어떤 것이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고
자 하는 의지에 근거한 행위가 도덕적이라고 주장하
였다.

8. [출제의도] 스피노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스피노자의 주장이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정념의 예속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이
성적 관조를 통해 자연의 필연적인 인과 질서를 인
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9. [출제의도] 벤담과 밀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벤담, 을은 밀이다. 벤담과 밀은 모두 공리주의 
사상가로서 행위의 옳고 그름은 행위의 결과에 의해
판단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벤담은 쾌락에는 
양적인 차이만 있다는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하였고, 
밀은 쾌락의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있
다는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하였다.

10. [출제의도] 노자의 이상 사회 이해하기
제시문은 노자의 주장이다. 노자는 소국과민(小國寡
民)의 사회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소국과민의 
사회에서는 인간이 자연의 이치[道]에 따라 살아가
면서, 소규모의 공동체를 이루고 소박하게 사는 삶을 
지향한다.

11. [출제의도] 순자와 맹자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순자, 을은 맹자이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
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하였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방치하면 다툼과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없
으므로, 예법(禮法)을 통해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하였다. 맹자는 인간이 누구나 다른 사
람의 고통을 차마 그대로 보아 넘기지 못하는 선한 
마음[不忍人之心]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순
자와 맹자는 공통적으로 군주가 먼저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백성을 이끌어야 한다고 보았다.

12. [출제의도] 듀이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듀이의 주장이다. 듀이는 도덕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며,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한
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듀이는 선한 사람이란 도덕적
으로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보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도덕 판단과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3. [출제의도] 베이컨과 데카르트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베이컨, 을은 데카르트이다. 베이컨은 참된 인
식을 방해하는 선입견, 즉 우상(偶像)을 타파해야 한
다고 보았으며, 진리 발견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연
역적 추론이 아닌 귀납적 추론이라고 주장하였다. 데
카르트는 인간의 사유 능력을 통해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4. [출제의도] 이이와 이황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이이, 을은 이황이다. 이이는 사단(四端)과 칠
정(七情) 모두 기(氣)가 발하고 그것에 이(理)가 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이는 사단과 칠정을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 보고, 사단은 칠정 가운데 선한 부분
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이황은 사단은 이
가, 칠정은 기가 각각 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황은 사단은 순수하게 선한 도덕적 감정이며, 칠정은 
선과 악이 섞인 것으로 이 두 가지 감정을 엄격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다.

15. [출제의도]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키르케고르, 을은 사르트르이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신 앞에 홀로 서서 신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
할 때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이나 목적을 정해 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사르
트르는 인간이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하여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참된 실존
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16. [출제의도] 정약용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
을 마음의 기호(嗜好)로 보고, 인간은 도덕적 차원의 
기호인 영지(靈知)의 기호와 육체적 욕구 차원의 기
호인 형구(形軀)의 기호를 모두 지닌다고 본 반면, 
동물은 형구의 기호만을 지닌다고 보았다. 또한 정약
용은 하늘이 인간에게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기호를 부여함과 동시에, 선이나 악 중 어느 쪽을 행
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自主之權)도 
함께 부여했다고 보았다.

17. [출제의도] 동학과 동도서기론 비교하기
갑은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 을은 동도서기론을 주
장한 신기선이다. 동학은 남녀노소와 신분의 차별이 
사라진 이상 사회가 현세에서 실현[後天開闢]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도서기론은 유교적 가치와 질서
[東道]를 지키는 가운데 서양의 과학 기술[西器]을 
수용하자고 주장한다. 한편 동학과 동도서기론은 공
통적으로 서양 종교의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8. [출제의도] 용수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대승 불교 사상가인 용수의 주장이다. 용수
는 공(空) 사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여 중도[中]
의 관점에서 바라보는[觀] 중관 사상을 창시하였다. 
중관 사상에서는 모든 것은 고정불변의 실체로 존재
하는 것이 아니고, 인연(因緣)에 따라 임시로 존재한
다고 보며, 모든 것이 있음[有]과 없음[無]의 양극단
이 아닌 중도의 자리에 머문다고 주장하였다.

19. [출제의도] 스토아학파와 에피쿠로스학파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스토아학파 사상가,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스토
아학파 사상가는 자연의 필연적인 질서에 순응하고 
정념에 초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에피쿠로스는 
공적인 삶보다는 은둔하는 삶을 지향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보았으며,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는 최
소한으로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스토아
학파 사상가와 에피쿠로스는 공통적으로 마음의 평
안을 누리기 위해 이성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20. [출제의도]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사상 비교
하기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플라톤이다. 아리스토텔
레스는 중용을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가장 적절한 
상태로 보았으며, 품성적인 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플라톤은 영
혼을 구성하는 이성, 기개, 욕망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룬 상태를 정의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아리스토텔
레스와 플라톤은 공통적으로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
해서는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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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한국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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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기후 요인에 따른 기온 차이 이해하기
인천과 대관령은 비슷한 위도에 위치하지만, 대관령
이 인천보다 해발 고도가 높아 여름 평균 기온이 낮
다. 해남은 인천보다 저위도에 위치하므로 겨울 평균 
기온이 높다.

2. [출제의도] 자연재해와 주민 생활 파악하기
(가)는 태풍이다. 태풍은 늦은 여름에서 초가을에 주
로 발생하며, 강한 바람과 많은 비에 의한 피해를 유
발한다. 또한,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왼쪽보다 
피해가 크다.

3. [출제의도] 우리나라의 기후 특징 파악하기
봄의 꽃샘추위는 주로 시베리아 기단의 일시적인 확
장으로 나타난다. 소나기는 대류성 강수 유형에 해당
한다. 겨울에는 서고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주로 나타
나며, 한랭 건조한 북서 계절풍이 탁월하다.

4. [출제의도] 신ㆍ재생 에너지의 특징 및 입지 이해하기
(가)는 조력 발전, (나)는 태양광 발전, (다)는 풍력 
발전이다. 조력 발전은 조차가 큰 지역이 유리하고 
현재 시화호에서만 발전이 이루어지므로 A이다. 태
양광 발전은 일조량이 풍부한 호남 서해안에서 많이 
이루어지므로 B, 풍력 발전은 바람이 많은 해안이나 
산지에서 많이 이루어지므로 C이다.

5. [출제의도] 우리나라의 영해 설정 이해하기
영해 설정 시 직선 기선이 적용되는 수역은 A와 C이
며, 통상 기선이 적용되는 수역은 B이다. 따라서 
(가)에 해당하는 수역은 B이다. A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 C는 기선으로부터 3해리를 영해로 설정하므
로 (나)에 해당하는 수역은 A, (다)에 해당하는 수
역은 C이다.

6. [출제의도] 주요 하천 지형의 개념 파악하기
골짜기 입구에서 토사가 쌓여 형성된 부채 모양의 
지형은 선상지이며, 유로 변경 과정에서 유로가 단절
되어 형성된 소뿔 모양의 호수는 우각호이다. 이에 
해당하는 6개의 글자를 제외한 후, 남은 글자로 만들 
수 있는 용어는 감조 하천이다. 감조 하천은 조류의 
영향으로 수위가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하천이다. 
지반의 융기로 하천 주변에 형성된 계단 모양의 지
형은 하안 단구이며, 하천의 범람으로 자연 제방 뒤
쪽에 형성된 퇴적 지형은 배후 습지이다. 측방 침식
이 활발하여 평야를 자유롭게 곡류하는 하천은 자유 
곡류 하천이며, 하천 하구에서 유속의 감소로 토사가 
쌓여 형성된 지형은 삼각주이다.

7. [출제의도] 지리 정보 시스템(GIS)을 활용한 최적 
입지 찾기
후보지 A ∼ E의 평가 항목별 점수와 총합은 아래 표
와 같다.

항목
지역 비만율 음주율 흡연율 총합

A 3 3 2 8
B 1 2 2 5
C 2 1 3 6
D 2 2 1 5
E 2 3 2 7

8. [출제의도] 카르스트 지형의 특징 파악하기
고수 동굴과 같은 석회 동굴은 지하수에 의한 용식 
작용으로 형성된다. 석회암은 고생대 조선 누층군에 
주로 분포한다.

9. [출제의도] 지역별 기온 및 강수 특성 파악하기
지도의 A는 홍천, B는 구미, C는 거제이다. 세 지역 
중 연 강수량이 가장 적은 (가)는 구미(B)이며, 최한
월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나)는 홍천(A)이다. 세 
지역 중 최한월 평균 기온이 가장 높고, 연 강수량이 
가장 많은 (다)는 거제(C)이다.

10. [출제의도] 대동여지도의 특징 이해하기
1861년 김정호가 병풍처럼 접고 펼 수 있게 제작한 
(가)는 대동여지도이다. 대동여지도는 10리마다 방점
을 찍어 거리를 표현하였으며, 목판본으로 제작되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지도표를 통해 다양한 
지리 정보를 표현하였으며, 하천을 수운 가능 여부에 
따라 단선과 쌍선으로 표현하였다.

11. [출제의도] 지역의 유형별 특성 비교하기
같은 방언을 사용하는 지역을 동일한 범례로 표시한 
(가)는 동질 지역, 통근ㆍ통학권을 나타낸 (나)는 기
능 지역이다. 기능 지역은 중심지와 배후지로 구분된
다. 기능 지역은 동질 지역보다 지역 간 상호 작용 
파악에 유리하다.

12. [출제의도] 우리나라의 인구와 성비 변화 이해하기
2020년 이후 유소년층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
이다. 2030년 이후 총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
이며, 2030년에는 유소년층 인구가 노년층 인구보다 
적을 것이다. 2040년에는 성비가 100 미만이므로 남
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적을 것이다. 1980년보다 
2050년은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낮고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따라서 1980년보다 2050년의 중위 연
령이 높을 것이다.

13. [출제의도] 해안 지형의 특징 파악하기
A는 해안 단구, B는 석호, C는 사빈이다. 석호(B)는 
호수로 흘러드는 하천의 퇴적물로 인해 시간이 지날
수록 수심이 얕아진다. 사빈(C)은 주로 해수욕장으
로 이용된다. 조차가 큰 해안에서 잘 형성되는 대표
적인 지형으로는 갯벌이 있다.

14. [출제의도] 도시 재개발 이해하기
(가)는 철거 재개발, (나)는 보존 재개발이다. 철거 
재개발은 보존 재개발보다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낮
고, 투입 자본의 규모가 크며, 재개발 완료 후의 건
물 평균 층수가 높다.

15. [출제의도] 도시 내부 구조 이해하기
(가)는 주간 인구 지수가 낮고 상주인구가 많으므로 
부산광역시의 주변 지역인 북구, (나)는 주간 인구 
지수가 높고 상주인구가 적으므로 부산광역시의 도
심인 중구이다. 도심은 주변 지역보다 출근 시간대 
유입 인구가 많으며 인구 공동화 현상이 뚜렷하다. 
또한, 도심은 주변 지역보다 초등학교 학급 수가 적
으며,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고 단위 면적당 평균 
지가가 높다.

16. [출제의도] 주요 제조업의 특성 비교하기
경기, 대구, 경북의 종사자 수 비중이 높은 (가)는 
섬유 제품(의복 제외) 제조업이며, 경기, 울산, 충남
의 종사자 수 비중이 높은 (나)는 자동차 및 트레일
러 제조업이다. 경남, 울산, 전남의 종사자 수 비중이 
높은 (다)는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이다. 섬유 제품
(의복 제외) 제조업은 노동 집약적 경공업에 속하며, 
1960년대 우리나라의 수출을 주도하였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많은 부품을 필요로 하는 종합 
조립 공업이다.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은 섬유 제품
(의복 제외) 제조업보다 최종 제품의 무게가 무겁고 
부피가 크다.

17. [출제의도] 교통수단의 특성 비교하기
신속한 장거리 수송에 유리하며, 국가 간 이동의 제
약이 커지면서 여객 부문 이용이 크게 감소한 (가)
는 항공이다. 문전 연결성이 뛰어나며, 다른 교통수
단에 비해 개인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비중이 높은 
(나)는 도로이다. 도로는 항공에 비해 기종점 비용이 
낮고 기상 조건의 제약이 작으며, 국내 여객 수송 분
담률은 높다.

18. [출제의도] 도시 체계 및 중심지 계층성 이해하기
표의 A는 백화점, B는 편의점이다. (가)는 대전, (나)
는 천안이다. 대전은 천안보다 고차 중심지로 인구 규
모가 크며, 중심지 기능이 다양하다. 백화점은 편의점
보다 업체당 종사자 수가 많으며, 소비자의 평균 이동 
거리가 멀다.

19. [출제의도] 한반도 주요 암석의 특징 이해하기
(가)는 현무암, (나)는 변성암, (다)는 화강암이다. 
주상 절리는 분출된 용암이 냉각되는 과정에서 형성
되며, 대보 조산 운동은 중생대 중기에 일어난 대규
모 지각 운동이다. 변성암은 현무암보다 우리나라에 
넓게 분포한다.

20. [출제의도] 인구 관련 지표의 분포 특징 이해하기
수도권에 위치한 서울, 부천, 수원, 안양, 광명, 군포, 
성남, 구리, 의정부, 오산이 상위 10개 지역이고, 강
원, 경북, 전북의 산간 지역인 양구, 영월, 진안, 정
선, 청송, 평창, 화천, 봉화, 영양, 인제가 하위 10개 
지역인 (가)는 인구 밀도를 나타낸 것이다. 경북, 경
남, 전남의 농ㆍ어촌 지역인 고흥, 의성, 군위, 합천, 
남해, 보성, 청도, 의령, 영덕, 영양이 상위 10개 지
역이고, 수도권에 위치한 수원, 안산, 화성, 시흥, 오
산, 충청권에 위치한 계룡, 천안, 세종, 공업이 발달
한 거제, 구미가 하위 10개 지역인 (나)는 노년층 인
구 비율이다. 성비는 휴전선 인접 지역과 중화학 공
업이 발달한 지역에서 주로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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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세계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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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고지도의 특징 파악하기
A는 천하도, B는 TO 지도, C는 알 이드리시 세계 
지도이다. TO 지도는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며, 크리
스트교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알 이드리시 세계 
지도는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고, 이슬람교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2. [출제의도] 냉대 기후 지역의 특징 파악하기
침엽수가 자라고, 토양층이 동결과 융해를 반복하는 
지역은 냉대 기후 지역인 C(미국의 페어뱅크스)이다. 
A와 B는 사막 기후 지역이며, D는 지중해성 기후 지
역, E는 열대 기후 지역이다.

3. [출제의도] 건조 지형의 특징 파악하기
제시된 자료는 건조 기후 지역에 발달하는 지형이다. 
선상지는 산지를 흐르던 하천이 평지를 만나 부채꼴 
모양으로 퇴적된 지형이다. 사구는 바람에 의한 퇴적
작용으로 형성되었다. 바하다는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복합 선상지를 의미한다. 버섯 바위는 바람
에 날린 모래가 바위의 아랫부분을 침식하면서 만들
어진 지형이다. 사구와 버섯 바위는 건조 기후 지역
에서 발달하며, 건조 기후 지역은 화학적 풍화보다 
물리적 풍화가 활발하다. 메사와 뷰트는 경암층과 연
암층의 차별 침식으로 형성된 지형이다.

4. [출제의도] 세 국가의 인구 구조 이해하기
선진국은 개발 도상국보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낮
고,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나)는 유소
년층 인구 비율이 낮고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독
일이며, (다)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고 노년층 
인구 비율이 낮은 콩고 민주 공화국이다. (가)는 인
도이다.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노년 인구 부
양비가 높게 나타난다. 세 국가 중 산업화 시기가 가
장 빠른 국가는 유럽의 독일이다.

5. [출제의도] 국가별 가축 사육의 특징 이해하기
(가)는 돼지, (나)는 양, (다)는 소이다. 건조 기후 
지역에서 유목 형태로 사육되는 가축은 양이며, 이슬
람교에서 금기시되는 음식 재료는 돼지이다.

6. [출제의도] 빙하 지형의 특징 파악하기
(가) 지형은 드럼린으로, 빙하가 운반한 물질이 빙하
의 이동 방향과 평행하게 숟가락을 엎어 놓은 모양
으로 퇴적된 지형이다. 이 지형은 분급이 불량하여 
점토, 모래, 자갈 등의 다양한 크기의 물질이 섞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빙하가 여러 방향에서 깎아 만
든 산 정상부의 뾰족한 봉우리는 호른이다.

7. [출제의도] 몬순 아시아의 국가별 경제 구조의 특징 
이해하기
(가)는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고 국내 총생산이 
가장 적은 방글라데시(A)이고, (다)는 3차 산업 종
사자 비율이 높고 국내 총생산이 가장 많은 일본(B)
이다. (나)는 인도네시아(C)이다.

8. [출제의도] 건조 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 이해하기
(가)는 사막 기후 지역, (나)는 스텝 기후 지역이다. 
(가), (나)는 모두 건조 기후에 해당하며, 건조 기후
는 연 증발량이 연 강수량보다 많다. 계절풍의 영향
을 강하게 받는 기후 지역으로는 열대 몬순 기후 지

역이 있다.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서는 거의 매일 대
류성 강수가 내린다. 최난월 평균 기온이 0℃ 미만인 
기후 지역은 빙설 기후이고, 봄과 같은 온화한 날씨
가 연중 지속되는 곳은 저위도의 열대 고산 기후가 
대표적이다.

9. [출제의도] 카르스트 지형과 화산 지형의 특징 파악
하기
자료의 하와이섬은 화산 지형이 발달하였고 구이린
은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하였다. 완만한 경사의 화산
은 점성이 작은 현무암질 용암의 분출로 형성된다. 
탑 카르스트는 용식 과정에서 침식에 강한 부분이 
남아 형성되었다.

10. [출제의도] 화석 에너지 특징 이해하기
(가)는 석유, (나)는 석탄에 해당한다. 석탄은 산업
혁명 시기에 주요 동력원으로 사용되었으며, 석유는 
세계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11. [출제의도] 북아메리카의 지역 통합 이해하기
(가)는 캐나다로, 풍부한 천연 자원을 바탕으로 자원 
산업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나)는 미국으로, 
협정 체결 후 국경 인접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저
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국내 기업들이 역
내 국가로 이전하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일부 감소하
였다. (다)는 멕시코로, 자유 무역 협정 이후 협정 
대상국 중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마
킬라도라 공장 지대를 중심으로 노동 집약적 산업이 
크게 성장하였다.

12. [출제의도] 세계 대지형 이해하기
(가)는 그레이트디바이딩산맥, (나)는 히말라야산맥, 
(다)는 로키산맥이다. 그레이트디바이딩산맥은 고기 
습곡 산지이다. 신기 습곡 산지인 로키산맥은 그레이
트디바이딩산맥보다 형성 시기가 늦다.

13. [출제의도] 세계 도시 체계의 구분과 계층 이해하기
(가)는 최상위 세계 도시, (나)는 상위 세계 도시, 
(다)는 하위 세계 도시이고 A는 영국의 런던, B는 
미국의 뉴욕이다. (나)는 (다)보다 도시의 수가 적
고, (다)는 (가)보다 가장 인접한 동일 계층의 세계 
도시 간 평균 거리가 가깝다.

14. [출제의도] 온대 기후 특징 이해하기
A는 런던, B는 아테네, C는 케이프타운이다. (가)는 
7월 평균 기온이 높고, 6~8월 강수량이 적으므로 북
반구의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B이다. (나)는 기
온의 연교차가 작은 서안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A
이다. (다)는 1월 평균 기온이 높고, 6~8월 강수량
이 많은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C이다.

15. [출제의도] 남아메리카의 도시화율과 도시 분포 파
악하기
도시화율은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의미하는
데, 페루의 도시화율은 75% 이상으로 도시에 거주하
는 인구가 촌락에 거주하는 인구보다 많다. 종주 도
시화 현상은 1위 도시의 인구가 2위 도시 인구의 두 
배 이상인 현상을 의미하는데, 아르헨티나의 1위 도
시 인구는 1,000만 명 이상이고 2위 도시 인구는 
100만 명 이상 500만 명 미만에 해당하여 종주 도
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남아메리카의 대도시는 내륙
보다는 해안에 많고, 태평양보다는 대서양 연안에 많
이 분포한다.

16. [출제의도] 열대 기후 특징 파악하기
(가)는 열대 고산 기후, (나)는 열대 우림 기후, 
(다)는 사바나 기후 그래프이다. A는 열대 고산 기
후 지역으로 연중 봄과 같은 기후가 나타난다. B는 
열대 우림 기후 지역으로 연중 기온이 높고 기온의 
연교차가 작으며, 연 강수량이 많다. C는 사바나 기
후 지역으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17. [출제의도] 세계 종교의 특징 파악하기
(가)는 보편 종교로 서남 아시아에서 기원하였으며 
첨탑과 둥근 지붕이 있는 모스크를 볼 수 있는 이슬
람교이다. (나)는 민족 종교로 남부 아시아에서 기원
하였으며 다양한 신들의 형상 조각을 볼 수 있는 힌
두교이다. 그래프의 A는 크리스트교, B는 이슬람교, 
C는 힌두교, D는 불교이다.

18. [출제의도] 지리정보 시스템 활용하기
인구 만 명당 의사 수가 7명 미만인 국가는 A, B, D
이고, 유소년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국가는 B, D
이며, 1인당 국내 총생산이 2,000달러 미만인 국가
는 A, D이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국가는 
D이다.

19. [출제의도] 해안 지형의 특징 파악하기
A는 사주, B는 산호초 해안, C는 갯벌, D는 피오르 
해안이다. 사주는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 작용으로 형
성되었으며, 피오르는 빙식곡에 바닷물이 들어와 형
성되었다.

20. [출제의도]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갈등 
이해하기
중국은 한(漢)족과 55개의 소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가 제시하는 포탈라궁이 위치한 곳은 티베
트족이 거주하는 시짱 자치구(B)이다. A는 위구르
족, C는 몽골족, D는 후이족, E는 좡족이 주로 거주
하는 자치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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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동아시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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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훙산 문화 파악하기
자료는 훙산 문화에 대한 것이다. 신석기 시대 랴오
허강 유역에서 발달한 훙산 문화에서는 통 모양 토
기, 옥으로 눈을 만든 여신상, 용 모양 옥기 등이 만
들어졌다. (나)는 양사오 문화가 발달한 황허강 중류 
지역, (다)는 빗살무늬 토기 등이 출토된 한반도, 
(라)는 조몬 토기 등이 출토된 일본 열도, (마)는 허
무두 문화가 발달한 창장강 하류 지역에 해당한다.

2. [출제의도] 당의 대외 관계 이해하기
자료의 (가)는 당이다. 당은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조공ㆍ책봉 관계를 주변국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돌
궐, 토번 등은 이에 응하지 않고 군사적으로 당을 공
격하기도 하였다. 이에 당은 화번공주를 파견하는 등 
화친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당은 고구려 원정이 실패
하자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①은 
한, ②는 후한, ④는 대월, ⑤는 에도 막부 시기에 해
당한다.

3. [출제의도] 진의 시황제 파악하기
자료는 진의 시황제에 대한 것이다. 진의 시황제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황제의 칭호를 처음 사용하
였다. 또한 도량형, 화폐, 문자를 통일하고 분서갱유
를 단행하여 사상을 탄압하였다. ①은 몽골 제국 칭
기즈 칸, ②는 후금 누르하치, ③은 청 강희제, ⑤는 
몽골 제국 쿠빌라이 칸에 해당한다.

4. [출제의도] 4세기 후반 ～ 6세기 전반 동아시아 상황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북위(386 ～ 534)이다. 북위의 효문제
는 뤄양으로 천도하고,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추진하
였다. 백제는 5세기에 남조와 조공ㆍ책봉 관계를 맺
었다. ①, ④는 10세기, ②는 11세기, ③은 663년에 
해당한다.

5. [출제의도] 신해혁명의 결과 파악하기
자료는 신해혁명에 대한 것이다. 우창 봉기(1911)로 
시작된 신해혁명의 결과 공화정 체제의 중화민국이 
수립되었다. ②의 갑신정변은 1884년에 발생하였고, 
③의 금릉 기기국은 양무운동 추진 과정에서 설립되
었으며, ④의 흠정 헌법 대강은 1908년에 반포되었
고, ⑤의 청ㆍ일 수호 조규는 1871년에 체결되었다.

6. [출제의도] 일본의 율령 체제 이해하기
자료는 일본의 율령 체제에 대한 것이다. 일본은 중
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수ㆍ당 대에 완성된 
율령 체제를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과 행정을 총괄하는 태정관을 두고 태정관 아
래 8성을 설치하였다. ①은 신라, ②는 여진(금), ④
는 발해, ⑤는 수ㆍ당에 해당한다.

7. [출제의도] 성리학 이해하기
자료의 (가)는 성리학이다. 남송 시대 주희가 집대성
한 성리학은 고려 말 안향에 의해 우리나라에 도입
되었으며 조선 시대에는 사림이 세운 서원을 통해 
널리 확산되었다. 성리학은 명 대에 관학으로 채택되
었고 오경보다 사서를 중시하였으며, 대의명분론과 

화이관을 내세웠다. 한편 일본에서는 에도 막부의 제
도와 의례 정비에 기여하였다. ④는 양명학에 해당한
다.

8. [출제의도] 명의 영락제 파악하기
자료는 명의 영락제에 대한 것이다. 영락제는 정화로 
하여금 수차례에 걸쳐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일대를 
항해하게 하여 명 중심의 조공 질서를 확대하였다. 
또한 영락제는 자금성을 건설하고 수도를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옮겼다. ①은 몽골 제국 칭기즈 칸, ②는 
한 무제, ③은 청 건륭제, ⑤는 조선 세종에 해당한
다.

9. [출제의도] 동아시아의 은 유통 이해하기
자료의 (가)는 은이다. 조선에서는 단천 은광이 개발
되어 은 생산량이 늘어났지만, 비단 등 사치품의 수
입 증가로 은 유출이 계속되었다. 16세기 중엽 이후 
조선에는 일본의 은이 대량으로 유입되었지만, 그중 
상당량이 비단 등의 구매 대금으로 중국에 유출되었
다. 명은 일조편법을 시행하면서 세금을 은으로 납부
하게 하였다. 일본에서는 조선의 회취법(연은 분리
법)이 도입되어 이와미 광산에서 은 생산량이 늘어
났다. ㄴ은 동전, ㄹ은 도자기에 해당한다.

10. [출제의도] 워싱턴 회의 이해하기
자료는 워싱턴 회의(1921 ～ 1922)에 대한 것이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동아시아를 둘러싼 열강 간의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 미국의 주도로 워싱턴 회의가 
개최되었다. 워싱턴 회의에서는 각국의 해군 군비 제
한과 영ㆍ일 동맹의 파기가 결정되었다. 이 회의 결
과 일본은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을 중국에 반환하였
다. ①은 카이로 회담, ②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④는 얄타 회담, ⑤는 제네바 회담에 해당한다. 

11. [출제의도] 거란(요)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거란(요)이다. 거란(요)은 남면관ㆍ북
면관제를 시행하여 농경민과 유목민을 나누어 다스
렸다. 또한 발해를 멸망시키고, 고려를 침략하였다. 
①은 조선, ②는 청, ③은 여진(금), ④는 흉노에 해
당한다.

12. [출제의도] 요코하마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요코하마이다. 요코하마는 미ㆍ일 수
호 통상 조약 체결 이후 개항되었다. 개항 이후 요코
하마에서는 일본 최초의 일본어 일간지인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이 발간되었고, 도쿄와 연결되는 일본 
최초의 철도가 부설되었다. ①은 베이징, ②는 부산, 
③은 도쿄, ④는 상하이에 해당한다.

13. [출제의도] 조선 의용대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조선 의용대이다. 중ㆍ일 전쟁 발발 
이후 김원봉은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중
국 관내에서 조선 의용대를 조직(1938)하여 항일전
을 전개하였다. 이후 김원봉을 비롯한 조선 의용대의 
일부가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였다. 포츠머스 조약 체
결은 1905년, 3ㆍ1 운동은 1919년, 만주 사변은 
1931년, 중ㆍ일 전쟁 발발은 1937년, 태평양 전쟁 
발발은 1941년, 중화 인민 공화국 수립은 1949년에 
있었던 사실이다.

14. [출제의도] 임진왜란의 영향 파악하기
자료는 임진왜란(1592 ～ 1598)에 대한 것이다. 일본
의 조선 침략으로 시작된 임진왜란에서 한성이 함락되
고, 선조가 의주까지 피란하였으나 조선의 수군과 의
병, 조ㆍ명 연합군이 활약하여 왜군을 격퇴하였다. 임
진왜란의 영향으로 조선에서는 인구가 크게 줄고 농토
가 황폐해졌으며, 일본에서는 포로로 끌려간 조선인 
기술자들을 통해 도자기 기술이 발달하였다. ①은 
1510년, ②, ④는 15세기, ③은 11세기에 해당한다.

15. [출제의도] 동아시아 냉전 체제의 변화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닉슨 독트린(1969), (나)는 미ㆍ중 
국교 수립(1979)에 대한 것이다. 베트남 전쟁이 장
기화되자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였고, 중국과
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여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하였
다. 한편 미국은 베트남에서의 철군 방침을 정하여 
파리 평화 협정을 체결하였다(1973). ①은 1964년, 
③은 1946년 ～ 1948년, ④는 1871년 ~ 1873년, ⑤
는 1905년에 해당한다.

16. [출제의도] 17 ～ 19세기 동아시아 서민 문화 이해
하기
자료는 에도 막부 시기 일본에서 발달한 난학에 대
한 것이다. 이 시기 일본에서는 네덜란드인들을 통해
서양의 과학과 문물이 전해지면서 난학이 발달하였
다. 에도 막부 시기 동아시아에서는 서민 문화가 발
전하였는데 한국에서는 풍속화, 판소리, 한글 소설 
등이 유행하였고, 중국에서는 홍루몽 등의 소설이 
저술되었다. 또한 일본에서는 조닌 계층을 중심으로 
가부키와 우키요에가 유행하였다. ⑤는 8세기에 해당
한다.

17. [출제의도] 청ㆍ일 전쟁 이해하기
자료는 청ㆍ일 전쟁에 대한 것이다. 청ㆍ일 전쟁의 
결과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은 배상금을 
받았고, 타이완과 랴오둥반도를 할양받았다. 그러나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 간섭으로 랴오둥반도를 청에 
반환하였다. ①의 미드웨이 해전에서는 미국이 승리
하여 태평양 전쟁의 전세가 역전되었고, ②의 루거우
차오 사건은 중ㆍ일 전쟁 발발의 계기가 되었으며, 
④의 상하이 등 5개 항구의 개항은 난징 조약 체결
의 결과이며, ⑤의 청에서의 크리스트교 포교 자유는 
제2차 아편 전쟁의 결과 체결된 톈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으로 인정되었다.

18. [출제의도] 엔닌의 활동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엔닌이다. 9세기 전반 엔닌은 구법 여
행 도중에 장보고가 세운 적산법화원에 머물렀고, 불
교 성지를 순례한 후 일본에 돌아가 입당구법순례
행기를 저술하였다. ①은 현장, ②는 혜초, ③은 주
희, ④는 혜자에 해당한다.

19. [출제의도] 6ㆍ25 전쟁 이해하기
자료는 6ㆍ25 전쟁(1950 ～ 1953)에 대한 것이다. 6
ㆍ25 전쟁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되었다. 전쟁 
초기 전선이 낙동강 일대까지 내려갔으나,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한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탈환하
고 압록강 유역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중국군의 참
전으로 한국군과 유엔군은 후퇴하였다. 6ㆍ25 전쟁
이 발발하자 미국은 일본을 반공 기지로 구축하기 
위해 미ㆍ일 안보 조약을 체결하였다(1951). ①은 
1932년, ②는 1937년 ～ 1938년, ③은 1945년, ⑤는 
1937년에 해당한다.

20. [출제의도] 메이지 정부의 정책 이해하기
자료는 메이지 정부에 대한 것이다. 개항 이후 지방
의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존왕양이 운동이 일어났
고 뒤이어 막부 타도 운동이 전개되면서 천황 중심
의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사민평
등 정책 등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서구
식 의회를 도입하려는 자유 민권 운동은 탄압하였다. 
또한 천황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대일본 제국 
헌법을 반포하였다. ①은 대한 제국, ③은 청, ④, ⑤
는 에도 막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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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세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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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이집트 문명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이집트 문명이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
강 유역에서 발달하였고, 이집트 문명의 사람들은 왕
을 태양신 ‘라’의 아들로 여겨 파라오라고 불렀다. 또
한 시신을 미라로 처리하였으며, 죽은 사람을 위한 
안내서인 ｢사자의 서｣를 제작하였다. ②는 메소포타
미아 문명, ③은 고대 그리스, ④는 중국 문명, ⑤는 
인도 문명에 해당한다.

2. [출제의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이다. 아케
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는 서아시아 세
계를 다시 통일하였다. 다리우스 1세는 페르세폴리스
를 건설하였고, ‘왕의 눈’, ‘왕의 귀’로 불리는 감찰관
을 파견하였다. ①은 고대 로마, ②는 오스만 제국, 
③은 고대 그리스, ④는 페니키아에 해당한다.

3. [출제의도] 한 무제의 정책 파악하기
자료는 한 무제에 대한 것이다. 한 무제는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하였다. 
한 무제는 흉노와의 전쟁을 비롯한 잦은 대외 원정
으로 재정이 악화되자 소금과 철의 전매제, 균수법, 
평준법 등을 실시하였다. ①은 명 홍무제, ③은 청 
강희제, ⑤는 수 문제 등에 해당한다. ②의 시박사는 
대외 무역을 관장하는 기구로 당 대에 처음 설치되
었고, 송 대에는 주요 무역항에 확대 설치되었다.

4. [출제의도] 프랑크 왕국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프랑크 왕국이다. 프랑크 왕국의 클로
비스는 메로베우스 왕조를 개창하고 로마 가톨릭교
로 개종하였다. 피핀은 카롤루스 왕조를 개창하고 이
탈리아 중부 지역을 교황에게 기증하였다. 카롤루스 
대제는 교황 레오 3세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
았다. 카롤루스 대제 사후 프랑크 왕국은 베르됭 조
약과 메르센 조약으로 분열되었다. ①은 알렉산드로
스 제국, ②는 오스만 제국, ③은 우마이야 왕조, ④
는 비잔티움 제국에 해당한다.

5. [출제의도] 위진 남북조 시대 사회 모습 이해하기
자료는 위진 남북조 시대에 대한 것이다. 위진 남북
조 시대에는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철학을 논하는 청담 사상이 유행하였다. 죽
림칠현은 청담 사상을 추구한 7명의 지식인을 가리
킨다. 이 시대에는 인재 등용을 위해 9품중정제가 시
행되었다. ①은 원, ②는 당, ④는 청, ⑤는 수에 해
당한다.

6. [출제의도] 옥타비아누스 이해하기
자료의 (가)는 옥타비아누스이다. 옥타비아누스는 악
티움 해전(기원전 31)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연합한 
안토니우스의 함대를 격파한 후 로마의 지배권을 장
악하였다. 이후 원로원은 그에게 아우구스투스(존엄
한 자)라는 칭호를 부여하였다. 그는 프린켑스(제1 
시민)를 자처하였다. ①은 존왕, ②는 유스티니아누
스 황제, ⑤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등에 해당한다. ③
의 호르텐시우스법은 기원전 3세기 로마에서 제정되
었다.

7. [출제의도] 백년 전쟁 이해하기
자료는 백년 전쟁에 대한 것이다. 백년 전쟁은 영국
(잉글랜드)과 프랑스가 프랑스 안의 영국령과 플랑
드르 지방에 대한 지배권 등을 놓고 충돌하여 일어
났다. 백년 전쟁 초기에 프랑스는 거듭되는 패전으로 
위기에 처하였으나, 오를레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잔 
다르크의 활약으로 전세를 역전시켰다. ①의 빈 회의
는 나폴레옹 전쟁의 전후 처리를 위해 개최되었고, 
②의 대륙 봉쇄령은 나폴레옹이 영국과 유럽 대륙의 
무역 금지를 선포한 것이다. ③의 클레르몽 공의회는 
셀주크 튀르크의 위협을 받은 비잔티움 제국 황제의 
지원 요청 등으로 교황 우르바누스 2세에 의해 소집
되었고, ④의 카노사의 굴욕 사건은 교황 그레고리우
스 7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히 4세를 파
문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일어났다.

8. [출제의도] 루터의 종교 개혁 이해하기
자료는 루터에 대한 것이다.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
의 증축 비용을 마련하려고 면벌부를 판매하자, 독일
의 루터는 면벌부 판매를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
을 발표하였다. 그는 신앙의 근거는 성서라고 주장
하였다. ①은 로욜라, ②는 헨리 8세, ③은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 ④는 에라스뮈스에 해당한다.

9. [출제의도] 몽골(원) 제국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몽골(원) 제국이다. 몽골 제국은 천호
제를 바탕으로 정복 전쟁을 벌여 서하, 금, 남송을 
멸망시켰다. 또한 광대한 영토를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 도로를 정비하고 역참을 설치하였으며, 색목인
을 등용하여 재정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ㄷ은 거
란(요), ㄹ은 북위에 해당한다.

10. [출제의도] 태평천국 운동 이해하기
자료는 태평천국 운동에 대한 것이다. 홍수전은 상제
회를 조직하고 태평천국을 건설하였다. 태평천국은 
난징을 점령하고, 천조전무 제도를 발표하였다. ②는 
의화단 운동, ⑤는 변법자강 운동에 해당한다. ③의 
철도 국유화 조치에 반대하는 운동이 계속되는 가운
데 우창 봉기가 일어났다. ④의 홍콩은 제1차 아편 
전쟁 결과 체결된 난징 조약으로 영국에 할양되었다.

11. [출제의도]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 파악하기
자료는 프랑스 혁명 시기 ‘테르미도르의 반동’에 대
한 것이다. 국민 공회는 공안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공포 정치를 실시하였다. 로베스피에르가 주도한 공
포 정치는 사람들의 불만을 샀고, 결국 그는 ‘테르미
도르의 반동’으로 실각하였다(1794). 이후 총재 정부
가 수립되었다. 테니스코트의 서약 발표는 1789년, 
국민 공회 구성은 1792년, 총재 정부 수립은 1795
년, 나폴레옹의 쿠데타는 1799년, 루이 필리프 즉위
는 1830년, 2월 혁명 발발은 1848년에 있었던 사실
이다.

12. [출제의도] 이슬람교 이해하기
자료는 이슬람교에 대한 것이다. 카바 신전이 있는 
메카는 무함마드에 의해 이슬람교의 성지가 되었다. 
이슬람교도는 하루 다섯 번 메카를 향해 예배를 드
리는 등 5행의 의무가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쿠
란의 가르침을 중시하였다. ①은 브라만교, ②는 크
리스트교, ③은 조로아스터교, ⑤는 자이나교에 해당
한다.

13. [출제의도]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이탈리아이다.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 
카보우르는 이탈리아 중ㆍ북부를 병합하였다. 가리발
디는 시칠리아와 나폴리 등을 점령한 후 사르데냐 
왕국에 헌납하여 이탈리아 통일에 기여하였다. ①의 
요크타운 전투는 미국 혁명 중에 일어났고, ③의 유

스티니아누스 법전은 비잔티움 제국에서 편찬되었
고, ④의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는 입헌 군주제를 지향
한 러시아의 젊은 장교들에 의해 일어났고, ⑤의 크
롬웰은 영국 청교도 혁명 이후 호국경에 취임하였다.

14. [출제의도] 에도 막부 시기의 사실 파악하기
자료는 에도 막부 시기(17 ~ 19세기)에 대한 것이다. 
에도 막부는 다이묘를 통제하기 위해 산킨코타이 제
도를 실시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는 가부키, 우키요
에가 유행하는 등 조닌 문화가 발달하였다. ①은 나
라 시대, ⑤는 무로마치 막부 시대에 해당한다. ②의 
헤이조쿄는 나라 시대의 수도이고, ④의 다이카 개신
은 7세기 중엽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단
행되었다.

15. [출제의도] 청 왕조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청이다. 청은 군기처를 설치하여 정책
의 결정권을 황제에게 집중시켰다. 또한 군사ㆍ행정 
조직인 팔기제를 운영하였다. ②는 송, ③은 몽골 제
국, ④는 명, ⑤는 진(秦)에 해당한다.

16. [출제의도] 엘리자베스 1세의 정책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엘리자베스 1세이다. 영국의 엘리자베
스 1세는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격파하고,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였다. ①은 프랑스의 루이 14세, ②는 
영국의 메리와 윌리엄, ④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에 해당한다. ⑤의 네르친스크 조약은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재위 시기에 체결되었다.

17. [출제의도] 그리스ㆍ페르시아 전쟁과 펠로폰네소스 
전쟁 사이 시기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그리스ㆍ페르시아 전쟁 중에 있었던 
살라미스 해전이고(기원전 480), (나)는 펠로폰네소
스 전쟁(기원전 431 ~ 기원전 404)에 대한 것이다. 
그리스ㆍ페르시아 전쟁 이후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
의 맹주가 되어 세력이 커지자 스파르타가 주도하는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대립하여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났다. ①은 1648년, ②는 기원전 2세기, ④는 기
원전 4세기, ⑤는 기원전 6세기에 해당한다.

18. [출제의도] 오스만 제국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오스만 제국이다. 오스만 제국은 데브
시르메 제도를 통해 크리스트교도 청소년을 징집하
여 이슬람교도로 개종시킨 후 술탄의 친위 부대인 
예니체리나 관료로 육성하였다. 한편, 오스만 제국은 
메(흐)메트 2세 때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정복하여 비
잔티움 제국을 멸망시켰다. ①, ④는 무굴 제국, ②는 
후우마이야 왕조, ⑤는 아바스 왕조에 해당한다.

19. [출제의도] 무굴 제국의 문화 이해하기
자료는 무굴 제국에 대한 것이다. 무굴 제국에서는 
언어, 종교, 건축 등에서 이슬람 문화와 힌두 문화가 
융합되었다. 대표적인 건축물로 샤자한 재위 시기에 
건립된 타지마할이 있다. 또한 무굴 제국에서는 이슬
람교와 힌두교가 융합된 시크교가 확산되었다. ②는 
마우리아 왕조, ③은 앙코르 왕조, ④는 델리 술탄 
왕조, ⑤는 샤일렌드라 왕조에 해당한다.

20. [출제의도] 송의 경제 상황 이해하기
자료는 송의 경제 상황에 대한 것이다. 송 대에는 상
공업이 발전하면서 동전의 제조와 유통이 증가하였
고, 지폐인 교자와 회자 등이 발행되었다. 상인은 행, 
수공업자는 작이라는 동업 조합을 결성하였다. 또한 
참파 벼가 보급되어 수확량이 증대되었다. ④는 청에 
해당한다. ①의 균전제는 북위에서 시작되어 당 대까
지 시행되었고, ③의 일조편법은 명 대 장거정의 개
혁으로 전국에 확대 실시되었고, ⑤의 고구마, 옥수
수 등의 작물은 명ㆍ청 대에 전래되어 재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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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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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민간 경제의 순환 이해하기
A는 기업, B는 가계이며, ㉠은 판매 수입, ㉡은 재화
와 서비스, ㉢은 노동, 자본, 토지 등 생산 요소이다. 
① 세입, 세출을 통해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제 주체
는 정부이다. ② 가계는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이
다.

2. [출제의도] 경제적 유인 이해하기
① ㉠은 부정적 유인, ㉡은 긍정적 유인에 해당한다. 
② ㉠은 매연 저감 장치 미부착 행위의 감소 요인이
다. ③ ㉠으로 인해 매연 저감 장치 미부착 차량의 
운행 비용은 증가한다.

3. [출제의도] 합리적 선택 이해하기
ㄷ. 갑의 A 선택에 따른 명시적 비용은 30만 원이다. 

4. [출제의도] 수요와 공급 이해하기
① 가격이 1,000원일 때 수요량은 30개이다. ② 가격
이 1,000원일 때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④ 가격이 
3,000원일 때 공급량은 30개이다. ⑤ 수요량은 가격
이 3,000원일 때가 1,000원일 때보다 20개 적다.

5. [출제의도] 경제 주체의 역할 이해하기
제시문에서는 에코백을 사례로 들어 사회 전체에 미
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한 경제 행위가 필요함을 시
사하고 있다.

6. [출제의도] 경제 체제 이해하기
A는 시장 경제 체제, B는 계획 경제 체제이다. ① 시
장 경제 체제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③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계획 
경제 체제에 비해 경제 활동에서 경제적 유인이 강
조된다. ④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에서는 
모두 희소성에 의한 기본 경제 문제가 나타난다. ⑤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
가 인정된다.

7. [출제의도] 수요와 공급의 변동 이해하기
ㄱ.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 증가는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의 판매 수입 증가 요인이다. 
ㄷ. 블루투스 이어폰의 공급 증가는 블루투스 이어폰
의 거래량 증가 요인이다.

8. [출제의도] 경제 안정화 정책 이해하기
㉠은 확대 재정 정책, ㉡은 긴축 통화 정책이다. ①
㉠은 갑국의 물가 상승 요인이다. ② 법인세율 인상
은 긴축 재정 정책의 수단이다. ③ ㉠은 갑국의 실질
GDP 증가 요인이다.

9. [출제의도] 시장 변동과 잉여 이해하기
ㄱ. ㉠으로 인해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였다. ㄷ. ㉡이 
시행될 경우 X재 공급이 증가하여 시장 거래량은 Q1
보다 많아진다.

10. [출제의도] 외부 효과 이해하기
(가)는 소비 측면의 외부 불경제, (나)는 생산 측면
의 외부 경제가 발생하는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④
(나)에서는 생산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최적 거래량을 유도할 수 있다. ⑤ (가), (나)에서는 
모두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

11. [출제의도] 수요와 공급의 변동 이해하기
(가)는 수요 증가 요인, (나)는 공급 감소 요인이다. 
소비자 수 감소, 소비자의 소득 감소는 수요 감소 요
인이며, 원료 가격 하락, 생산자 수 증가, 생산 기술 
향상은 공급 증가 요인이다.

12. [출제의도] 기본 경제 문제 이해하기
희소성으로 인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
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등의 기본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13. [출제의도] 국내 총생산 이해하기
① 2017년, 2018년 모두 전년에 비해 GDP 디플레이
터가 하락하였으므로 물가 수준은 하락하였다. ②
2016년의 GDP 디플레이터가 100보다 크므로 2016
년의 명목 GDP는 실질 GDP보다 크다. ③ 2017년의 
경제 성장률이 양(+)의 값이므로 실질 GDP는 전년
에 비해 증가하였다. ⑤ 2018년의 실질 GDP는 전년
에 비해 감소하였고,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므로 
명목 GDP는 2018년이 2017년보다 작다.

14. [출제의도] 가격 규제 정책 이해하기
ㄱ. ㉠은 정부가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이보다 높
은 가격 수준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최고 가격
제이다. ㄴ. 현재 X재 시장에서는 초과 수요가 나타
난다.

15. [출제의도] 고용 지표 이해하기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
구로 구분하며, 경제 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한다. 경제 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에서 
경제 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고, 고용률
은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
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표는 2018년과 2019년의 
전년 대비 고용 관련 인구 변화를 나타낸다.

구분 2018년 2019년
경제 활동 인구 불변 감소

비경제 활동 인구 불변 증가
취업자 수 감소 감소
실업자 수 증가 감소

16. [출제의도] 인플레이션 이해하기
A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B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
션이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총공급의 감소, 수
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총수요의 증가로 인해 나타난
다. ③ 소비 심리 위축은 총수요 감소 요인이다. 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모두 
화폐의 실질 구매력 하락이 나타난다.

17. [출제의도] 기업의 경제적 역할 이해하기
표는 A, B 기업 각각의 생산량에 따른 총수입, 총비
용, 이윤을 나타낸다.

생산량 1개 2개 3개 4개
총수입 10 20 30 40
총비용 6 14 23 36
이윤 4 6 7 4

<A 기업>
(단위: 만 원)

생산량 1개 2개 3개 4개
총수입 10 20 30 40
총비용 7 15 24 35
이윤 3 5 6 5

<B 기업>
(단위: 만 원)

② A 기업의 경우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

가로 얻는 수입은 10만 원으로 일정하다. ③ 생산량
이 3개에서 4개로 증가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은 B 기업(= 35만 원 - 24만 원)이 A 기업(= 36만 
원 - 23만 원)보다 작다.

18. [출제의도] 총수요와 총공급 이해하기
지출 국민 소득은 민간 소비, 민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수출액 - 수입액)의 합으로 측정한다. ㄹ.
국민 소득 삼면 등가의 법칙에 따라 생산 국민 소득
과 지출 국민 소득은 일치한다. 따라서 100 = 45 +
20 + 25 + ((가) － 5)이므로 (가)는 15이다.

19. [출제의도] 무역 원리 이해하기
① 갑국이 Y재를 40개 생산할 경우 X재는 최대 20개 
생산할 수 있다. ② X재 1개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은 
갑국보다 을국이 적다. ③ 을국의 X재 1개 생산의 기
회비용은 Y재 1/2개이다. ⑤ 을국은 X재 1개당 교환
되는 Y재가 1/2개를 초과할 때 교역에 응할 것이다.

20. [출제의도] 환율 변동의 영향 이해하기
㉠은 원/달러 환율의 지속적인 상승을 의미한다. ①
미국인의 한국 여행 경비 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③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할 
것이다. ④ 미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는 한국 기업
의 생산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⑤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한국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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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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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 이해하기
A는 현대 민주 정치, B는 근대 민주 정치, C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이다. ②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에
서는 여성, 노예, 외국인　등을 시민에서 배제한 제한
적 민주 정치가 실시되었다. ④ 근대 민주 정치와 현
대 민주 정치에서는 국민 주권에 기반한 민주 정치
가 실시되었다. ⑤ 근대 민주 정치에서는 입헌주의 
원리에 따라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였다.

2. [출제의도]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가)는 국제 평화주의, (나)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
다. ③ 대통령에게 평화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도록 하는 원리는 평화 통일 지향이다. ④ 자유 민
주주의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가 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출제의도] 정치 참여 집단 이해하기
A는 시민 단체, B는 정당이다. ④ 시민 단체와 정당은 
모두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
공한다. ⑤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치 참여 집단
은 정당이다.

4. [출제의도] 지방 자치 제도 이해하기
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 의회가 가진다. ③ 지방 의회는 의결 기관이다. 
④ 광역 의회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에서 선출한다. 
⑤ 지방 자치 단체의 장과 지방 의회 지역구 의원은 
모두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출제의도] 대표 결정 방식 이해하기
A는 단순 다수 대표제, B는 비례 대표제이다. ⑤ 일반
적으로 단순 다수 대표제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
이 일치하지 않는다.

6. [출제의도] 기본권의 유형 이해하기
A는 참정권, B는 청구권, C는 사회권이다. ① ㉠은 
A, ㉡은 1점이다. ② 근로의 권리는 사회권에 해당한
다. ④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기본권
은 참정권이다.

7. [출제의도] 헌법 재판소의 권한 이해하기
A는 헌법 재판소이다. ⑤ 재항고는 2심 법원의 결정
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이다.

8. [출제의도] 우리나라의 헌법 기관 이해하기
A는 국무총리, B는 대통령, C는 감사원이다. ① 조약
의 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가 가진다. ② 긴급 재
정ㆍ경제 처분 및 명령권은 대통령이 가진다. ④ 행
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은 국무 회의이다. ⑤ 국무총
리와 대통령은 모두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9. [출제의도] 정부 형태의 특징 이해하기
갑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 을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①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③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는 모두 국민의 선거에 의해 의회 의원이 선
출된다.

10. [출제의도] 정치의 의미 이해하기

A는 넓은 의미의 정치, B는 좁은 의미의 정치이다. 
①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 수준에서 정치권력을 획
득하고 행사하는 것만을 정치로 본다. ② 넓은 의미
의 정치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11. [출제의도] 정치 과정 이해하기
ㄷ. 의회 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집행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새로운 요
구와 지지가 정책 결정에 반영되는 정도가 높을수록 
정치 주체의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

12. [출제의도]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하기
(가)는 계약 자유의 원칙, (나)는 계약 공정의 원칙
이다. ①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적합
해야 한다는 원칙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③
개인의 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는 원칙은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다. ④ 고의나 과실이 없
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원칙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⑤ 계약 자
유의 원칙은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이고, 계약 공정
의 원칙은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이 수정ㆍ보완된 
원칙이다.

13. [출제의도] 불법 행위와 손해 배상 이해하기
①, ② <상황1>에서 갑은 책임 능력이 있으므로 A에
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또한, 갑이 책임 무
능력자가 아니므로 갑의 법정 대리인은 A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상황2>에서 갑
의 사용자인 을은 A에게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⑤ <상황2>에서의 갑은 A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14.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하기
① 갑과 정의 계약은 유효하다. ③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로 계약 당사자 간 의사 표시가 합치
하였다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⑤ 을이 용돈
으로 무선 마우스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해
당하므로 을과 병은 모두 무선 마우스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5. [출제의도]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이해하기
②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
다. ③ 갑과 을은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
다. ④ 갑과 을은 모두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
할 수 있다.

16. [출제의도] 가족 관계와 법 이해하기
①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은 협의상 이혼
이다. ② 원칙적으로 이혼 시 양육권을 가지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 교섭할 권리를 가
진다. ③ 이혼 당사자 중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혼인 
중 형성한 공동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친양자로 입양된 A는 을과 병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17. [출제의도] 근로자의 권리 보호 이해하기
ㄱ. 갑이 계약한 근로 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
시간으로 근로 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ㄴ. 부당 
노동 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 3권 행사를 방
해하는 행위이다.

18. [출제의도]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하기
범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행위가 형법에서 규정한 범
죄 행위에 해당해야 한다. 법원은 갑의 행위가 무고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9. [출제의도] 형벌과 형사 절차 이해하기
①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다. ②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⑤ 갑과 을은 

모두 재판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선거 결과 분석하기

갑국의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정당 지역구
득표율

지역구
의석수

비례 
대표

의석수
총

의석수
총

의석률
(가) 25 20 12 32 40
(나) 42 21 13 34 42.5
(다) 28 7 4 11 13.75
(라) 5 2 1 3 3.75
합계 100 50 30 80 100

(단위: %, 석)

② 지역구 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이므로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③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 (다)당의 지역구 의석률/지역
구 득표율은 1보다 작으므로 (다)당은 과소 대표 되
었다. ④ (나)당의 총 의석수가 34석이므로, 과반 의
석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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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ᆞ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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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사회ㆍ문화 현상의 특징 이해하기
㉠은 사회ㆍ문화 현상, ㉡은 자연 현상이다. ② 자연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③ 사회ㆍ문화 현
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④ 자연 현상은 사회ㆍ문화 
현상에 비해 인과 관계가 분명하다. ⑤ 자연 현상과 
사회ㆍ문화 현상은 모두 경험적 자료로 연구가 가능
하다.

2. [출제의도] 문화 변동에 따른 문제 이해하기
제시문에는 문화 지체 현상이 나타나 있다. 문화 지
체 현상이란 물질문화의 빠른 변동 속도를 비물질문
화의 변동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여 나타나는 문화 
요소 간의 부조화 현상이다.

3. [출제의도] 사회ㆍ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이해하기
A는 양적 연구 방법, B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　② 연
구자의 직관적 통찰이 주로 활용되는 것은 질적 연
구 방법이다. ③ 변수 간 관계에 대한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양적 연구 방법이다. ④ 연구자
와 연구 대상자 간 정서적 교감을 중시하는 것은 질
적 연구 방법이다.

4. [출제의도]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하기
제시문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
점은 사회 실재론이다. ㄴ, ㄹ. 사회 명목론에 부합하
는 진술이다.

5. [출제의도] 사회 집단 이해하기
ㄷ. (가), (나)에는 각각 1개의 공동 사회가 적혀 있
다. ㄹ.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ㆍ태도ㆍ행동 등의 기준
으로 여기는 집단은 준거 집단에 해당하며, (가)에는 
(나)보다 작성자의 준거 집단이 많이 적혀 있다.

6. [출제의도] 지위, 역할, 사회화 이해하기
ㄱ. ㉡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ㄴ. 역할 행동이
란 개인이 자신의 지위에 따른 역할을 실제로 수행
하는 것이다.

7. [출제의도] 일탈 이론 이해하기
제시문에 나타난 일탈 이론은 차별 교제 이론이다. 
② 상호 작용을 통한 낙인 과정에 주목하는 것은 낙
인 이론이다. ④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른 아노미 상
태에서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뒤르
켐의 아노미 이론이다. ⑤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
단 간의 괴리로 인해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설명
하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8. [출제의도] 사회ㆍ문화 현상의 연구 사례 이해하기
제시문에는 실험법을 활용한 양적 연구의 사례가 나
타나 있다. ① ㉠은 독립 변수이다. ④ ㉤은 1차 자료
이다. ⑤ ㉥은 실험 집단, ㉦은 통제 집단이다.

9. [출제의도]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해
하기
갑의 관점은 기능론적 관점, 을의 관점은 갈등론적 
관점이다. ① 개인의 능력보다 가정 배경이 사회 불
평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이다. ③ 사회 불평등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

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이다. 
④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
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이다. ⑤ 기능론
적 관점은 사회 불평등을 제거해야 할 현상으로 보
지 않는다.

10. [출제의도] 문화의 의미와 속성 이해하기
ㄱ. ㉠에서의 ‘문화’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ㄴ. ㉡
에는 문화의 공유성이 나타나 있다. 문화가 전승되면
서 더욱 풍부해진다는 것은 문화의 축적성에 대한 
설명이다.

11. [출제의도] 사회ㆍ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해
하기
제시문에 나타난 사회ㆍ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적 관점이다. ㄱ. 사회가 유기
체와 같은 속성을 갖는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적 관
점이다. ㄹ. 상징적 상호 작용론적 관점은 미시적 관
점에 해당한다.

12. [출제의도] 빈곤의 유형 이해하기
A는 절대적 빈곤, B는 상대적 빈곤이다. ③ 상대적 
빈곤은 상대적 박탈감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 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은 모두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규정된다.

13. [출제의도] 문화 변동의 요인 및 양상 이해하기
① 발견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알려지지 않은 것
을 찾아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③ ㉢은 자발적 문화 
접변의 사례이다. ④ 문화 동화는 한 사회의 문화가 
다른 사회의 문화로 대체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⑤
㉤은 문화 융합의 사례이며, 문화 융합의 경우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된다.

14. [출제의도] 사회 조직의 운영 원리 이해하기
A는 관료제, B는 탈관료제이다. ① 탈관료제는 관료
제에 비해 의사 결정 구조가 수평적이다. ② 관료제
와 탈관료제는 모두 공식적 규범을 통해 구성원을 
통제한다. ④ 관료제에서는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⑤ 관료제는 탈관료제에 비해 표준화된 방
식과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을 강조한다.

15. [출제의도] 계층 구조와 계층 이동 분석하기
①, ② 전체 조사 대상자 중 세대 내 하강 이동을 한 
사람은 13(=3+8+2)%, 세대 내 상승 이동을 한 사
람은 42(=2+27+13)%이므로 세대 내 수직 이동을 
한 사람이 수직 이동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많다. ③
T+20년의 계층 중 T년의 다른 계층으로부터 유입된 
사람이 전체 조사 대상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상층이 
15%, 중층이 30%, 하층이 10%이다. ⑤ T+20년의 
계층 구성비는 상층이 20%, 중층이 50%, 하층이 
30%이므로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다.

16. [출제의도]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하기
제시문에 나타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비교론적 
관점이다. ② 타 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할 우려가 
있는 것은 문화 사대주의이다. ③ 자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⑤ 문화 요소 간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은 총체론적 관점이다.

17. [출제의도]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이해
하기
A는 계급론, B는 계층론이다. ㄱ. 지위 불일치 현상
을 설명하기에 용이한 것은 계층론이다. ㄷ. 정치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된다고 보는 것은 계
급론이다.

18. [출제의도] 주류 문화, 하위문화, 반문화 이해하기
A는 주류 문화, B는 반문화, C는 하위문화이다. ②
주류 문화, 반문화, 하위문화 모두 사회에 따라 상대

적으로 규정된다. ④ ‘우리나라의 지역별 사투리 문
화’는 하위문화의 사례이다. ⑤ ‘1960년대 미국의 히
피 문화’는 반문화의 사례이다.

19. [출제의도]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 이해하기
A는 참여 관찰법, B는 면접법이다. ① 참여 관찰법은 
일반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③ 면접법은 
문맹자에게 활용할 수 있다. ④ 기존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데 주로 활용되는 것은 문헌 연구법이다. 
⑤ 참여 관찰법은 자료 수집 시 조사 대상자의 언어
적 응답이 필수적이지 않다.

20. [출제의도] 사회 불평등 현상에 관한 자료 분석하기
ㄱ. 1990년 전체 임금 근로자를 10,000명이라고 가
정하면, 장애인 임금 근로자는 1,000명이고 그 중 비
정규직은 580명이다. 비장애인 임금 근로자는 9,000
명이고 그 중 비정규직은 2,880명이다. ㄴ. 2010년 
비장애인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이 
32.7%, 여성이 33.6%인데 전체는 33.0%이므로 비
장애인 임금 근로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ㄷ. 1990년과 2010년의 전체 임금 근로자 
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애인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수를 알 수 없다. ㄹ. 1990년에 비해 
2010년 비정규직 비율의 증가 폭은 비장애인 임금 근
로자가 장애인 임금 근로자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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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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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이해하기
ㄱ. A는 자유 낙하하는 동안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
으로 중력을 받으므로 속력이 증가한다. ㄴ. B는 원
형 경로를 따라 운동하므로 B의 운동 방향은 매 순
간 변한다. ㄷ. C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이므로 C의 운동 방향과 같지 않다.

2. [출제의도] 전자기파 적용하기
(가)에서 A는 라디오파, B는 적외선, C는 X선이다. 
X선은 뼈를 촬영하는 데 이용하고, 적외선은 체온을 
측정하는 데 이용한다.

3. [출제의도] 열기관 자료 분석 및 해석하기
열기관이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량을 H라 할 때, 
H=+이고 열기관의 열효율은 H

 이므로 


 =0.4이다. 따라서 =


이다.

4. [출제의도] 핵반응 이해하기
ㄱ. 수소(H) 원자핵들이 핵융합하여 헬륨(He) 원자
핵이 생성된다. ㄴ. 핵분열 반응에서는 질량수가 큰 
원자핵이 반응하여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들이 생성
된다. B는 핵분열 반응이므로 우라늄(U) 원자핵의 
질량수가 바륨(Ba) 원자핵의 질량수보다 크다. ㄷ. 
핵반응에서는 결손된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된다.

5. [출제의도] 고체의 에너지띠 이해하기
ㄱ. 에너지띠는 여러 개의 에너지 준위가 겹쳐져 있
으므로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
지 않다. ㄴ.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에 전자가 존
재할 수 없는 영역을 띠 간격이라 한다. ㄷ. 전기 전
도성은 반도체가 절연체보다 좋으므로 띠 간격은 반
도체가 절연체보다 작다.

6. [출제의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 적용하기
자동차가 p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이 3
초이고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12m/s이므로 가속도의 
크기는 4m/s2이다. 자동차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4m/s이므로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1초이다. 자동차가 q에서 r
까지 운동하는 동안 평균 속력은 10m/s이므로 

=10m이다.
7. [출제의도] 파동의 간섭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하기

ㄱ. P에서는 보강 간섭하므로 중첩된 소리의 진폭이 
크고, Q에서는 상쇄 간섭하므로 중첩된 소리의 진폭
이 작다. ㄴ. A, B에서 발생한 소리가 반대 위상으로 
만날 때 상쇄 간섭한다. ㄷ. B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위상만을 반대로 하면 A, B에서 발생한 소리는 P에
서 반대 위상으로 만나므로 상쇄 간섭한다.

8. [출제의도] 열역학 과정 탐구 설계 및 수행하기
ㄱ. (가) → (나) 과정은 단열 과정이므로 기체가 받
은 일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따라서 
기체의 온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높다. ㄴ. 
(나) → (다)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하지 않

으므로 기체에 공급한 열량 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ㄷ.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기
체의 온도 변화량에 비례하므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가) → (나) 과정에서와 (나) → (다) 과정
에서가 같다. 따라서 (가) → (나) 과정에서 기체가 
받은 일은 이다.

9. [출제의도] 특수 상대성 이론 적용하기
ㄱ. 광속 불변 원리에 따라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
력은 A의 관성계에서와 B의 관성계에서가 같다. ㄴ. 
우주선의 운동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는 길이 수축
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A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이다. ㄷ. A의 관성계에서, 
빛이 광원에서 검출기까지 이동한 거리는 보다 크
고 빛의 속력은 이므로  >

 이다.

10. [출제의도] 다이오드 탐구 설계 및 수행하기
ㄱ, ㄴ. (가)에서 전구에 불이 켜지므로 다이오드에
는 순방향 전압이 걸려 있다. 따라서 X는 p형 반도
체이다. ㄷ. (나)에서 다이오드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려 있으므로 다이오드의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
는 p-n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이동한다.

11. [출제의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료 분석 및 해석하기
ㄱ. 실험 Ⅰ에서, O에서 P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
기장의 방향이 평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므로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을 적용하면 P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방향이다. ㄴ. 실험 Ⅱ에서, O에서 
P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Q에 흐르
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같다. O에서 Q까지
의 거리가 O에서 P까지의 거리보다 크므로 >이
다. ㄷ. P와 Q 사이에서 P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
기장의 방향과 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
향은 같다. P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에서가 O에서의 

 배이고, 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에서가 O에서의 2배이다. 
따라서 =에서 P, 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의 세기는 보다 크다.

12. [출제의도]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탐구 설계 및 
수행하기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A와 B가 분리된 이후부터 
A, B의 운동량 크기는 같다. 동일한 시간 동안 A, B
의 이동 거리 A, B는 각각 A, B의 속력에 비례한
다. (나)의 결과가 1이므로 A, B의 질량은 같다. 수
레와 추의 질량을 각각 , 라 할 때, (다)에서 
A

B =

 =
 이므로 =이고, (라)에서 

A

B =

 이다. 따라서 ㉠은 
 이다.

13. [출제의도]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 결론 도출하기
ㄱ. 수소 원자 모형에서 수소 원자 내의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다. ㄴ. 전자가 =1인 상태에서 
=3인 상태로 전이할 때 흡수하는 빛의 에너지를 
a, 전자가 =3인 상태에서 =2인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를 b라 할 때, a>b이
다. 전자가 전이할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의 에
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므로 a>b이다. ㄷ. 전자가 
=2인 상태에서 =1인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는 a-b이므로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
는 a-b이다.

14. [출제의도] 물체의 자성 실험 결론 도출 및 평가하기
ㄱ. P는 자석에 가까워지고, Q는 자석에서 멀어지므

로 P, Q는 각각 강자성체, 반자성체이다. ㄴ. Q는 반
자성체이므로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
향으로 자기화된다. ㄷ. 자석을 제거하고 P를 Q에 가
까이 가져갈 때, Q는 P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반
대 방향으로 자기화되므로 P와 Q 사이에는 서로 밀
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15. [출제의도] 전자기 유도 적용하기
카드의 내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
할 때, 카드의 내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은 증
가한다. 카드의 내부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는 자
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르므로 카드
의 내부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방향
이다.

16. [출제의도] 파동의 요소 자료 분석 및 해석하기
ㄱ. 진폭은 진동 중심에서 마루 또는 골까지의 거리
이므로 진폭은 P가 Q보다 작다. ㄴ. P의 파장은 
이고, 주기는 이므로 P의 진행 속력은 

 이다. 
ㄷ. 파동의 진행 속력은 파장×진동수이다. Q의 진동
수를 Q라 할 때, Q의 파장이 이므로 

 =×Q이

다. 따라서 Q=
 이다.

17. [출제의도] 전반사 원리 적용하기
ㄱ. 는 B에서의 굴절각보다 크므로 P의 속력은 A
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ㄴ. 굴절률은 B가 A보다 크
고, A가 C보다 크므로 B가 C보다 크다. ㄷ. P가 보
다 크고 90°보다 작은 입사각으로 A에서 B로 입사
하면 B와 C의 경계면에서 입사각은 임계각보다 작아
지므로 전반사하지 않는다.

18. [출제의도] 뉴턴 운동 법칙 결론 도출 및 평가하기
(가)에서 가-=×


이므로 가=




이다. A와 B가 함께 등가속도 운동하므로 -

=×

이다. 따라서 =이다. (나)에서 B가 

정지해 있으므로 나=+=이다. 따라서 
가

나 =2이다.

19. [출제의도] 전기력 자료 분석 및 해석하기
ㄱ. A가 받는 전기력이 0이므로 C는 양(+)전하이고, 
B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방향이므로 A는 양
(+)전하이다. ㄴ.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는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크고, A와 
B 사이의 거리는 B와 C 사이의 거리보다 크다. 따라
서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크다. ㄷ. A가 받는 
전기력이 0이므로 전하량의 크기는 C가 B의 

 배이
고, B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방향이므로 전하
량의 크기는 A가 C의 4배보다 크다. 따라서 전하량
의 크기는 A가 B의 9배보다 크므로 C가 받는 전기
력의 방향은 방향이다.

20. [출제의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적용하기
p와 q, q와 r의 높이 차를 , 중력 가속도를  , 물체
의 질량을 이라 할 때, 물체가 p에서 q까지 운동
하는 동안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므로 

+



=

이다. 물체가 q에서 r까지 운동

하는 동안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물체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 감소량의 

 배이므로 +




-




=

이다. 따라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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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과학탐구 영역 •

[화학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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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화학이 실생활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 
이해하기
나일론은 최초의 합성 섬유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스
타킹, 밧줄 등에 이용된다.

2. [출제의도] 현대 주기율표 이해하기
ㄱ. 현대 주기율표는 원소를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
열한 것으로 가로줄은 주기, 세로줄은 족이다. ㄴ. 
P , S , Cl , Ar은 모두 3주기 원소이다. ㄷ. F , Cl , 
Br은 17족 원소로 모두 원자가 전자 수가 7이다.

3. [출제의도] 탄소 화합물 이해하기
ㄱ. 살균 및 소독 작용을 하는 에탄올은 손 소독제에 
사용된다. ㄴ. 에탄올과 프로페인의 분자식은 각각 
CHO , CH이다. ㄷ. 에탄올과 프로페인은 모두 
탄소를 포함한 탄소 화합물이다.

4. [출제의도] 물의 전기 분해 이해하기
전기 분해할 때 기체의 종류를 확인하고 부피를 측
정할 수 있는 실험 장치는 A이다. 물의 전기 분해에
서 생성된 기체가 O, H이므로 물을 구성하는 O와 
H 사이의 화학 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한다.

5. [출제의도] 이온 결합 이해하기
AB는 NaF , CB는 KF이다. ㄱ. A(Na)는 3주기 
원소, B(F)는 2주기 원소이다. ㄴ. CB(KF)는 이온 
결합 물질로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ㄷ. 
이온 결합 물질은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이온 사
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
이 커져 녹는점이 높아진다. AB와 CB는 각 이온의 
전하량이 같고, 이온 사이의 거리는 CB>AB이므로 
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은 AB>CB이다.

6. [출제의도] 루이스 전자점식 이해하기
X 이온은 전하가 –2이고 Ar의 전자 배치를 가지
므로 X는 16족 원소이며, 원자 번호는 16이다.

7. [출제의도] 동위 원소와 평균 원자량 이해하기
ㄱ. 동위 원소는 양성자 수는 같고 중성자 수가 서로 
다르다. A의 질량수가 3 또는 4이고, 중성자 수

양성자수 는 
1( 

 ) 또는 2( 
 )이므로 (가)는 A, (나)는 A

이다. ㄴ. 질량수가 클수록 원자량도 크므로 >이
다. ㄷ. A의 자연계 존재 비율이 99.9999%이므로 
A의 평균 원자량은 A의 원자량()에 가깝다. 따라
서 A의 평균 원자량은 

 보다 크다.
8. [출제의도] 원소의 주기적 성질 분석하기

ㄱ. 이온의 전자 배치가 모두 Ne과 같을 때, O , F , 
Mg의 이온 반지름의 크기는 O >F >Mg이고 
각 이온의 전하는 –2, -1, +2이다. 따라서 
이온의 전하

이온 반지름 이 가장 작은 C는 Mg이다. 원자 반지
름은 O>F이므로 B는 O , A는 F이다. ㄴ. 제1 이
온화 에너지는 B(O)>C(Mg)이다. ㄷ. F , Mg의 
바닥상태 전자 배치에서 홀전자 수는 각각 1, 0이다.

9. [출제의도] 몰 농도 용액 제조하기
ㄱ. (가)에서 A()에 녹아 있는 A의 양은 
gmol

g =0.02 mol이다. (나)에서 용액의 수면이 
부피 플라스크의 표시선을 넘어갔으므로 용액의 부
피는 100 mL보다 많고 A()의 몰 농도는 0.2 M

보다 작다. ㄴ, ㄷ. (다)에서 0.2 M A() 250 mL

를 만들었으므로 A()에 녹아 있는 A의 양은 0.2
M×0.25 L=0.05 mol(5 g)이다. 따라서 추가로 넣
은 A()의 질량()은 3 g이다.

10. [출제의도] 용해 평형 이해하기
(가)는 용해 평형에 도달하기 전이고, (나)는 용해 
평형에 도달한 것이다. ㄱ. (나)는 NaCl의 용해 속
도와 석출 속도가 같은 동적 평형 상태이다. ㄴ, ㄷ. 
Na()의 수는 (나)>(가)이고, NaCl의 석출 속도
는 (나)>(가)이다.

11. [출제의도] 오비탈과 양자수 이해하기
1 , 2 , 3의 주 양자수()와 부(방위) 양자수
()는 다음과 같다.

오비탈 1 2 3
주 양자수() 1 2 3

부(방위) 양자수() 0 1 1
ㄱ. 부(방위) 양자수()는 (나)>(다)이므로 (다)는 
1이고, 주 양자수()는 (가)>(나)이므로 (가)는 3
 , (나)는 2이다. ㄴ. (다)의 자기 양자수()는 
0이다. ㄷ. 에너지 준위는 (가)>(나)>(다)이다.

12. [출제의도] 원자 반지름의 주기적 변화 이해하기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가 전자가 느
끼는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고, 바닥상태에서 전자가 
들어 있는 전자 껍질 수도 증가한다. 같은 족에서 원
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므로 원자 
반지름의 크기는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
보다 바닥상태에서 전자가 들어 있는 전자 껍질 수
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출제의도] 몰 농도와 퍼센트 농도 이해하기
(가)에서 용액의 질량은 105 g , 용액의 밀도는 1.05
g /mL이므로 용액의 부피는 100 mL이다. (가)에 녹
아 있는 용질 A의 질량()은 3 mol /L×0.1 L×60
g /mol=18 g이다. (가)와 (나)에서 녹아 있는 용질
의 질량()이 서로 같으므로 (나)에서 용액의 질량
()은 18 g×

 =90 g이다.
14. [출제의도] 결합의 극성 이해하기

(가)는 CF, (나)는 NF, (다)는 OF로 루이스 
구조식과 비공유 전자쌍 수는 다음과 같다.

분자 (가) (나) (다)
루이스
구조식
비공유

전자쌍 수 6 8 10
ㄱ. (다)의 비공유 전자쌍 수는 10이므로 는 5이
다. ㄴ. 전기 음성도는 Z(O)>Y(N)이다. ㄷ. 
(가)~(다)에는 모두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15. [출제의도]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 이해하기
ㄱ. 25℃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 w=[HO

]×
[OH]=1×이므로 (가)와 (나)의 [HO

], 
[OH], pH는 다음과 같다.

수용액 [HO
] [OH ] pH

(가) 1× M 1× M 1.0
(나) 1× M 1× M 3.0

ㄴ. (나)에서 [HO
]>[OH ]이므로 (나)는 산성이

다. ㄷ. [OH ]는 (나)가 (가)의 100배이다.

16. [출제의도] 분자량, 몰, 기체의 부피 관계 이해하기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의 양(mol)은 부피에 비례
한다. AB 30 g을  mol , AB 34 g을  mol

이라고 할 때, 기체의 분자수비는 AB:(AB+
AB)=:(+)=1:3이므로 2=…①이다. 실린더 
속 B 원자 수비는 (가):(나)=2:(2+)=1:4이
다. 4×2=(2+)…②이므로 ①，②에서 =3이
다. A의 원자량을 A, B의 원자량을 B이라 할 
때, 분자량비는 AB:AB=A+B:A+B=


 :
 =30:17이므로 A:B=14:1이다.

17. [출제의도] 원소의 주기적 성질 분석하기
2주기 바닥상태 원자의  오비탈에 들어 있는 전자 
수, 홀전자 수,  오비탈에 들어 있는 전자 수

 오비탈에 들어 있는 전자 수 는 다음과 
같고, X, Y, Z는 각각 Be , B, C이다.

2주기 원자 Li Be B C N O F Ne
 오비탈에

들어 있는 전자 수 0 0 1 2 3 4 5 6
홀전자 수 1 0 1 2 3 2 1 0
 오비탈에 들어 있는 전자 수
 오비탈에 들어 있는 전자 수 4 2 

 1 






ㄱ, ㄴ. =0이고, Y(B)의 원자가 전자 수는 3이다. 
ㄷ. Z(C)에서 전자가 들어 있는 오비탈 수는 4이다.

18. [출제의도] 순차 이온화 에너지 이해하기


 가 가장 작은 A는 ≪이므로 원자가 전자 
수가 5인 N이고, 

 가 가장 작은 C는 ≪이므
로 원자가 전자 수가 6인 O이며, B는 F이다.

19. [출제의도] 분자의 구조와 극성 파악하기
(가)~(다)의 분자식과 분자 구조는 다음과 같다.

분자 (가) (나) (다)분자식 CO


OF


COF


분자 
구조 직선형 굽은형 평면 삼각형

ㄱ. (가)의 공유 전자쌍 수는 4이다. ㄴ. (다)는 평면 
구조이다. ㄷ. 결합각은 (가)>(나)이다.

20. [출제의도]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이해하기
Ⅰ에서 반응 전후 전체 기체의 밀도가 같으므로 반응 전 
계수의 합은 반응 후 계수의 합과 같고, +1=이다. 
Ⅰ, Ⅱ에서 B의 질량이 6배 증가할 때 C의 질량은 4배 
증가하였으므로 모두 반응하는 물질은 Ⅰ, Ⅱ에서 각각 
B, A이다. 따라서 Ⅱ에서 반응 질량비는 A:B:C= :
 :=1:16:17이고, Ⅱ에서 생성된 C의 질량은 
이므로 =

 이다. B의 분자량을 B라고 할 
때, Ⅱ에서 각 기체의 양(mol)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Ⅱ A(g) + B(g) → C(g)
반응 전 


B

 0
반응 -

 -
 +



반응 후 0 B

 -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는 기체의 양(mol)에 비
례하고, 기체의 밀도=부피

질량
∝기체의양mol

질량 이다. 기체
분자수비는 Ⅰ:Ⅱ=

 +B

 :B

 -
 +

 =
 :



=1:2이고 B=32이다. 반응 질량비는 A:B=1:16이고, 
반응 계수비는 A:B=:1이므로 분자량비는 A:B=


 :
 =2:32이다. 따라서  ,   이다.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하여 ×A+1×B=×C이므로 C=17
이다. 따라서 ×C의 분자량

 =1×
 ×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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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과학탐구 영역 •

[생명과학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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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생물의 특성 적용하기
장수풍뎅이의 알이 성충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가장 
관련이 깊은 생물의 특성은 발생과 생장이다. 생물의 
특성 중 ①은 발생과 생장, ②는 유전, ③은 물질대
사, ④는 자극에 대한 반응, ⑤는 적응과 진화의 예
이다.

2. [출제의도]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분석하기
이 탐구 과정에서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통해 가
설을 검증하고 있으므로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
었다. 이 탐구 과정에서 조작 변인은 독성을 약화시
킨 탄저균으로 만든 백신(㉠)의 주사 여부이고, 종속
변인은 탄저병의 발병 여부이다. (나)에서 집단 A는 
실험군, 집단 B는 대조군이다. ㄴ. ㉠의 주사 여부는 
조작 변인에 해당한다.

3. [출제의도] 병원체 이해하기
A는 말라리아의 병원체, B는 무좀의 병원체이다. 말라
리아의 병원체는 원생생물이다.

4. [출제의도] 물질대사와 건강 이해하기
물질대사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대사성 질환이
라고 하며, 고지혈증은 대사성 질환에 해당한다. 생
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양을 
기초 대사량이라고 한다.

5. [출제의도] 물질대사와 에너지 이해하기
(가)는 동화 작용, (나)는 이화 작용이다. 동화 작용
과 이화 작용에서 모두 효소가 이용된다. ㄴ. (나)에
서 포도당의 에너지 중 일부는 ATP에 저장되고, 일
부는 열로 방출된다.

6. [출제의도]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적용하기
(가)는 소화계, (나)는 호흡계, (다)는 배설계이다. 
소화계에서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가 일어난다.

7. [출제의도] 노폐물의 배설 분석하기
생콩즙에는 요소를 암모니아로 분해하는 효소인 유
레이스가 있다. ㄱ. 실험 결과 비커 Ⅰ과 Ⅲ에 들어 
있는 용액의 색깔은 모두 파란색이므로 용액 X는 오
줌이다.

8. [출제의도] 근수축 분석하기
근육 원섬유 마디 X에서 A대의 길이는 일정하다. 1
일 때 ㉠+㉡=1.1 ㎛이고, ㉠+(2×㉡)=1.6 ㎛이므로, 
㉠의 길이(H대의 길이)는 0.6 ㎛, ㉡의 길이는 0.5 ㎛
이다. ㄴ. X의 길이는 2일 때가 1일 때보다 0.4 ㎛ 
짧으므로 ㉠의 길이는 2일 때가 1일 때보다 0.4 ㎛ 
짧다. 따라서 2일 때 ㉠의 길이는 0.2 ㎛, ㉡의 길이
는 

㉠ =0.7 ㎛이므로 ⓐ는 0.9 ㎛이다. ㄷ. I대
의 길이는 2일 때가 1일 때보다 짧다.

9. [출제의도] 호르몬의 분비 조절 분석하기
㉠은 뇌하수체 전엽, ㉡은 갑상샘이다. 호르몬 A는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티록신이다. A는 혈액을 통해 
표적 세포로 이동하며, A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된다.

10. [출제의도] 흥분의 전도와 전달 분석하기
지점 P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시냅스를 통해 A
에서 B로 흥분의 전달이 일어나 2에서 활동 전위가 
발생한다. 말이집 신경에서 흥분의 전도는 도약전도
를 통해 일어난다. ㄱ. P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어
도 말이집으로 싸여있는 1에서는 활동 전위가 발생
하지 않는다. ㄷ. Na의 막 투과도

K의 막 투과도 는 1일 때가 2

일 때보다 작다.
11. [출제의도] 유전자와 염색체 분석하기

(가)와 (다)는 모두 개체 Ⅱ의 세포이고, (나)는 개
체 Ⅰ의 세포이다. (나)와 (다)는 모두 핵상이 이
다. ㄱ. ㉠은 A이다. ㄴ. (가)는 Ⅱ의 세포이다.

12. [출제의도] 신경계 분석하기
㉠과 ㉡은 부교감 신경, ㉢과 ㉣은 교감 신경을 이룬
다. A의 신경 세포체는 연수에 있으므로 A는 ㉠이
다. B는 C와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B와 C는 
각각 ㉢과 ㉣ 중 하나이다. C와 D의 축삭 돌기 말단
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같으므로 C는 ㉢, 
D는 ㉡이다. ㄱ. B는 ㉣이다. ㄷ. D(㉡)의 축삭 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
다.

13. [출제의도] 항상성 유지 분석하기
체온 조절 중추는 시상 하부이며, 시상 하부는 중추 
신경계에 속한다. ㉠은 근육에서의 열 발생량(열 생
산량)이고, ㉡은 피부에서의 열 발산량(열 방출량)이
다. ㄴ. ㉠은 근육에서의 열 발생량이다. ㄷ. 근육에
서의 열 발생량은 1일 때가 2일 때보다 많다.

14. [출제의도] 다인자 유전 적용하기
유전자형이 AaBBDd인 아버지에서 형성될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4가지(ABD, ABd, aBD, 
aBd)이고, 유전자형이 AaBbDd인 어머니에서 형성될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8가지(ABD, ABd, 
AbD, Abd, aBD, aBd, abD, abd)이다. 아버지와 어
머니의 각 생식세포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
전자의 수에 따른 확률은 표와 같다.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의 수 3 2 1 0

확률
아버지의
생식세포 







 0
어머니의
생식세포 












이 아이의 (가)의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을 경우는 
(가)의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
의 수가 4인 경우이다. 따라서 이 아이의 (가)의 표
현형이 아버지와 같을 확률은 (

 ×
 )+(

 ×



 )+(
 ×

 )=
 이다.

15. [출제의도] 세포 주기 분석하기
구간 Ⅰ에는 G1기의 세포가 있다. G1기의 세포는 핵
막을 가진다. 구간 Ⅱ에는 G2기와 분열기(M기)의 세
포가 있다. ㄷ. 이 실험 결과를 통해 X는 세포 주기
의 G2기에 멈추게 하는 물질임을 알 수 있다.

16. [출제의도] 생식세포 형성 적용하기
(가)는 Ⅱ, (나)는 Ⅲ, (다)는 Ⅰ, (라)는 Ⅳ이다.
(가)에서 염색체 수는 46이고, A의 DNA 상대량(㉠)
은 2이다. (가)에서 b의 DNA 상대량이 0이므로 
(나) ~ (라)에서 b의 DNA 상대량은 모두 0이다. 따
라서 ㉡은 0이다. (라)에서 A의 DNA 상대량은 0이
다. ㄱ. (나)에서 염색체 수는 24이고, (라)에서 염
색체 수는 23이므로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2분열에
서 일어났다. ㄴ. ㉠+㉡=2이다.

17. [출제의도] 사람의 유전 분석하기
아버지, 어머니, 자녀 1, 자녀 2의 ABO식 혈액형은 
각각 서로 다르며, 어머니의 혈액형은 A형이다. 따라
서 아버지의 혈액형은 B형이다. 자녀 1의 적혈구와 
아버지의 혈액이 응집 반응을 나타내므로 자녀 1의 
혈액형은 AB형이고, 자녀 2의 혈액형은 O형이다. 자
녀 3의 적혈구와 혈장은 아버지의 혈액과 모두 응집 
반응을 나타내므로 자녀 3의 혈액형은 A형이다. 이 
가족의 유전 형질 ㉠과 ABO식 혈액형의 대립유전자
를 나타낸 것은 그림과 같다.

 
ㄱ. ㉠은 열성 형질이다. ㄷ. 자녀 3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의 혈액형이 B형이면서 ㉠이 발현될 확
률은 0이다.

18. [출제의도] 방어 작용 분석하기
㉠은 보조 T 림프구, ㉡은 B 림프구이다. 대식세포
는 항원 X를 식균 작용한 후, X에 대한 정보를 보조 
T 림프구에게 제시한다. 보조 T 림프구에 의해 활성
화된 B 림프구는 형질 세포와 기억 세포로 분화되고 
형질 세포는 항체를 분비한다. 분비된 항체는 항원과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원 항체 반응을 하며, 이를 
통해 체액성 면역이 일어난다. ㄴ. ㉡은 B 림프구이다.

19. [출제의도] 가계도 분석하기
㉠의 유전자형이 Rr인 2에게서 ㉠이 발현되었으므로 
㉠은 우성 형질이다. ㉡의 유전자형이 tt인 2에게서 
㉡이 발현되었으므로 ㉡은 열성 형질이다. (나)에서 
ⓐ의 r의 DNA 상대량이 2, t의 DNA 상대량이 1이
므로 ㉠은 상염색체 유전 형질, ㉡은 성염색체 유전 
형질이다. (나)를 통해 ⓐ는 남자임을 알 수 있다. 
이 가족의 ㉠과 ㉡에 대한 가계도는 그림과 같다.

ㄴ. 4에서 ㉠의 유전자형은 동형 접합성이다. ㄷ. ⓐ
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과 ㉡ 중 ㉠
만 발현될 확률은 

 이다.

20. [출제의도] 사람의 유전병 이해하기
고양이 울음 증후군은 염색체 구조 이상에 의한 유
전병이고,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염색체 수 이상에 의
한 유전병이다. (나)의 성염색체는 XX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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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④ 2 ③ 3 ② 4 ④ 5 ⑤
6 ③ 7 ① 8 ⑤ 9 ④ 10 ⑤
11 ① 12 ① 13 ① 14 ③ 15 ②
16 ⑤ 17 ③ 18 ② 19 ④ 20 ②

1. [출제의도] 해양저 확장설 이해하기
ㄱ.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므로, 해양 
지각의 연령은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대체로 많아진다. 
ㄴ. A와 B는 태평양판에, C는 나스카판에 위치한 
지점이다. ㄷ. A ~ C 중 해양 지각의 연령이 가장 많은 
A에서 퇴적물의 두께가 가장 두껍다.

2. [출제의도] 대륙의 분포 변화 이해하기
ㄱ. (가)는 고생대 말, (나)는 현재, (다)는 중생대 말이다. 
ㄴ. 해안선의 길이는 판게아가 형성된 (가) 시기보다 
대륙이 분리된 (나) 시기에 길다. ㄷ. 히말라야산맥은 
신생대에 형성되었다.

3. [출제의도] 화성암의 분류 이해하기
ㄱ. 화강암은 SiO 함량이 63% 이상이고 조립질 조직을 
보이므로 B에 해당한다. ㄴ.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냉각되어 생성된 화성암은 광물 입자의 크기가 
큰 조립질 조직을,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냉각되어 
생성된 화성암은 광물 입자의 크기가 작은 세립질 
조직을 보인다. ㄷ. 화성암을 구성하는 전체 광물에 
대한 어두운색 광물의 함량비는 SiO 함량이 적을수록 
커진다.

4. [출제의도] 플룸 구조론 이해하기
ㄱ. 온도는 지진파의 속도가 빠른 ㉡보다 지진파의 
속도가 느린 ㉠ 지점이 높다. ㄴ. 맨틀에서 주위보다 
온도가 높은 곳으로 이루어진 기둥 모양의 부분을 
뜨거운 플룸이라 한다. 뜨거운 플룸에 위치한 ㉠은 
주위보다 온도가 높고 밀도가 낮은 지점으로 플룸 
상승류가 있다. ㄷ. 하와이는 열점에 의해 형성된 화
산섬이다.

5. [출제의도] 퇴적 구조 이해하기
점이 층리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 입자 크기에 따른 
퇴적 속도 차이에 의해 형성되고, 건열은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퇴적물의 표면이 갈라져 형성된다. 점이 층리와 
건열을 통해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6. [출제의도] 부정합의 특징 이해하기
ㄱ. (가)에서는 부정합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의 경사가 
서로 다른 경사 부정합이, (나)에서는 부정합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이 나란한 평행 부정합이 나타난다. 
ㄴ. 기저 역암은 부정합면 바로 위의 지층에서 나타난다. 
ㄷ. 부정합은 수면 아래에서 퇴적된 지층이 융기하여 
침식된 후, 다시 수면 아래로 침강하여 새로운 지층이 
퇴적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

7. [출제의도] 지질 단면도 해석하기
ㄱ. 생성 순서는 석회암 → 역암 → 사암 → 셰일
→ 단층 f  f ′ → 화성암 → 단층 f  f ′ 순이다. 
ㄴ. 삼엽충과 암모나이트는 각각 고생대와 중생대의 
해양 생물이므로 두 생물의 화석이 각각 산출되는 
석회암층과 사암층은 해양 환경에서 퇴적되었다. 
ㄷ. 반감기가 1억 년인 방사성 원소 X의 양이 처음 
양의 

 이면 반감기가 3회 지난 것으로 암석의 연령은 
3억 년이다. 이 지역의 화성암은 중생대에 퇴적된 

사암층보다 최근에 생성되었으므로, 중생대의 시작 
시점(약 2억 5천만 년 전) 이전에 생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화성암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X의 양은 처음 
양의 

 보다 적을 수 없다.

8. [출제의도] 지질 시대 기후 변화 이해하기
ㄱ. 최초의 육상 식물은 고생대에 등장하였다. ㄴ. 중생
대는 전반적으로 온난하였고 평균 기온이 현재보다 
높았다. ㄷ. 신생대에는 여러 차례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있었다.

9. [출제의도] 태풍의 특징 이해하기
ㄱ. 태풍 A의 영향을 받는 동안 울산은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하였으므로 태풍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태풍 A의 이동 경로는 ㉠이다. 
ㄴ. 태풍의 세력은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강하므로 
태풍 A의 세력은 3일 06시보다 2일 18시에 강했다. 
ㄷ. 태풍은 우리나라를 지나는 동안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10. [출제의도] 악기상의 특징 이해하기
ㄱ. (가)에서는 강수 영역이 특정 지역에 좁게 집중
되어 나타나고, (나)에서는 강수 영역이 넓은 지역에 
나타난다. ㄴ. (나)에서 강수 영역은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해 기단에 의해 형성되는 정체 전선의 북쪽에 
나타나므로 제주도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았다. 
ㄷ. (다)는 밝게 나타나는 구름 영역이 (가)의 강수 
영역과 유사하므로 집중 호우가 발생했을 때의 위성 
영상이다.

11. [출제의도] 해수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 이해하기
ㄱ. 8월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감소
하지만, 12월은 100m 부근까지 수온이 대체로 일정
하므로 혼합층의 두께는 8월보다 12월이 두껍다. 
ㄴ. 0m 지점의 염분은 3월이 약 34.4psu이고, 9월이 
약 30.5 ~ 32.0psu이다. ㄷ. 밀도는 수온과는 반비례
하고 염분과는 비례한다. 0m 지점의 수온은 2월보다 
8월이 높고, 100m 지점의 수온은 2월과 8월이 비슷
하므로 0m와 100m 지점의 수온 차는 2월보다 8월이 
크다. 0m 지점의 염분은 8월보다 2월이 높고 100m 
지점의 염분은 2월보다 8월이 높으므로 0m와 100m 
지점의 염분 차는 2월보다 8월이 크다. 따라서 0m와 
100m 지점의 밀도 차는 2월보다 8월이 크다.

12. [출제의도] ENSO 이해하기
평상시에 서태평양은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에 
의해 표층 수온이 높고, 동태평양은 용승에 의해 표
층 수온이 낮다. 이에 따라 동태평양에는 고기압, 서
태평양에는 저기압이 배치되어 워커 순환이 형성된
다. (가)에서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은 평년보다 낮
고,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은 평년보다 높다. (나)에서 
동태평양의 해면 기압은 평년보다 높고, 서태평양의 
해면 기압은 평년보다 낮다. 따라서 이 시기는 라니냐 
시기이다. 평년과 비교할 때, 라니냐 시기에는 워커 
순환이 강하고,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가 강화되므로 
서태평양의 해수면 높이는 높아지고 동태평양의 
해수면 높이는 낮아진다. 또한 동태평양의 용승이 
강해지므로 동태평양 표층 해수의 용존 산소량이 많
아진다.

13. [출제의도] 온대 저기압의 특징 이해하기
㉠은 한랭 전선, ㉡은 온난 전선이다. ㄱ. 지표 부근의 
기온은 한랭 전선 서쪽에 위치한 A보다 한랭 전선 
동쪽에 위치한 B에서 높다. ㄴ. 한랭 전선 서쪽에 위치한 
A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고, 온난 전선 동쪽에 위치한 
C에서는 약한 비가 지속적으로 내린다. ㄷ. 전선의 
이동 속도는 온난 전선보다 한랭 전선이 빠르다.

14. [출제의도] 대기 대순환과 표층 순환 이해하기
ㄱ. A는 북태평양 해류가, B는 북적도 해류가 흐르는 
해역으로 A와 B의 표층 해류는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에 속한다. ㄴ. C의 표층 해류는 해들리 순환의 
지상에서 부는 바람(무역풍)에 의해 형성된 남적도 
해류이다. ㄷ. D는 남반구의 중위도 대기에 위치한 
지점이므로 동쪽으로 향하는 편서풍이 분다.

15. [출제의도] 심층 순환과 표층 순환 이해하기
ㄱ. 대양 A에서는 표층 해수가 고위도까지 이동하여 
70°N 부근에서 침강하는 반면, 대양 B에서는 북반구
에서 침강하는 수괴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A는 대서양, 
B는 태평양이다. ㄴ. ㉠은 북대서양의 고위도에서 침강
하는 북대서양 심층수이다. ㄷ. 해수의 이동 속력은 
심층 순환보다 표층 순환에서 빠르므로 수괴의 이동 
속력은 심층 순환에 속하는 ㉢보다 표층 순환에 속하는 
㉡이 빠르다.

16. [출제의도] 기후 변화의 자연적 요인 이해하기 
ㄱ. 현재 우리나라는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겨울, 
원일점에 위치할 때 여름이다. ㄴ. 지구 공전 궤도 
이심률이 커지면 근일점 거리는 가까워지고 원일점 
거리는 멀어진다. 이심률은 현재보다 A 시기가 크므로, 
원일점 거리는 현재보다 A 시기가 멀다. ㄷ. 지구 공전 
궤도 이심률이 작아지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우리나라가 겨울일 때 멀어지고 여름일 때 가까워지므로,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B 시기가 크다.

17. [출제의도] 별의 물리량 이해하기
ㄱ, ㄴ. 별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최대 복사 에너지 
방출 파장이 짧아진다. 최대 복사 에너지 방출 파장이 
㉠ < ㉡ < ㉢ 이므로 표면 온도는 ㉢ < ㉡ < ㉠ 이다. 
별의 분광형은 표면 온도에 따라 (고온) O - B - A
- F - G - K - M (저온) 순으로 분류하므로, ㉠은 O형, 
㉡은 A형, ㉢은 M형이다. ㄷ. 수소 흡수선의 세기는 
O형 별보다 A형 별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18. [출제의도] H - R도 이해하기
ㄱ. a는 초거성으로 H - R도에서 주계열보다 오른쪽 
위에 위치한다. ㄴ. 절대 등급이 클수록 광도는 
작아지므로 , 광도는 b보다 c가 작다. ㄷ. e가 d보다 
표면 온도가 높으나 절대 등급이 큰 것은 d보다 e의 
반지름이 작기 때문이다.

19. [출제의도] 기후 변화의 인위적 요인 이해하기
ㄱ. (가)에서 이산화 탄소 배출량은 시나리오 A보다 
B일 때 적다. ㄴ. (나)에서 기온 변화량은 적도 지방이 
약 1 ~ 3℃ 정도이지만, 북극 지방은 9℃ 이상이다. 
ㄷ. 시나리오 A에 따른 이산화 탄소 배출량이 B일 
때보다 많으므로, 시나리오 A에 따른 지역별 기온 
변화량 분포는 (다)이다.

20. [출제의도] 별의 진화 이해하기
ㄱ. 주계열성은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진다. ㄴ. 별의 평균 밀도는 초거성보다 중성자
별이 크다. ㄷ. (나)와 같은 진화 과정을 거치는 별의 
질량은 태양보다 크다. ㉠은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주계열성으로 적색 거성, 행성상 성운을 거쳐 백색 
왜성으로 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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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직업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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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경영 관리 활동 개념 및 원리 이해하기
경영 관리 활동의 종류에는 인적 자원 관리 활동, 생
산 관리 활동, 마케팅 관리 활동, 재무 관리 활동, 회
계 정보 관리 활동이 있다.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이란 기
업의 목적 달성과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유
능한 인재의 확보와 육성 및 교육과 보상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시된 SNS 대화 내용은 신입사원의 모집 계
획과 신입사원 교육 계획 수립과 관련한 대화 내용으
로 인적 자원 관리에 해당한다.

2. [출제의도] 생애 발달 단계 대안 탐색 및 선택하기
제시문은 생애 발달의 단계에서 청소년기에 해당하
는 내용이다.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에는 진로 탐색, 
자아 정체감 형성 등이 있다. 직장 은퇴를 준비하거
나 신체 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노년기의 발
달 과업에 해당한다.

3. [출제의도] 기업가 정신 개념 및 원리 이해하기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소에는 크게 자율성, 창조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사회적 책임성 등이 있다. 제시
된 인터뷰 내용에서 ◌◌기업 대표가 말한 기업을 경영
함에 있어 위기나 손실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성공
을 위해 그러한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과 
자세는 기업가 정신 중 위험감수성에 해당한다.

4. [출제의도] 직업의 요건 개념 및 원리 이해하기
제시문은 셰프테이너가 되고 싶은 학생과 교사의 진
로 상담 대화이다. 직업의 요건에는 계속성, 경제성, 윤
리성, 사회성 등이 있다. 학생이 말하는 내용 중 다
양한 방송에 출연하여 많은 셰프들과 함께 교류하고 팬
들과도 소통하는 것은 사회성에 해당한다. 셰프테
이너가 된다면 대중에게 인기도 얻고, 자연스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경제성에 해당한다.

5. [출제의도] 근로관계법 대안 실행 및 적용하기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근로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 시간이 보
장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근로자는 근로계약대로 근무
한다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6. [출제의도] 직업 윤리 개념 및 원리 이해하기
바람직한 직업 생활을 하기 위해 개인이 지켜야 할 
올바른 도덕적 원리나 행동 규범을 직업 윤리라고 한
다. 제시문에서 A 씨가 B 사에 특허를 유출하여 산업기
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의 
내용은 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행동이다. 따라서 A
씨가 갖추어야 할 직업 윤리는 준법성이다.

7. [출제의도] 서비스업 대안 탐색 및 선택하기
제시된 내용의 기업은 고객 상담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서비스는 무형
적 성격을 띤 일련의 활동으로서 서비스의 특성에
는 무형성, 이질성, 비분리성, 소멸성이 있다. 특히 무
형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특성을 지닌다. 
①, ③, ④, ⑤번은 제조업에 해당하며, 제조업은 자원이
나 원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공장에서 물건
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의미한다. 

8. [출제의도] 고용 보험 제도 문제 인식 및 명료화하기
답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회 보험 제도는 고용 보
험이다. 고용 보험의 일부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
로 복지 공단에 신청하여 보상을 받는다. 또한 1인 이
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9. [출제의도] 안전사고의 대안 탐색 및 선택하기
작업 중 A 씨가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고 원재료를 직접 
옮기다가 손에서 떨어져 오른발에 타박상을 입은 사
고이므로 근무 시간 중 발생한 산업 재해이다. 또한 사
고의 형태는 ‘낙하’에 해당하며, 사고는 인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였다. 사후 개선 방안으로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설치한 안
전표지판은 ‘지시 표지’에 해당한다.

10. [출제의도] 산업 재해 보상 문제 인식 및 명료화하
기
위 보고서에서 A 씨가 받은 산업 재해 보상은 요양급여
이며, 치료비와 입원비는 요양급여에 해당한다.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근로자의 
고의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11. [출제의도] 경력 개발 필요성 대안 평가 및 일반화하
기
제시문은 경력 개발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 조사이다. 
경력 개발의 필요성에는 환경 변화, 조직적 요구, 개인
적 요구가 있다. 개인적 요구에는 자신의 전문성 계
발,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이 있고 조직적 요구에는 
국제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차원의 전력 수립, 환경 오
염으로 인한 기업의 친환경 경영 추구가 있다. 환경 
변화에는 지식 정보의 빠른 변화, 새로운 기술의 출
현, 인력난 심화가 있다.

12. [출제의도] 직업 윤리의 덕목 개념 및 원리 이해하기
제시문의 호텔 조리사가 동료 조리사들과 함께 독거 
노인들에게 직접 조리하여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 윤리 덕목 중 봉사 의식에 해당한다. 봉사 
의식은 지역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태도를 말한다.

13. [출제의도] 면접 방식 대안 실행 및 적용하기
제시문은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면접 방식을 선택하
는 과정이다. 여기서 선택된 면접 방식은 발표(프레젠테
이션) 면접이다. 발표 면접 방식의 특징은 지원자의 
문제 해결 능력, 전문성, 창의성, 기본 실무 능력을 평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제에 대한 생각과 의견 발표
를 통해 지원자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것은 이에 해당
한다.

14. [출제의도] 직무수행능력 문제 인식 및 명료화하기
제시문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주제로 하는 수
업 장면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크게 직무수
행능력과 직업기초능력으로 구성되며, 직무수행능력
은 필수직업능력, 선택직업능력, 산업공통직업능력으
로 구분된다. (가)에 해당하는 것은 필수직업능력으
로 해당 분야에서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다.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직업인으로서 누구나 갖추어야 할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능력은 직업기초능력이고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
력, 조직 이해 능력 등이 있다.

15. [출제의도] 미래 직업 생활 전망 대안 평가 및 일반
화하기
제시문은 재택 근무 도입과 관련한 정부 지원 안내이
다. 지원 사항으로 재택 근무자용 통신 장비 등의 인
프라 지원과 재택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있다. 인건비와 인프라를 지원하므로 기업은 재택 근
무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근무에 필요한 통신 장
비 구입비 부담이 감소될 것이다. 인건비 지원 요건
의 내용을 통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조건은 변경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16. [출제의도] 직업기초능력 개념 및 원리 이해하기
Q&A 게시판의 기초 연산 능력, 기초 통계 능력, 도
표 분석 능력, 도표 작성 능력은 직업기초능력 중 수
리 능력의 하위 능력이다. 그러므로 수리 능력에 해당
한다. ①번의 기술 능력에는 기술 이해 능력, 기술 선
택 능력, 기술 적용 능력이 있으며, ③번의 정보 능력에
는 컴퓨터 활용 능력, 정보 처리 능력이 있다. ④번의 
자원 관리 능력에는 시간관리 능력, 예산 관리 능력, 
물적 자원 관리 능력, 인적 자원 관리 능력이 있으며, 
⑤번의 대인 관계 능력에는 팀워크 능력, 리더십 능
력, 갈등 관리 능력, 협상 능력, 고객 서비스 능력이 
있다.

17. [출제의도] 노동조합 문제 인식 및 명료화하기 
제시문의 △△기업에 조직된 단체는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은 법률에 따라 결성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단체 교섭권
과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 노동조합은 노동 조건 및 
임금 수준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18. [출제의도] 평생학습 개념 및 원리 이해하기
제시문에서 평생학습 수기 공모 입상작 내용에서 농
업인이 참여하고 있는 학습 형태는 평생학습이다. 평
생학습은 일생 동안 학습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의 향상을 위해 필요하며,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독학 학위
제, 학점 은행제가 해당한다.

19. [출제의도] 제품 생산 방식 문제 인식 및 명료화하
기
제품 생산 방식에는 크게 주문 생산 방식과 예측 생
산 방식이 있다. ㉠에 해당하는 생산 방식은 주문 생
산 방식이다. 주문 생산 방식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며, 고객의 요구에 따른 납기를 최우선으로 하
고 있다. 반면 예측 생산은 수요를 예측하여 생산하
는 방식으로 소품종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며, 원가를 
중시하는 관리 형태의 운영이 이루어진다. 제품 생산
에 있어 제품 규격을 생산자가 결정하며, 생산 계획
을 수립한 후 주문 전에 제품을 만들어 놓는 특징을 지
닌다.

20. [출제의도] 기업의 형태 대안 실행 및 적용하기
제시된 기업 탐방 보고서의 내용 중 종업원 수와 기
업 매출액을 파악한 결과 규모에 따른 분류로 중소기
업에 해당하며, 제품을 제조 생산하는 기업으로 업종
에 따른 분류로 제조업에 해당한다. 또한 기업의 종
류는 주식회사이고 주주는 유한책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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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직업탐구 영역 •
 

[농업 기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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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용도에 따른 목공구의 종류 파악하기
운반차 제작 과정에 사용한 작업 공구는 다음과 같
다. 판재를 규격에 맞게 자르기 위해서 ‘등대기톱’을 
사용하였으며, 판재의 표면을 다듬기 위해서 ‘대패’를 
사용하였다. 나사못으로 판재와 판재를 고정하고 바
퀴를 부착하기 위하여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하였다. 
‘파이프 렌치’는 파이프와 같은 원형봉을 잡아 조이
거나 풀 때 사용하는 공구이다. 따라서 학생 A가 운
반차를 제작하기 위해 사용한 작업 공구는 대패, 등
대기톱, 전동 드라이버이다.

2. [출제의도] 작물의 생태적 특징 이해하기
제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작물은 두과의 한해살이 
작물인 콩이다. 콩은 생육 계절에 따라 여름 작물이
고, 생육 형태는 직립성으로 포복형 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장 반응에 따라 단일성 작물이고, 
수분 저항성에 따라서는 내건성 작물에 가깝다.

3. [출제의도] 가축의 형태적 특징 이해하기
제시문에서 알 수 있는 가축의 종류는 닭이다. 닭은 
총배설강으로 똥과 오줌을 한꺼번에 배출하고 땀샘
이 퇴화한 관계로 고온에 약하다. 발굽이 통으로 되
어 있는 가축은 말이며, 유방이 4개로 나누어져 있고 
반추 작용을 하는 위를 가진 가축은 소이다.

4. [출제의도] 잎의 구조와 기능 이해하기
제시문에 나타난 ‘그린 커튼’은 식물의 증산 작용을 
이용해 냉방 작용을 하는 제품이다. 증산 작용은 뿌
리에서 흡수한 물이 기공을 통해 수증기 형태로 식
물체 밖으로 배출하는 현상이다. 증산 작용이 일어나
는 기공은 두 개의 공변세포로 구성된 식물 조직으
로, 주로 잎 뒷면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 장소이다. 기공은 수분이 부족하거나,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때, 바람이 강할 때와 
같이 광합성에 적합하지 못한 환경 조건에서는 공변
세포가 수축하여 닫히게 된다.

5. [출제의도] 볍씨 파종 방법 이해하기
기사에서 농촌진흥청이 시연한 볍씨 파종 방법은 드
론을 이용한 담수 산파 재배 기술이다. 이 재배 기술
은 물을 댄 논에 볍씨를 균일하게 파종하는 방법으
로, 이앙법에 비해 모내기 등의 작업이 생략되어 노
동력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직파 재배에 있어서는 
물 관리와 토양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잡초 발생은 
많아진다. 직파로 재배하는 벼인 경우 하위절에서부
터 분얼을 시작하므로 최고분얼수가 많아져 이앙 재
배법보다 헛가지 발생이 많아진다.

6. [출제의도] 식재 평면도 해석하기
제시문에서 [식재 평면도]의 SCALE은 1:100으로 되
어 있기 때문에 축척은 1:100이며, 진입구에 대칭 식
재 설계되어 있는 소나무의 규격(H3.5×B20)은 수고
가 3.5 m, 흉고 직경이 20 cm이다. 감나무는 파고라
의 동쪽에 단독 식재 설계되어 있으며, 상록수가 낙
엽수에 비해 많이 식재 설계되어 있다.

7. [출제의도] 특성에 따른 조경 수목 분류하기
제시문에서 [식재 평면도]의 (가) 구역에 식재할 설

계 조경 수목의 조건은 상록성 교목이다. 답지에서 
교목에 해당하는 나무는 전나무, 단풍나무, 회화나무
이고, 상록수에 해당하는 것은 전나무이다. 따라서 
상록성 교목에 해당하는 전나무가 가장 적절하다.

8. [출제의도] 비료 성분의 결핍 장해 이해하기
제시문에서 파프리카에 발생한 증상은 칼슘 부족에 
의해 나타난 배꼽썩음병이다. 칼슘은 산성 토양을 중
화시키는 비료로, 세포막의 생성과 강화에 관여하는 
비료 성분이다. 칼슘 성분이 결핍되면 가짓과 채소에
서는 배꼽썩음병, 배추와 양파에는 속썩음병이 발생
한다. 따라서 칼슘이 결핍되었을 때에는 염화칼슘을 
엽면시비함으로써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표지색
이 초록색인 농약은 살충제이다.

9. [출제의도] 작물의 형태적 특징 분류하기
뉴스에서 보도하는 작물은 볏과의 한해살이 작물인 
옥수수이다. 옥수수는 외떡잎식물로, 잎맥은 나란히
맥을 가지고 있으며, 뿌리는 1차 뿌리가 거의 자라지 
않고 죽어버리며, 부정근이 많은 수염뿌리 형태이다. 
옥수수 줄기의 관다발 배열은 불규칙적이며, 꽃은 암
꽃과 수꽃이 따로 있는 안갖춘꽃에 속한다.

10. [출제의도] 종자의 휴면 타파 방법 이해하기
헛개나무 종자가 발아하지 않은 것은 종자의 겉껍질
에 붙어 있는 왁스층으로 인해 종자 내로 수분이 침
투하지 못해 종자가 휴면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헛
개나무 종자의 휴면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목화 종자
와 같은 방법으로, 진한 황산에 일정 시간 담근 후 
세척하여 파종하면 된다.

11. [출제의도] 생장조절물질의 기능 적용하기
제시문에서 식물이 빛에 반응하여 움직이며, 굴광성
을 유도하는 생장조절물질은 옥신이다. 옥신은 햇빛
이 비치는 방향으로 굽어지는 현상에서 밝혀진 생장
조절물질이다. 옥신은 토마토에서 착과를 촉진시키기 
위한 착과제로 이용되며, 꺾꽂이감의 발근을 촉진시
키기 위한 발근 촉진제로 이용된다. 고추의 착색을 
촉진시키거나 미성숙 바나나의 후숙을 촉진시키는 
생장조절물질은 에틸렌이다.

12. [출제의도] 작물의 번식 방법 일반화하기
제시문에서 교사가 시연하고 있는 식물의 번식 방법
은 접붙이기 방법이다. 접붙이기는 접목 친화성을 가
진 2개의 다른 식물체 형성층을 밀착시켜 공동체의 
개체를 만드는 번식 방법이다. 접붙이기의 방법에는 
초본류에 실시하는 꽂이접, 맞접, 합접, 쪼개접, 핀접 
등이 있으며, 목본류에 실시하는 깎기접, 쪼개접, 맞
춤접, 맞접, 눈접 등이 있다.

13. [출제의도] 수경 재배 방식의 특징 이해하기
제시문은 상자에 심지를 이용한 작물을 재배하는 수
경 재배 방식이다. 수경 재배 방식에는 식물의 뿌리
를 베드 내의 공기 중에 매달아 양액을 분사하여 식
물을 재배하는 분무경과 작물의 뿌리에 직접 양액을 
접촉시키는 수경, 베드에 식물의 뿌리를 지지할 수 
있는 배지를 넣고 양액을 공급하는 고형배지경으로 
나뉜다. 학생 A가 제작한 수경 재배기의 방식은 펄
라이트를 이용하여 식물의 뿌리를 지지하고 있는 고
형 배지경의 한 종류이다.

14. [출제의도] 친환경 방제 방법 이해하기
제시문에서 달마시안 식물의 ‘피레스린’이라는 성분
을 이용하여 오이의 온실가루이를 방제한 것은 친환
경 방제 방법 중 화학적 방제에 해당한다. 화학적 방
제 방법에는 목초액, 난황유, 석회보르도액 등을 사
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는 방법이 있다. 재배적 방제 
방법에는 윤작, 저항성 품종, 작부 체계 조절, 접근 
차단 방법 등이 있으며, 물리적 방제에는 토양 가열, 

유인 포살, 트랩 등이 있다. 그리고 생물적 방제에는 
천적, 미생물을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 

15. [출제의도] 조직 배양의 특징 이해하기
기사에서 알 수 있는 생명공학기술은 생장점을 이용
한 조직 배양 기술이다. 이 기술은 하이포넥스 배지
에 한천을 첨가하여 고체 배지로 만든 후, 2배체인 
생장점을 채취하여 조직 배양한 것이다. 생장점을 이
용한 조직 배양은 바이러스 없는 무병주, 대량 생산
을 목적으로 한다.

16. [출제의도] 돼지의 사양 관리의 목적 파악하기
제시문에서 알 수 있는 돼지 사양 관리 실습은 송곳
니 자르기이다. 모유 수유 시 새끼돼지 송곳니의 날
카로운 부분으로 인해 어미돼지의 유방에 상처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어미돼지의 유두를 보호하기 위해 
생후 2 ~ 3일령에 스테인리스 니퍼, 연마기 등을 이
용해 새끼돼지의 송곳니를 자른다. 돼지의 사양 관리 
작업에서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 철분을 주사하고, 수
컷의 웅취를 제거하기 위해 거세를 한다. 그리고 새
끼돼지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하여 초유를 먹이고, 수
태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공 수정을 실시한다.

17. [출제의도] 트랙터의 운전 장치 및 구조 이해하기
제시문에서 경운 작업을 위해 조작한 트랙터의 장치
는 다음과 같다. 트랙터의 시동을 켜거나 변속을 할 
때에는 클러치 페달을 밟아야 하고, 기어를 변속한 
후, 출발할 때에는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 그리고 
쟁기를 지면에서 들어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위치 
제어 레버로 조정하며, 트랙터를 정지시키기 위해 브
레이크 페달을 사용한다. PTO 변속 레버는 로터리 
속도를 조정할 때 사용한다.

18. [출제의도] 식품의 색 변화 분류하기
제시문에서 스테이크의 색 변화 원리는 비효소적인 
반응에 의한 갈색화 반응이다. 식품의 색 변화 원리
는 효소적 갈색화 반응과 비효소적 갈색화 반응이 
있다. 복숭아, 바나나와 같은 식품에 존재하는 폴리
페놀 화합물이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 효소의 작용으
로 멜라닌이 생성되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은 효소적
인 갈색화 반응이다. 비효소적인 갈색화 반응에는 로
스팅한 커피, 토스트한 빵과 같이 아미노산과 환원당
이 서로 반응하여 갈색의 멜라노이딘 색소를 형성하
는 메일러드 반응, 당류를 높은 온도로 가열하여 캐러
멜이 생성되는 캐러멜화 반응, 농축 과즙에서 일어나는 
아스코르브산 산화 반응이 있다.

19. [출제의도] 농산물 거래 방식 이해하기
대화에서 알 수 있는 농산물 거래 방법은 선물 거래
이다. 선물 거래는 장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
으로 매매할 것을 현재 시점에서 약정하는 거래 방
식이다. 선물 거래의 종류에는 공식적인 거래소를 거
쳐서 체계화되고 표준화되는 선물 거래와 거래 당사
자 간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선도 거래가 있다. 제
시문에서 유통 상인과 농업인 간에 이루어지는 농산
물 거래 방식은 선도 거래로, 농산물을 사전 계약에 
의해 거래되는 것은 선도 거래에 해당한다.

20. [출제의도] 가축 질병의 특징 이해하기
기사에 나타난 가축 질병은 우제류에서 발병하는 구
제역이다. 구제역은 혀, 잇몸, 입술에 수포를 형성하
는 것이 특징이다. 구제역의 병원체는 바이러스로, 
우리나라에서는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구제역에 감염된 개체를 관련 기관에 신
고 후,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제역의 진단 
검사 방법에는 바이러스를 통한 항원 진단법과 항체 
진단법이 있다. 투베르쿨린 피부 반응은 결핵을 진단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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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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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사례를 통해 직업의식 이해하기
A 씨는 자신이 하는 일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소임
이라 여기는 것에서 소명 의식을, 전통 화살을 만들
면서 이전보다 곧고 멀리 날아가는 정교한 화살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에서 전문 의식을 
알 수 있다.

2. [출제의도] 중화학 공업의 특징 인식하기
(가)는 건설업, (나)는 농업이다. (가)의 생산품인 교량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 (나)의 생산품인 곡물은 
다양한 식품의 기초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 토지 측량 
(가)와 방제 작업(나)에 드론을 활용하면 수작업에 비해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클라크(Clark, C. G.)의 산업 
분류에 따르면 농업은 1차 산업에 해당하고 건설업은 2차 
산업에 해당한다.

3. [출제의도] 기업에 대한 SWOT 분석 자료 해석하기
실용신안권은 이미 발명된 것을 개선하여 더욱 편리하게 
한 발명에 주어지는 권리이다. 전사적 자원 관리
(ERP)는 생산, 유통, 재무, 영업 등의 단위별 정보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수주부터 출하까지의 모든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중국 수출을 위한 
제품에 대해 받는 통합 인증은 CCC 인증이다. 온라인 
쇼핑몰 개설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시장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4. [출제의도] 진로 계획 이해하기
전기 배선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중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 해당한다. 국가기술자격 중 기능사는 
학력과 경력에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다. 집단 토론식 
면접은 여러 명의 지원자에게 동일한 주제를 제시하여 
토론하게 한 다음 토론 내용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인턴사원제는 일정 기간의 현장 실습 후, 업무 평가에 
따라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이다.

5. [출제의도] 품질 개선 회의 내용 인식하기
품질 분임조 활동은 직장 내에서 품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사내 소모임 활동이다. 생산된 
제품을 모두 검사하는 방식은 전수 검사이다. 제조 
실행 시스템(MES)은 제조 현장에 실시간 모니터링, 
불량 관리, 물류 및 작업 내역 관리 등을 실행하는 
시스템이다.

6. [출제의도] 생산 시스템 개선 방안 파악하기
유연성이 높은 자동화 생산 시스템은 유연 생산 시스템
(FMS)이고, 정지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 이동식 라인은 컨베이어 시스템이다.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인 OEM 방식은 주문자의 의뢰에 따라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상품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7. [출제의도] 신소재 기술 이해하기
압전 소자는 압력이 가해지면 전압이 발생하고, 전압이 
가해지면 기계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소재로 음향 기기, 
초음파 응용 기기(가습기, 세척기, 어군 탐지기) 등에 
쓰인다.

8. [출제의도] 신제품 개발 사례 파악하기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은 주식회사로 유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NeP 인증은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신 ․ 재생 에너지란 태양열, 태양광, 풍력, 해양, 폐기물, 
지열, 바이오, 수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의 권리 존속 기간은 
20년이고 갱신할 수 없다.

9. [출제의도] 기업 운영 계획 인식하기
기준 내 임금에는 기본급(월급, 일급), 가족 수당, 지역 
수당, 장려금이 해당된다. 인적 자원 관리 원칙 중 
직원들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부서로 배치하는 것은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이다. OJT(On the Job Training)는 
직무 현장 교육 훈련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 
시간 중에 교육과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실시하는 형태이고, Off-JT(Off the Job Training)
는 직무 현장 외 교육 훈련으로, 직무가 수행되는 
장소를 벗어나 시간적, 공간적으로 격리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기업 연수원에서 사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Off-JT(Off the Job Training)에 해당한다. 직무 
분석 방법 중 관찰법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여 직무 활동과 내용을 파악
하는 방법이다. 

10. [출제의도] 생산 활동 사례 파악하기
벤처 기업은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의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 기업은 북미 시장 진출을 모색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TFT(Task Force Team)를 
운영하는데 이러한 조직 형태는 프로젝트 조직에 
해당한다. ISO 9001은 제품 및 서비스에 이르는 전 
생산 과정에 걸친 품질 경영 시스템에 관한 인증이고, 
수요를 예측하여 제품을 미리 대량 생산하는 방식은 
계획 생산 방식이다. 

11. [출제의도] 경공업의 특징 인식하기 
상품 (가)는 무선 식별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RFID(무선 식별 장치)는 무선 
주파수(RF)를 이용해 물건이나 사람 등과 같은 
대상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HACCP 
인증은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유통 단계 등
을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과학적인 
위생 관리 및 안전 관리 체계이다. 호프만(Hoffman, 
W.)의 분류 방식에 따르면 상품 (다)는 소비재 산업의 
제품에 해당한다.

12. [출제의도] 환경 오염 자료 해석하기
스모그는 연기와 안개의 합성어로, 매연으로 오염된 
공기층을 말한다. 용존 산소량(DO)은 하천, 호수 등의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량을 나타낸 수치로 DO 값이 
클수록 맑은 물이다. 미나마타병은 인체에 수은(Hg)이 
축적되어 생긴 중추 신경계 질환이다. 

13. [출제의도] 공장 설립 계획 파악하기
공장 설립을 위해 매입 예정인 부지는 지리적 위치와 
원료 공급 등의 자연적 입지 조건을 고려하였다. 공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매각한 것은 수도권 중심가에 
위치해 있던 부동산으로 고정 자본에 해당한다. 호텔의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코드 ‘I’에 해당한다.

14. [출제의도] 국제 협약 이해하기
제시문은 바젤 협약에 관한 내용이다. 교토 의정서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협약이고, 람사르 협약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이고, 사막화 방지 협약은 무리한 
개발과 자원 오ㆍ남용으로 인한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다.

15. [출제의도] 첨단 기술에 대한 사례 이해하기
나노 기술(NT)은 원자, 분자 크기의 수준인 나노 단위
(10억 분의 1m)로 조작, 분석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정보 통신 기술(ICT)은 정보 기술과 
통신 기술을 융합한 것으로 마스크 내부에 센서를 
부착하여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폰과 연동시킨 사례는 정보 통신 
기술이 적용된 사례이다.

16. [출제의도] 산업 안전사고 사례 파악하기  
유류 화재는 B급 화재에 해당한다. 중대 재해는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경우,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별도의 안전 관리 조직과 안전 전문가를 
두고 최신의 안전 정보를 확보하고, 경영자에게 안전에 
대한 지도, 조언, 자문의 역할을 하는 조직 형태는 
참모형 안전 관리 조직에 해당한다. 제시문의 사례는 
하인리히(Heinrich, H. W.)의 재해 발생 모형에서 작업 
절차를 무시한 불안전한 행동과 제거되지 않은 경유의 
불안전한 상태가 사고의 원인이다.

17. [출제의도] 생산 혁신 활동 인식하기
3정은 정품, 정량, 정위치를 5S는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를 의미한다. 6시그마는 정의, 측정, 분석, 
개선, 통제의 단계별 활동을 통하여 불량률 ‘0’에 
가까운 무결점 품질 경영 활동을 말한다. 부품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만큼 공급하는 자재 공급 관리 
시스템을 적시생산(JIT) 시스템이라고 하며, 자녀 
학비와 주택 자금 융자는 법정 외 복리 후생에 해당된다.

18. [출제의도] 산업 안전사고와 재발 방지 대책 해석하기
풀 프루프(fool proof)는 사람이 조작 순서를 착각하거나 
잘못 취급할 경우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한 장치로 
프레스 공정에서 설치한 장치는 풀 프루프(fool 
proof) 기능을 갖추고 있다. 용접 작업 시 반드시 
보안면을 착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작업장에는  
보안면 착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이 산업안전보건표지는 ‘지시 표지’에 해당한다. 
도색 작업장에서 유해 가스로부터 작업자를 보호
하기 위해 구비 및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에는 방독 
마스크가 있다.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과도한 작업량은 
직업병의 작업 환경 유해 요인 중 ‘인간 공학적 요인’에 
해당한다.

19. [출제의도] ABC 재고 관리 파레토도 해석하기
타이어의 재고 금액은 200만 원이고, 개당 금액은 
만 원이므로 재고 수량은 200개이다. A그룹 부품은 재고 
수량이 200개 미만이 되는 시점에서 100개씩 주문
하므로, 정량 발주 모형에 따라 주문된다. 파레토도는 
나타내고자 하는 항목별 막대그래프와 그 분포의 
누적 비율을 나타내는 꺾은선 그래프를 한 도표에 같이 
표현하는 도표이다. 각 부품의 재고 금액을 살펴보면, 
모터는 1300만 원, 배터리는 300만 원, 타이어는 200만 원, 
볼트와 너트는 각각 100만 원이다. 이들 중 B 그룹의 
재고 금액은 배터리와 타이어의 재고 금액을 합한 500만 원 
이므로, B 그룹의 재고 금액은 총재고 금액의 25%를 
차지한다. 

20. [출제의도] 퍼트(Pert)를 이용한 생산일정 해석하기
A 작업이 끝난 후, B와 C 작업이 동시에 시작될 때 
C 작업 시간이 B 작업 시간보다 많이 소요되므로 전체 
작업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A → C → D → E의 
작업 시간을 더하면 된다. 따라서 첫 번째 제품이 완성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A+C+D+E(=3+3+2+1)의 
총 9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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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직업탐구 영역 •
 

[상업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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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국제 환경 협약 개념 및 원리 이해하기
환경부가 국내 생태계 현황을 진단하고, 10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생물 다양성 2030 미래 포럼’을 개최
하는 기사 내용이므로 이와 관련된 국제 환경 협약은 
생물 다양성 협약이다. ①번 빈 협약은 오존층 보호 
목적, ②번 런던 협약은 폐기물의 해양 투기 방지 목적, 
③번 파리 협정은 지구 온난화 방지 목적, ④번 사막화 방지 
협약은 사막화 방지 목적으로 체결한 국제 환경 협약이다. 

2. [출제의도] 지식 재산권 개념 및 원리 이해하기
제시문은 제품의 미감에 대한 표절 소송 사례로 지식 
재산권 중 디자인권에 해당한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디자인에 부여하는 권리
이다. ①번은 저작권, ②번은 특허권, ③번은 실용
신안권, ⑤번은 상표권에 해당한다. 

3. [출제의도] 금융 상품 개념 및 원리 이해하기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불입 방법이 매월 입금하는 
금융 상품은 정기적금에 해당한다. ①번 당좌예금은 
은행과 법인이 당좌 거래 계약을 체결한 예금이다. ②번 
보통예금은 가입 대상, 예치 금액, 예치 기간, 입출금 
횟수 등에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이다. ③번 
정기예금은 예금자가 이자 수취를 목적으로 예치 기간을 
사전에 약정하여 일정 금액을 예입하는 예금이다. 
⑤번 양도성예금증서는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하여 
발행한 무기명 할인식 정기 예금증서이다.

4. [출제의도] 기업의 부문별 활동 개념 및 원리 이해하기
기업의 부문별 활동 중 금융 시장 여건을 분석하여 
장·단기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거나 조달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는 재무 관리 활동에 해당한다. ①번 생산 관리 
활동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②번 유통 관리 활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활동, 
④번 마케팅 관리 활동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장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교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 ⑤번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은 인적 
자원의 확보, 개발, 보상 관리, 유지와 관련된 활동이다. 

5. [출제의도] 기업의 형태 대안 탐색 및 선택하기
필요한 자본을 많은 사람으로부터 용이하게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다수 공동 
기업의 형태는 주식회사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 
②번은 유한회사, ③번은 합명회사, ④번과 ⑤번은 
협동조합에 해당한다. 

6. [출제의도] 마케팅 믹스 전략 대안 탐색 및 선택하기
○○(주)는 대리점에 스마트폰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항공 운송 방식을 도입한 것은 ㄴ. 유통 전략에 해
당하며, 현지에 적합한 광고를 제작하여 제공함으로
써 매출액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은 ㄹ. 촉진 전
략에 해당한다. ㄱ. 가격 전략은 원가 구매 심리, 경
쟁자 등을 고려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
는 것, ㄷ. 제품 전략은 회사가 판매할 적절한 제품이
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고객의 욕구를 고려하여 

제품의 성능, 디자인, 품질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7. [출제의도] 해외 진출 방식 문제 인식 및 명료화하기

○○기업은 해외 가맹 사업을 진행하는 국제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하였다. ○○기업은 ㄱ. 가맹점에 
상호 사용권을 부여하거나, ㄷ. 가맹점에 동일한 품질의 
원재료와 상품 판매권을 제공한다. ㄴ. 가맹점의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진출 방식은 해외 직접 
투자 방식이고, ㄹ. 가맹점에 돈육 공장을 건설한 뒤 
생산이 개시될 수 있는 시점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은 턴키계약 방식에 해당한다.

8. [출제의도] 물류 정보 시스템 대안 탐색 및 선택하기
제시문 ㉠에서 고기의 선별부터 소비까지의 모든 이력을 
무선 주파수로 식별하는 시스템은 RFID에 해당한다. 
RFID는 상품 정보를 전자 태그에 저장한다. ②번은 
QR코드, ③번은 바코드, ④번은 GPS, ⑤번은 전자문서
교환(EDI)에 해당한다. 

9. [출제의도] 경영 혁신 기법 대안 실행 및 적용하기
기존에 직접 생산하던 기계 부품을 △△기업에 위탁 
생산하여 구매하는 경영 혁신 기법은 아웃소싱에 해당
한다. ①번 벤치마킹은 제품, 서비스와 프로세스의 
질적 수준을 선진 기업의 수준과 지속해서 비교·분석
하고 격차 극복을 위한 전략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개선 활동이다. ③번 다운사이징은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직 내의 인력, 계층, 
작업, 직무, 부서 등의 규모를 축소하는 기법이다. ④번 
리엔지니어링은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 등의 기업 
핵심 요소를 극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업무 프로
세스를 새롭게 설계하는 기법이다. ⑤번 리스트럭처링은 
경영 환경의 급변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기업이 
경영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선택하는 급격한 변화를 말한다.

10. [출제의도] 매매 조건 문제 인식 및 명료화하기
대금 결제 조건이 D/P에서 D/A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ㄷ. 추심 결제 방식 중 상환급에서 후지급 방법으로 
변경되었다. 가격 조건이 FAS에서 CIF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ㄹ. 수입업자에서 수출업자로 해상 운임 및 
보험료 부담이 이전되었다. ㄱ. 수량 조건은 개수 단위
에서 계량 단위로, ㄴ. 보험 조건은 분손 담보 조건
에서 전위험 담보 조건으로 변경되었다.

11. [출제의도] 전자 상거래 유형 개념 및 원리 이해하기
기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켓의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기업에 해당하므로 B to B
에 해당한다. ②번 B to C는 기업과 소비자 간 전자 상
거래, ③번 C to C는 소비자 간 전자 상거래, ④번 G 
to B는 정부와 기업 간 전자 상거래, ⑤번 G to C는 
정부와 소비자 간 전자 상거래이다.

12. [출제의도] 경쟁 매매 문제 인식 및 명료화하기
제시문 ㉠은 상장된 주식을 사고팔려는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이를 매매하는 것으로 상장 주식의 
경쟁 매매 방식은 경매매이다. 경매매는 ㄴ.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 간 동시 경쟁이 이루어지며, 
ㄷ. 매매 가격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균형 가격으로 결정
된다. ㄱ. 적상법과 적하법을 이용하는 것은 경매이다. 

13. [출제의도] 금융 기관 개념 및 원리 이해하기
증권 결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유가증권의 
집중 예탁 및 증권의 계좌 간 대체 결제, 명의 개서 
대행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것은 한국 예탁 결제원이다. 
①번 증권 회사는 직접 금융 시장에서 기업 또는 정
부가 발행한 증권을 매개로 투자자의 자금을 기업 
또는 정부에게 이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②번 한국 
증권 금융은 증권 시장에 자금을 공급할 목적으로 

1955년 설립된 증권 금융 전담 회사이다. ④번 한국 
금융 투자 협회는 금융 기관 상호 간의 업무 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 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⑤번 한국 자산 관리 공사는 금융 기관의 
부실 자산 정리 및 부실 징후 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다. 

14. [출제의도] 금융의 종류 문제 인식 및 명료화하기
융자 조건이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므로 ㄴ. 장기 금융에 
해당하며, 수출입에 피해를 입은 제조업 관련 기업의 
경영 안정 자금 지원 목적이므로 ㄷ. 산업 금융에 해당
한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때문에 간접 금융, 
대출 기관이 국내 시중 은행에서 가능하므로 국내 
금융에 해당한다. 

15. [출제의도] 국제수지 대안 평가 및 일반화하기
ㄴ. 운송, 여행 등이 속한 서비스수지는 4월 대비 5월에 
적자 폭이 감소하였고, ㄹ. 경상수지 합계액은 4월 
–33.4억 달러 대비 5월 22.9억 달러 흑자로 전환
되었다. ㄱ. 상품수지는 4월 대비 5월에 흑자 폭이 
18.8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ㄷ. 배당금 및 이자 소득 
등이 속한 본원소득수지는 4월 대비 5월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였다.

16. [출제의도] 상업의 기능 대안 탐색 및 선택하기
호두과자를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 생산자로부터 
당해 연도에 수확한 호두를 구매하였기 때문에 ㄷ. 
소유권 이전의 기능에 해당하며, 구매한 호두는 직접 
공장으로 옮겨 와 호두과자 생산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ㄹ. 장소적 불일치 조절의 기능에 해당한다. 
ㄱ. 위험 보장의 기능과 ㄴ. 자금 융통의 기능은 나타나 
있지 않다. 

17. [출제의도] 조직 구조 대안 탐색 및 선택하기
기존의 조직 구조는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나 
기능에 따라 묶어 놓은 조직으로 단순하지만 상하 관계가 
뚜렷한 수직적 조직인 기능식 조직에서 각 부서의 업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참모 부서를 
신설하여 추가하는 조직인 라인·스태프 조직으로 개편
하였다. ①번 라인 조직은 명령 체계와 권한이 수직적
으로 연결된 조직 구조이다. ②번 기능식 조직은 업무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조직 형태로 부문별로 전문 관리자를 
두어 지휘 및 감독하는 조직 구조이다. ③번 사업부제 
조직은 사업 단위별로 조직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조직 
구조이다. ④번 프로젝트 조직은 특정 과제 해결을 위해 
일시적으로 인력과 자금을 투입하여 조직을 구성하다가 
목표 달성 이후 해체되는 조직이다.

18. [출제의도] 자본 증권 거래 대안 실행 및 적용하기
(가)는 주식, (나)는 채권에 해당한다. ㄴ. 주식 거래에서 
납입받은 자금은 ○○게임즈(주)의 입장에서 자기자본에 
해당하며, ㄷ. △△오일(주)가 발행한 채권은 영업 
실적과 관계없이 약정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ㄱ. 보통 
주식은 상환 기간이 없으며, ㄹ.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있으나, 채권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  

19. [출제의도] 보험 대안 평가 및 일반화하기
ㄱ. (가)는 산업 정책 보험, (나)는 손해 보험에 해당
한다. ㄷ. 손해 보험은 임의적 가입이 가능하다. ㄴ. 
보험 만기 시 납부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받는 보험은 
저축성 보험으로 생명 보험에 해당하며, ㄹ. 산업 정책 
보험의 보험료는 국가와 가입자가 동시 부담한다. 

20. [출제의도] 수입 업무 대안 실행 및 적용하기
수입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발행 은행에 기한부 
신용장 발행을 요청했다. ①번, ②번, ③번, ④번의 업무 
내용은 수출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이 수행한 업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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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직업탐구 영역 •
 

[수산ᆞ해운 산업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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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저서 생물 이해하기
제시문은 유생기를 지나면 바위에 붙어 자라고 썰물 
때는 공기 중에 노출되고 밀물 때는 물에 잠겨 플랑
크톤을 섭취하는 석화라고 불리는 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선택지 ㄴ은 노플리우스 유생으로 부화하는 생물은 
새우류이므로 오선택지이다. 선택지 ㄹ의 표면에 무수히 
많은 작은 구멍들이 있는 생물은 해면동물이므로 오선택지
이다.

2. [출제의도] 전통 어구 재료 이해하기
제시문에 나온 전통 어구의 재료인 (가)의 발돌은 작
은 돌에 밧줄을 묶어 만든 것으로 투망 그물을 만들 
때 밑단에 수십 개 부착하여 만들고 투망을 던질 때 
침강력을 이용하여 빨리 물속에 가라앉게 하는 역할
을 한다. 그리고 (나)의 멍은 밧줄로 엮은 큰 망태기
에 큰 돌을 가득 채워 만든 것으로 자망 아래 양쪽에 
매어 달아 만들고 무게와 지면과의 마찰력으로 자망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선택지 ㄷ의 (가)는 침강력, (나)는 마찰력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오선택지이다.

3. [출제의도] 해양 레저 장비의 특징 이해하기
제시문의 해양 레저 장비는 수중 스쿠터로, 금속제 
원통 속에 내장된 축전지를 동력원으로 하여 원통 
끝에 있는 스크루 프로펠러를 회전시켜 추진하는 수중 
장비이다. 수중에서는 물의 저항 때문에 기동력이 떨어
지는데, 이러한 장비를 이용하면 물속에서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기동성을 가질 수 있다.
선택지 ㄷ의 수중 호흡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는 
스쿠버 다이빙 장비 중 호흡기와 공기통이므로 오선택지
이며, 선택지 ㄹ은 프로펠러가 회전하여 이동하기에 
오선택지이다.

4. [출제의도] 수산식품 가공 방법 이해하기
제시문에 나온 수산식품은 소금에 절인 후 발효 과정을 
거친 발효 가공식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소금 염장 
후 발효를 거치는 젓갈이 대표적인 수산 발효 식품이다.
답지 ①번 어묵은 살을 갈아 연육으로 만들어 열처리 
가공한 식품이고, 답지 ②번의 황태와 ③번의 과메기는 
얼리고 녹이기를 반복한 건조식품이다. 답지 ⑤번의 
가다랑어포는 훈제품이다.

5. [출제의도] 해양 에너지 자원 구분하기
제시문에 나타난 지역은 수로가 좁아져서 조류의 물살이 
거센 지역으로 이곳에서 개발하기 적절한 해양 에너지 
발전 방식은 조류 발전이다. 조류는 재생 가능한 
비(非)고갈성 운동 에너지로, 조류 발전은 조류의 자연
적인 흐름으로 수차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
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출제의도] 항만 시설 이해하기
제시문은 선박이 입항할 때 볼 수 있는 시설들을 
보여주고 있다. 밑줄 친 ㉮는 방파제로 외해의 파랑을 
차단하고 항만 내의 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
는 구조물이며, 밑줄 친 ㉯는 정박지로 선박이 계류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닻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든 지역이다.

7. [출제의도] 끌낚기 어법 이해하기
제시문에서 긴 대나무를 배 양쪽으로 펼쳐서 수평 
방향으로 끌면서 어류를 잡는 것은 끌낚기 어법으로 
표층에서 유영하며 성질이 급하고 공격적인 삼치나 
방어를 주로 잡는다.
선택지 ㄱ은 제시문이 끌낚기 어법에 대한 설명이므로 외줄 
낚기 어법은 오선택지이고, 선택지 ㄷ은 모릿줄에 낚시를 
많이 달아 잡는 어법은 주낙에 관한 설명이므로 오선택지
이다.

8. [출제의도] 크루즈 관광의 특징 이해하기
제시문은 페루 아마존강을 탐험하며 피라냐 낚시, 핑크 
돌고래와 함께하는 수영, 아마존강의 발원지를 견학
하는 특수 목적의 크루즈 여행이다. 안트락시아, 아마존
강, 알류산 열도는 특수 목적형 크루즈 여행의 대표적인 
대상지이다. 
답지 ①번의 국제 크루즈 여행은 국내와 외국의 영
해를 운항한다. 답지 ②번의 대양 크루즈 여행은 대서
양과 같은 대양을 순항한다. 답지 ③번의 호화 크루즈 
여행은 6개월 이상 긴 여행 일정과 높은 수준의 서
비스를 제공한다. 답지 ④번의 비정기 크루즈 여행은 
말 그대로 비정기적으로 운항한다.

9. [출제의도] 해양 관광 산업의 특징 이해하기
일기문에서 해수욕장의 야영장을 방문했지만, 시설 
관리 상태가 소홀하고, 바다와 해변에 쓰레기가 널려 
있어 야영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해양 관광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광지를 관리할 시·군이 기존 관광
시설의 유지와 관리를 우선하고, 주변 상가 및 숙박 
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선택지 ㄴ은 관광지에서 방문객이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너무 많아 순수 관광이 어렵다는 의미이므로 
오선택지이다.

10. [출제의도] 수산물 가공 정보 이해하기
제시문에서는 식품의 가공에서부터 유통, 소비자에게
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서 위해 요소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제도인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HACCP)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제도를 적용한다면 
잘못된 식품을 섭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11. [출제의도] 수산·해운 산업 분야의 직업 이해하기
제시문에 언급된 직업은 산업 잠수사이다. 산업 잠수사는 
수중에서 기계가 하지 못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상태에서 수중 용접, 절단, 
토목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고도의 잠수 능력과 
수중 작업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다.

12. [출제의도] 선박의 추진 원리 적용하기
제시문에 언급된 해양 레저 기구는 ‘하이드로 포일 
보드’이다. 해당 보드는 일반 보드와 달리 보드 밑에 
날개가 달려 있어 추력을 받아 양력에 의해 물 위에 
뜰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원리가 적용된 
선박은 수중익선이다.

13. [출제의도] 할증료 이해하기
제시문은 선사가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지 못해 할증료를 
요청하게 된 상황이다. 수에즈 운하 할증료는 선박이 
과거의 중동 전쟁 당시와 같이 수에즈 운하가 폐쇄
되거나 희망봉을 경유하는 경우로 인해 추가로 발생
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14. [출제의도] 컨테이너 터미널 이해하기
제시문에서 ○○터미널은 525,000㎡에 달하는 컨테이너 
장치장(CY), 25,000㎡의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CFS)을 
확보하고 있고 1,200m의 철도 인입선이 들어오고 있다. 

주요한 하역 장비로 갠트리 크레인 19기, 트랜스퍼 
크레인 61대를 보유하고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 부두임을 
알 수 있다.
선택지 ㄱ은 화물 단위로 TEU를 주로 사용하며, 
메시(mesh)는 체의 눈이나 가루 입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이므로 오선택지이고, 선택지 ㄹ은 컨테이너 화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이므로 오선택지이다. 

15. [출제의도] 이중저 구조 이해하기
제시문의 안전 튜브는 하나의 튜브 안에 작은 튜브를 
넣어 바깥쪽 튜브가 찢어져도 안쪽에 튜브가 있어 
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를 적용한 
이중저 선저 구조는 선저 바닥을 이중으로 만들어 
선저가 훼손되어도 수밀을 유지해 선체의 침몰을 방지
하기 위한 구조이다. 
선택지 ㄱ과 ㄴ은 선저를 이중 구조로 적용하여도 
부식 속도와 기관의 최대 출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오선택지이다.

16. [출제의도] 사료 계수와 사료 효율 이해하기
제시문은 사육 중인 어류의 입식 시 무게와 두 달간 
사료를 먹였을 때 최종 성장 시 무게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증육량에 대한 사료량의 비로서 사료 계수를 
알 수 있고 사료량에 대한 증육량의 백분율로 사료 
효율을 알 수 있으며 최종 성장 시 무게에서 입식 시 
무게를 제하면 증육량을 알 수 있다.
선택지 ㄱ의 사료 계수는 2이므로 오선택지이다.

17. [출제의도] 항해 장비의 원리 적용하기
제시문은 ○○자동차의 ‘지능형 크루즈 컨트롤’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고속 도로에서 주행을 보조해 주는 
장치로 밑줄 친 ㉮는 전방으로 전파를 송수신하여 
앞 차량과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 원리를 적용한 항해 장비로는 레이더가 
있다.

18. [출제의도] 비활성 가스 시스템 일반화하기
제시문은 1등 기관사로부터 비활성 가스 시스템에 
대해 듣고 있다. 밑줄 친 ㉮는 비활성 가스를 주입하여 
산소의 침입을 막아 폭발이나 산화를 방지하는 내용
이다.
선택지 ㄱ은 연료에 해당하는 나무가 모두 타서 생긴 
현상이기 때문에 오선택지이다. 선택지 ㄴ은 화재에 비
활성 가스인 이산화 탄소를 뿌리면 산소와의 접촉이 
차단되어 화재가 진압된다는 내용이므로 정선택지이며, 
선택지 ㄷ은 산소를 차단하여 산패를 방지한 결과는 
같지만, 비활성 가스를 이용하지 않고 진공 포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오선택지이다. 선택지 ㄹ은 과자 봉지에 
비활성 가스인 질소를 주입해서 산소 침입을 막아 산화가 
방지되었으므로 정선택지이다.

19. [출제의도] 조선 산업의 발전 방향 이해하기
제시문에서는 이산화 탄소,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 등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위한 탈탄소화 선박 개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최근 대기 오염이 가속화되면서 
고도의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선박 건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 [출제의도] 수산물 유통 정보 시스템 이해하기
제시문에 나타난 무선 주파수 식별 시스템은 RFID로 
원거리에서도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여 정보를 확
인할 수 있다. 이를 수산물 유통 정보 시스템에 활용
하면 수산물의 이력을 확인하고, 수산물을 추적 관리
할 수 있다. 
선택지 ㄷ은 바코드 방식의 특징에 관한 내용이므로 
오선택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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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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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인간 발달의 쟁점 이해하기
제시문에서 피마 인디언이 밀, 콩, 호박 등의 식물성 
식품을 주로 섭취한 경우는 마른 체형이었고, 고칼로
리 식품을 많이 섭취한 경우는 비만 체형으로 변화
하였다. 이는 발달이 경험하는 환경에 의해 차이가 
난다는 관점이다.

2. [출제의도] 유아기 발달 특성 적용하기
제시된 그림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져 아프니까 구급
차를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물이 살
아 있다고 생각하는 물활론적 사고로 유아기의 사고 
특성이다. ㄴ은 인공론적 사고, ㄹ은 자기중심적 사
고의 사례로 유아기의 사고 특성이고, ㄱ은 체계적․
조합적 사고의 사례로 청소년기의 특성이고, ㄷ은 자
신의 코를 만지지 않고 거울을 문지른 것으로 보아 
자아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영아기이다.

3. [출제의도] 대상 영속성 개념 명료화하기
대상 영속성 개념은 보이지 않거나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제시
문에서 1년 전에는 연우가 보고 있을 때 숨긴 것도 
찾지 못했는데 오늘은 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숨
긴 오리 인형을 추적하여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대상 영속성이 획득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①의 탈중
심화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한 번에 한 차
원 이상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 ②의 보존 개념은 
더하거나 감하지 않으면 물체나 물질은 수, 양, 길이, 
부피 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③의 
가설적 사고는 가설을 만들어 내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 ⑤의 조망 수용 능력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생각, 감정 등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4. [출제의도] 유아기 언어 발달 특성 일반화하기
유아기의 언어 발달 특성은 언어 사용 규칙 한 가지
를 알면 다른 것에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과잉 일반
화를 사용하고, 부정적인 개념을 표현할 때 ‘안’을 첨
가하는 형태인 부정문을 사용하는 것이다. 또,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 인정받기 위해 문장 끝에 ‘~했지, 그
렇지?’의 확인 부가 의문문을 사용한다. 제시문 에서 
아동 A는 과잉 일반화, 아동 B는 부정문, 아동 C는 
확인 부가 의문을 사용하고 있다. ㄴ의 쿠잉은 생후 
2개월경에 목을 울려 소리를 낮게 내는 것을 말한다.

5. [출제의도]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 적용하기
제시문에서 ㉮의 ‘서로 첫눈에 반했다’는 열정, ‘결혼
을 했다’에는 결심/헌신이 있으며, ‘가깝다거나 지지
해준다는 느낌이 없다’는 친밀감이 없다는 것이므로 
얼빠진 사랑에 해당한다. 따라서 친밀감의 요소를 더
하면 완전한 사랑이 된다. ㄱ의 낭만적 사랑은 열정
과 친밀감이 있고 헌신이 빠져 있다. ㄷ의 사랑의 정
서적 요소는 친밀감으로 ㉮에는 빠져 있다.

6. [출제의도] 태내 발달 단계 명료화하기
태내 발달 3단계는 발아기, 배아기, 태아기이다. 발아
기는 수정에서 착상까지, 배아기는 임신 2주부터 임
신 8주까지, 태아기는 임신 8주 이후부터 출생까지의 
시기이다. 제시문의 (가)는 배아기, (나)는 태아기이

다. (가) 배아기에는 심장, 뇌, 간, 폐 등의 주요한 
신체 기관이 대부분 만들어지므로 태아가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해 물질에 의해 영구적으로 손상될 가능
성이 (나) 태아기보다 크다. ㄴ의 임신부가 태아의 움
직임을 느낄 수 있는 시기는 태아기이다.

7. [출제의도] 청소년기 자아 정체감 선택하기
마샤(Marcia)의 자아 정체감 유형은 ‘위기’와 ‘전념’을 
기준으로 표와 같이 구성된다.

경험 유무 전념
있음 없음

위기 있음 자아 정체감 성취 자아 정체감 유예
없음 자아 정체감 유실 자아 정체감 혼미

제시문에서 아동은 꿈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해 목
표에 대한 의사결정은 하지 않은 상태로 전념의 경험
이 없다. 그리고 자신의 꿈에 대해 고민하며 여러가
지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위기
에 대한 경험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자아 정체
감 유형은 자아 정체감 유예 유형이다. ㄴ은 자아 정
체감 성취 유형, ㄹ의 의사결정을 한 상태는 전념의 
경험이 있으므로 자아 정체감 성취(위기 경험이 있
음), 자아 정체감 유실(위기 경험이 없음) 유형이다.

8. [출제의도] 노년기 성격 적응 유형 적용하기
라이카드(Reichard)의 노년기 성격 적응 유형에는 
성숙형, 은둔형, 무장 방어형, 분노형, 자학형이 있다. 
제시문에서 내가 살아온 삶이 가치 있고 행복했으며, 
봉사 활동을 하니까 삶이 더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
으로 보아 성숙형이다. ①의 무장 방어형은 노년기의 
수동성과 무기력함을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활동함으
로써 신체적 능력의 저하를 막아 보려고 애쓰는 유
형, ②는 자학형, ③은 분노형, ④는 은둔형이다.

9. [출제의도] 비고츠키 사회 문화적 인지 이론 평가하기
비고츠키 사회 문화적 인지 이론은 개인의 지식을 
구성하는 데 누군가의 도움이 있다면 훨씬 효율적이
고 확장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
서 비고츠키는 아동이 최적의 발달 수준에 도달하게 
도와주는 근접 발달 영역과 발판화가 중요하다고 주
장하였다. 제시문에서 ㉮는 실제적 발달 수준, ㉰는 
잠재적 발달 수준에 해당한다.

10. [출제의도] 아동기 발달 특성 탐색하기
제시된 실험 결과에서 아동 A는 서열화를 하지 못하
므로 전조작기에 해당하고, 아동 B는 서열화를 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한다. ㄹ의 깊이 
지각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는 감각 운동기
에 해당한다.

11. [출제의도] 영아기 발달 특성 선택하기
제시문의 낯가림이 가장 심한 시기는 만 1세경으로 
걷기 시작하고 한 단어로 말을 하는 영아기이다. ㄷ
의 젖니가 빠지기 시작하는 시기는 유아기이고, ㄹ의 
동일성의 개념을 이해하는 시기는 아동기부터이다.

12. [출제의도] 중년기 발달 특성 탐색하기
제시문에서 모집 대상자가 속한 시기는 중년기로 이 
시기의 여성은 골밀도가 감소하고, 남성은 테스토스
테론의 분비가 감소한다. 직전 시기에 비해 결정성 
지능은 증가하고 유동성 지능은 감소한다. ㄹ에서 에
릭슨에 따르면 발달 과업이 자아 통합인 시기는 노
년기이고, 중년기의 발달 과업은 생산성 발달이다.

13. [출제의도]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이해하기
피아제는 인지 발달 이론에서 동화, 조절, 평형의 인
지 과정을 거치며 세상을 이해하고 적응해 간다고 
보았다. 제시문에서 ㉮는 동화로 새로운 자극이 기존
의 지식과 유사할 때 그 자극을 갈등 없이 수용하는 
것이다. ㉯는 인지적 불균형 상태에 있다.

14. [출제의도] 아동기 도덕성 발달 특성 명료화하기
피아제는 도덕성 발달 이론에서 동기가 다른 두 개
의 도덕적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누가 더 나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후 도덕성 발달 단계를 
평가하여 타율적 도덕성 단계, 자율적 도덕성 단계로 
구분하였다. 제시문에서 딸의 도덕성 발달 단계는 행
동의 동기와 의도를 중요시하고 처벌은 그 잘못한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내려져야 한다고 여기는 자율적 
도덕성 단계이다. ㄹ은 타율적 도덕성 단계에 해당한다.

15. [출제의도] 프로이트 심리 성적 발달 이론 이해하기
프로이트에 따르면 성격은 원초아, 자아, 초자아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원초아는 생물학적 
본능을 만족시키는 쾌락의 원리에 의해 지배된다. 자
아는 현실을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며 적응하
려는 현실의 원리에 의해 지배된다. 초자아는 부모 
및 사회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발달되는 양심과 자
아 이상으로 이루어지며, 도덕의 원리에 의해 지배된
다. 제시문의 ㉮는 원초아, ㉯는 초자아, ㉰는 자아이
다. ㄱ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자아, ㄷ의 출생 때부터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은 원초아이다.

16. [출제의도] 신생아 반사 행동 명료화하기
신생아 반사는 생존 반사와 원시 반사로 나눈다. 생
존 반사에는 근원 반사와 빨기 반사가 있고, 원시 반
사에는 파악 반사, 바빈스키 반사, 모로 반사, 걷기 
반사, 수영 반사 등이 있다. 제시문의 (가)는 모로 반
사, (나)는 바빈스키 반사이다. ㄴ의 자발적인 걷기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은 걷기 반사이다.

17. [출제의도] 밴듀라의 사회 학습 이론 이해하기
제시문에서 아이가 인터넷 영상을 통해 그대로 따라하
는 것은 밴듀라의 사회 학습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
다. 밴듀라의 사회 학습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학습
한다고 본다. 또한 이 이론은 유전적 기제가 아닌 학
습, 환경 등의 사회적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8. [출제의도] 성년기 발달 특성 일반화하기
제시문의 에릭슨, 스턴버그의 견해로 알 수 있는 시
기는 성년기이다. 성년기에는 신체적 성장이 완성되
며, 근력이 일생에서 최고 수준에 달한다. ①, ②는 
노년기의 발달 특성, ④는 중년기의 발달 특성, ⑤는 
영아기의 발달 특성이다.

19. [출제의도] 유아기 발달 특성 명료화하기
제시문에서 아동 A는 모든 여자아이는 여자 어른으
로, 모든 남자아이는 남자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성 안정성을 획득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아동 B는 자신이 원하는 왕관을 가지기 위해 타
인에게 해를 가하는 도구적 공격성을 나타내고 있다. 
ㄴ의 가역적 사고는 사고 과정에서 출발점으로 되돌
아갈 수 있는 사고, ㄹ의 추상적 사고는 직접 경험하
지 않았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정신적 개념이나 과정
을 말한다.

20. [출제의도] 청소년기 발달 특성 적용하기
청소년들은 급격한 신체적․정서적 변화로 인해 자신
의 외모와 행동에 지나치게 몰두해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도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관심사와 타인의 관심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자아 중심성은 상상적 관중
과 개인적 우화로 나타난다. 제시문에서 학생 A는 
상상적 관중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으며, 학생 
B는 동조성이 나타나고 있다. 학생 C는 개인적 우화
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으며, 학생 D는 만숙
으로 인해 신체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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