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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국 어

정 답

1 ① 2 ① 3 ⑤ 4 ④ 5 ③

6 ② 7 ⑤ 8 ③ 9 ② 10 ③

11 ⑤ 12 ④ 13 ⑤ 14 ③ 15 ①

16 ① 17 ⑤ 18 ③ 19 ④ 20 ②

21 ⑤ 22 ⑤ 23 ④ 24 ① 25 ②

해 설

1. [출제 의도] 세대 간 언어의 특징 파악하기
자료는 ‘할머니, 아버지, 아들’의 세대 간 대화라고 할 수 있다. 어른

세대는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하고, 관습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회고적으로

말한다.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세대는 약자나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고,

유행어나 은어를 자주 사용한다. 또 새로운 말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자료에서 ‘할머니’는 ‘세 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관습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아버지’는 과거를 회상하여 말하며 ‘아들’은 유행어(샤방샤방)와

헐(비속어), 은어(범생이)를 사용하였으므로 ①이 정답이다.

2. [출제 의도] 라디오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라디오 진행자의 말 중 ‘표정이 유난히 밝아 보이시는군요.’,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는데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청취자 분들이 다음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궁금해 하실 텐데…….’에서 ②, ③, ④, 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진행자의 경험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➀이 정답이다.

3. [출제 의도] 기사문의 표제 정하기
라디오 인터뷰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출연자가 새로운 대회를 준비

하며 훈련하고 있다는 것과 그에 대한 각오가 나타나 있어 ‘세계적인

선수로 도약하는 체조 요정의 힘찬 날갯짓’이 표제로 가장 적절하므로

➄가 정답이다.

4. [출제 의도] 어휘 활용 양상 이해하기
‘아마’는 추측의 의미를 가지므로 ‘～일 것이다’와 호응한다. ➃는 ‘비록

영수는나이는어리지만어른스럽다’로 바꾸어야자연스러우므로정답이다.

5. [출제 의도] 상황 맥락 고려하여 말하기
말을 할 때 그 말과 관련을 맺고 있는 상황을 상황 맥락이라고 한다.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말을 하려면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 장소,

목적, 말하는이, 듣는이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③이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대화한 것이므로 정답이다.

6. [출제 의도] 중의적 표현의 예 찾기
㉠은 하나의 표현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중의적 표현이다.

‘영수는 은주와 준희를 만나러 갔다’는 ‘영수는 은주와 함께 준희를

만나러 갔다’와 ‘영수는 은주와 준희 둘을 만나러 갔다’의 두 가지 의미

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②가 정답이다.

7. [출제 의도] 자료를 재구성하여 글쓰기
(다)에는 ‘패스트푸드를 올바르게 섭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으므로 ⑤의 패스트푸드 일일

섭취량을 제시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한 자료이다. 따라서 ⑤가 정답이다.

8. [출제 의도] 고쳐쓰기
글을 쓸 때에는 응집성과 통일성을 고려해야 한다. 글의 응집성과

통일성을 고려할 때, ㉢의 ‘또한’은 ‘그런데’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므로

③이 정답이다.

9. [출제 의도] 시의 표현상 공통점 파악하기
④, ⑤는 (가)에 사용된 표현 방법이고, ①, ③은 (나)에 사용된 표현방법

이다. ②는 (가)와 (나)에 공통으로 사용된 표현방법으로 정답이다.

10. [출제 의도] 시적 화자의 태도 파악하기
[A]에서 시적 화자는 ‘토란잎의 마음을 헤아려 흔적 없이 사라지는

물방울의 마음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상대를 배려하고 있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11. [출제 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하기
㉠은 풀과 나무를 대하는 시적 화자의 태도, ㉡은 풀과 나무가 결실을

맺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나 시련, ㉢은 자연 현상을 견뎌내는 풀과

나무의 자세, ㉣은 이파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을

의미하므로 ①～④는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12. [출제 의도]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 찾기
경숙이 초원이를 잃어버렸었다는 사실을 초원이 기억한다는 것을

알고 경숙이 놀라는 장면이므로 ④의 ‘소스라치게 놀라며’가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이다.

13. [출제 의도] 시나리오 장면 연출하기
S#91 중환자실 장면을 연출할 때에는 침대에 누워 있는 경숙, 복도에서

이야기 나누는 희근, 중원, 의사에게로 카메라 시선의 이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⑤가 정답이다.

14. [출제 의도] 등장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은 아들의 오랜 꿈을 이루어주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아들

에게 마라톤을 혹독하게 시킨 것이 자신이 위로받기 위한 행위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책하고 있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15. [출제 의도] 설명문의 중심내용 파악하기
(가)는 스마트폰의 대중화 덕분에 QR 코드의 활용이 많아져 우리가

신속하고도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①이

정답이다.

16. [출제 의도] 설명문의 전개방법 파악하기
①은 대조, ②는 정의, ③은 문제해결(인과), ④는 분석, ⑤는 비유에

대한 설명이다. (나)는 QR코드와 바코드의 정보의 저장량의 차이점을

밝혀 설명하는 대조의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①이 정답

이다.

17. [출제 의도]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내용 이해하기
QR코드는 스마트폰을 갖다 대기만 해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주소를 입력하는 번거로움 없이 원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⑤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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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출제 의도] 소설의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제시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등장인물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 ‘자라는 겐지, 배가 좀 아파서유’ 등의 사투리와 ‘이 대가릴

까놀 자식’ 등의 비속어를 사용하여 사실적인 느낌을 준다. 따라서

‘ㄴ과 ㄷ’을 고른 ③이 정답이다.

19. [출제 의도] 등장인물의 의도 파악하기
<보기>에는 장인이 나에게 일을 시켜야 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결국 장인이 성례를 시키지 않는 이유는 겉으로는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아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데릴사위로 일을

부려먹으려는 속셈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20. [출제 의도] 소설의 내용 파악하기
㉡‘여태껏 고생했다, 이제 장가 들어라.’ 는 ‘나’가 ‘봉필(장인)’에게

듣고 싶어 하는 말이지 ‘봉필(장인)’이 직접 한 말은 아니다. 따라서

②가 정답이다.

21. [출제 의도] 설의 내용 파악하기
㉠에서 종들이 ‘이자’의 뜻에 관계 없이 토실을 짓고 있다. ㉡에서

‘이자’는 ‘어리석은 체하며’ 토실의 용도를 종들에게 묻고 있다. ㉢에

서 겨울철 토실 안은 바깥의 온도보다 높으므로 과일과 화초가 어는 것을

막는다. ㉣에서 ‘이자’는 겨울에 털옷을 입고 여름에 베옷을 입도록 준비

하는 것만으로 족하다고 하였으므로 지나친 욕심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은 ‘이자’는 자신의생각을실천하도록종들에게단호하게말하는

것이므로 ⑤가 정답이다.

22. [출제 의도] 설의 내용 적용하기
‘이자’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야 한다는 자연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에서 ‘유전공학의 발달로 식량자원이 늘어나 굶주리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봐.’라고 말한 것은 실용적인 태도로

‘이자’의 입장과 반대되므로 ⑤가 정답이다.

23. [출제 의도] 설명문의 내용 이해하기
갈퀴발도마뱀은에너지를충전하기 위해모래속에있는것이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24. [출제 의도] 설명문의 내용 이해하기
<보기>의 나무늘보는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천천히 움직인다.

마찬가지로 제시글의 ‘갈퀴발도마뱀’, ‘벌거숭이두더쥐’, ‘벌과 개미’는

생존을 위해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이므로 ‘동물들의 휴식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가장 적절하므로 ①이 정답이다.

25. [출제 의도] 합성어의 예 찾기
㉠ ‘게으름’과 ㉢ ‘먹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 ㉣ ‘꼼짝’과

㉤‘모래’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 ㉡ ‘풀줄기’는 어근(풀)과

어근(줄기)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따라서 ②가 정답이다.

수 학

정 답

1 ④ 2 ② 3 ① 4 ④ 5 ①

6 ② 7 ③ 8 ⑤ 9 ② 10 ③

11 ⑤ 12 ② 13 ③ 14 ① 15 ④

16 ③ 17 ③ 18 ⑤ 19 ④ 20 ④

21 ② 22 ④ 23 ③ 24 ① 25 ⑤

해 설

1. [출제 의도] 유리수와 순환소수의 관계 알기


  ⋯ , 


  이므로 


  



2. [출제 의도] 단항식 계산하기
     

3. [출제 의도] 주어진 식의 문자를  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기
               

  

4. [출제 의도] 이등변삼각형의 성질 이해하기
삼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 = 

이등변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같으므로∠B  ∠C
∠B     ÷   

5. [출제 의도] 확률 구하기
사건 가 일어날 확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사건 가 일어날 경우의 수

일 중 금요일은 일이므로 


 


6. [출제 의도] 연립방정식의 해 이해하기
해가 b,     에 대입하면    ,   

해가 ,    에 대입하면     ,   

∴    

7. [출제 의도] 근삿값을 이해하고 유효숫자를 이용하여 표현하기
오차  근삿값  참값      

백의 자리에서 반올림했으므로 유효숫자는 

을 근삿값의 표현방법으로 나타내면 × 

8. [출제 의도] 일차함수의 그래프가 지나는 점 구하기
이     를 지나므로        ∴  

9. [출제 의도] 부등식의 성질 이해하기
(가) :     ≤   - ㄱ

(나) :

 
≥  

 
- ㄷ

10. [출제 의도] 경우의 수 구하기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는 경우의 수 ×   

이때, 무승부가 나는 경우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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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제 의도]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여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
    
   ≤ 

   
 ≥ 

  ≤   

따라서 수직선에 나타내면  

12. [출제 의도] 일차함수의 기울기 이해하기
기울기  값의 증가량 

값의 증가량 
 



값의 증가량이 이므로 값의 증가량은  

13. [출제 의도] 함수의 그래프 이해하기
ㄱ. 모든 그래프가 축과의 교점이 같으므로 절편이 같다.

ㄴ. 절편이가장작은것은 축과의교점의값이가장작은직선 이다.

ㄷ. 직선 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양수이므로 가장 크다.

14. [출제 의도] 미지수가 두 개인 일차방정식과 일차함수의 관계 
이해하기
     →    

① 절편은 


15. [출제 의도] 실생활 문제를 함수로 해결하기
남은 줄넘기의 횟수   ×줄넘기를 한 일수 ,
    

16. [출제 의도] 직각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하여 문제 해결하기
∆ABD와 ∆ACE에서
AB AC , ∠D  ∠E  이므로 ∆ABD ≡ ∆ACE
∴AD CE , BD AE
∴DE AD  AE  CE  BD  

∴∆ABC  □BCED  ∆ABD  ∆ACE 

 


×   


×  ×   


×  ×        

17. [출제 의도] 곱셈공식 이해하기
③           

18. [출제 의도]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이해하기
⑤ (마) - 엇각

19. [출제 의도] 유한소수와 무한소수의 특징 이해하기
××


를 소수로 나타냈을 때, 유한소수가 되려면 의 값은 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 이를 만족하는 두 자리의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는

이다.

20. [출제 의도] 확률을 활용하여 수학 외적 문제 해결하기
적어도 한번은 성공할 확률    두번 모두 실패할 확률 

적어도 한번은 성공할 확률    


×


   


 


21. [출제 의도] 사각형의 성질 이해하기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는 참,

‘한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는

거짓, ‘마름모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등분한다’는 참이므로

연필이다.

22. [출제 의도]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의 성질 이해하기
점 O는 외심이므로 OAOC ,∠A  ∠ACO  

∠BCP   ∠ACO      

∠ABC       , ∠ABC  

점 I는 내심이므로 ∠ABI  ∠IBC  

따라서 ∠BPC         이다.

23. [출제 의도] 삼각형의 닮음조건을 이용하여 문제 해결하기
OA′  OA   이므로 ∆A′B′C′  ∆ABC     ,

∆A′B′C′의둘레의길이가 이므로 ∆ABC의둘레의길이는 이다.

∆ADE의 둘레의 길이  ∆ABC의 둘레의 길이        

DE  BC    이므로       BC
∴BC  

24. [출제 의도] 연립방정식을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 해결하기
당나귀가 지고 있는 사과 개수 :  ,

노새가 지고 있는 사과 개수 :  라 두고 식을 세우면

     
     

     
    

를 풀면       

∴당나귀가 지고 있는 사과 개수는 개다.

25. [출제 의도] 일차함수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하기 
   의 그래프는 와 를 지나므로   

 
 


,

  

 에 을 대입하면   


이다.

∴  

× 


 


이다.

(다른 해설) 주어진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므로 넓이가 이등분되려면

평행사변형의 중심을 지나야한다. 이때, 평행사변형의 중심은 

 




   의 그래프는 와 

 


를 지나므로

 


 



 

 






 


  


 에 을 대입하면   


이다.

∴  


× 


 


이다.

영 어

정 답

1 ③ 2 ① 3 ② 4 ⑤ 5 ②

6 ④ 7 ② 8 ④ 9 ③ 10 ①

11 ① 12 ⑤ 13 ⑤ 14 ④ 15 ⑤

16 ④ 17 ③ 18 ⑤ 19 ② 20 ③

21 ④ 22 ① 23 ④ 24 ② 25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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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대본 및 해설

1. [출제 의도] 날씨 찾기
W: Look at the clouds. It looks like rain is coming.

M: Yeah, I heard it’s going to rain tonight.

W: Oh, no! We planned a picnic for tomorrow.

M: Don’t worry. The weather report said it will be sunny

tomorrow.

W: That’s great. We can go on a picnic.

[해설] 내일은 날씨가 화창하다고 하였으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2. [출제 의도] 대화 장소 추론하기
W: Can I help you?

M: Yes, I want to buy a present for my son’s birthday.

W: What kind of books does he like?

M: Well, I’m not sure. But he likes cooking.

W: How about this book? It teaches Korean cooking.

M: Perfect. I’ll take it.

[해설] 책을 선물로 사겠다고 하였으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3. [출제 의도] 구입할 물건 추론하기
M: Mom, I’ll make breakfast tomorrow. What would you like?

W: How about scrambled eggs?

M: Sounds good. Do we have any eggs?

W: Yes, we do. But we don’t have any milk or salt.

M: Okay. I’ll go to the grocery store and get them.

W: Thanks. Can you also buy some bread and cheese?

M: Okay, Mom.

[해설] 계란은 있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4. [출제 의도] 전화 건 목적 추론하기
[Phone rings.]
M: Hello?
W: Hello. This is Lauren.
M: Hi, Lauren. What’s up?
W: Do you know Mr. Kim’s email address?
M: Why?
W: I have to send him my English homework by tomorrow.
M: I see. His address is in my notebook. I’ll send you a text
   message.
W: Thanks.
[해설] 이메일 주소를 묻고 있으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5. [출제 의도] 만날 시각 찾기
M: Hi, Jane. There is a free magic show at the Riverside
   Park.
W: Really? When is it?
M: It starts at 6:00 p.m. Let’s go together!
W: Why not? What time shall we make it?
M: Let’s meet at 5:30 at the bus stop.
W: I think that’s too late. It takes 30 minutes to get there.  
M: Then, how about 5:00?
W: Good. See you then.
[해설] 5시에 만나자고 했으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6. [출제 의도] 가격 추론하기 
M: How can I help you?

W: I’d like to buy tickets to New York. One adult and two

children, please.

M: Okay, oneway or roundtrip?

W: Roundtrip, please.

M: Roundtrip tickets for one adult and two children. Is that

right?

W: Yes. Thank you.

[해설] 어른 1명과 아이 2명의 왕복티켓을 구입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7. [출제 의도] 두 사람의 관계 추론하기
M: You played well in this game.

W: Really? I’m so happy we won the game.

M: Me, too. Your passing and heading is getting better.

W: Thank you. I just played as you taught me.

M: Excellent!

[해설] 축구시합을 이겼고 배운 대로 경기했다고 하였으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8. [출제 의도] 안내 방송 내용 추론하기
Students, please listen. We are going to have a fire drill today.

This training will help us in the event of a fire. When the bell

rings, line up and walk to the stairs. Don’t use the elevator. Cover

your mouth if you see smoke. Stay calm and follow the teachers.

[어구] fire drill 화재 대피 훈련

[해설] 화재 대피 훈련에 대한 안내방송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9. [출제 의도] 응답 추론하기
M: You look down. What’s wrong with you?

W: I won’t be able to use my cell phone for a few days.

M: What happened to it?

W: I dropped it in the toilet this morning.

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해설] 전화기를 화장실에 빠뜨렸다고 하였으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10. [출제 의도] 응답 추론하기
W: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afternoon?

M: I’m going to see a movie with Brian.

W: When are you leaving?

M: I’ll leave in an hour.

W: Don’t forget to turn off the heater before you go out.

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해설] 히터를 끄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잊지

않겠다가 적절하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11. [출제 의도] 빈칸 추론하기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에서

는 몇몇의 사람들은 어두운 피부보다 밝은 피부가 더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서양에서 어떤 사람들은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어두운

피부를 가지기 위해 노력한다.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에서는 긴 목을

가진 사람이 예쁘다고 생각한다. 뉴질랜드의마오리족사람들은파란색

입술과 문신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어구] tattoo 문신

[해설] 사람에 따라 다른 미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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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제 의도] 성격 추론하기
Amy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글자와 소리 둘 다 그녀에게 낯설

지만, 그녀는 말하기를 더 잘하고 싶어 한다. 그녀는 그녀의 한국인

친구들과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가끔 친구들은

그녀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시도한다.

Amy는한국말을잘하는데오랜시간이걸린다는것을알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해설]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13. [출제 의도] 도표 분석하기
① 직업 체험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인기 있다.

② 놀이 공원에 가는 것이 세 번째로 인기 있다.

③ 스포츠활동을하는것이박물관을방문하는것보다덜인기 있다.

④ 공연을 보는 것이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보다 더 인기 있다.

⑤ 박물관을 견학하는 것이 공연을 보는 것만큼 인기가 있다.

[어구] performance 공연

[해설] 박물관을 견학하는 것과 공연을 보는 것이 동일한 비율이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14. [출제 의도] 글쓴이의 주장 추론하기
너의 엄마와 아빠는 일하느라 바쁘다. 그들은 또한 요리하고,

청소하고, 설거지를 한다. 너는 학교생활을 하느라 바쁘다. 너는

해야 할 숙제가 많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연구에따르면가족과더많은시간을보내는사람들이

더행복하다. 시간을내서함께모여맛있는식사를하고즐거운게임을

해라. 너는 삶을 더 즐기게 될 것이다.

[해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15. [출제 의도] 속담 찾기
V자 모양으로 날아가는 기러기들을 본 적이 있는가? 조류과학자

들에 의하면, V자 모양으로 나는 새들이 혼자 나는 새보다 더 멀리

날 수 있다고 한다. 선두에 있는 기러기가 지치면, 다른 기러기가

무리를 이끈다. 그들은 또한 서로를 격려하여 속도를 유지한다. 이

런 방식으로, 그들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더 빨리, 더 쉽게

갈 수 있다.

[해설] 함께 힘을 합쳐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었으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16. [출제 의도] 글의 흐름 파악하기
나방과 나비는비슷해보이지만 다르다. 나방은 밤에 난다. 나비는

낮시간에날아다닌다. 나비는쉴때날개를접는다. 둘 다곤충이다.

나방은 쉴 때 날개를 펼친다.

[해설] 둘 다 곤충이라는 내용은 나방과 나비의 차이점과 무관하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17. [출제 의도] 세부내용 파악하기
우리 가족은 2주 동안 브라질로 여행을 갈 계획입니다. 누가

이 나라에 대한 정보를 주실 수 있나요?

Delta: 날씨가 화창하고 더워요. Ipanema해변에서 쉬면서 햇볕을

즐길 수 있어요.

Sandra: 모험을 좋아한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마존 강을 방문

하세요.

Chris: 삼바 댄스 축제를 볼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Jason: 수도인 Brasilia를방문하세요. 브라질의역사를배울것입니다.

[해설] 브라질의 언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18. [출제 의도] 어법성 판단하기
사람들처럼 컴퓨터도 바이러스로 인해 아플 수 있다. 컴퓨터 바

이러스는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바이러스처럼 작용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복제함으로써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퍼진다. 바이러스는

컴퓨터 안에 들어왔을 때 컴퓨터가 느리게 작동하게 만든다. 그들

은 심지어 하드드라이버를 지움으로써 컴퓨터를 고장 낸다. 종종

컴퓨터 바이러스는 해커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보내어진다.

[어구] spread 퍼지다 erase 지우다

[해설] (A)에는 선행사가 사물이므로 which가, (B)에는 사역동사

make의 목적보어로 동사원형인 run이, (C)에는 만들어지다라는

수동의 의미로 made가 사용되어야 하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19. [출제 의도] 글의 순서 이해하기
당신은어떻게보는가? 빛이당신의눈으로들어오기때문에당신은

볼 수 있다. 그 빛은 당신의 눈 뒷면에 부딪힌다.

(A) 이러한 메시지는 당신의 뇌로 전달된다.

(B) 당신의 눈은 빛을 메시지로 바꾼다.

(C) 당신의 뇌는 메시지를 이미지로 바꾼다.

그러면 당신을 볼 수 있다.

[해설] 빛이 눈에 들어온 후 이미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므로 정

답은 ②번이다.

20. [출제 의도] 세부내용 파악하기
당신은 파티에 초대되었습니다!

Sally에게

너는 우리 집에서 열리는 밤샘 파티에 초대되었어. 베개와 침낭을

가지고 와줘. 잠옷을 가져오는 것도 기억해.

날짜: 12월 28일

시간: 저녁 8시

주소: 옥스퍼드 캐슬가 24번지

발신인: Donna

참석여부를 알려줘.

0495456478로 나에게 전화해.

[어구] sleepover party 밤샘파티

[해설] 베개와 침낭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으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21. [출제 의도] 지시하는 대상 알기
Jenny는 기말 고사 공부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그녀의

어린 남동생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그녀의 남동생 방으로

갔다. 그는 크게 울고 있었다. 그는 열이 높았다. 그녀는 그녀의

엄마를불렀지만, 그녀의 엄마는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해설] 밑줄 친 she는 Jenny를 가리키고 있으나, ④번의 she는 Jenny의

엄마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22. [출제 의도] 글의 주제 추론하기
비가내리면, 물은땅 위를흐르며 소금을모은다. 그 물은 소금을

호수, 강,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로 운반한다. 바다에 있던 물의

일부는 공기와 구름 속으로 이동한다. 소금은 바다에 남아서 천천

히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다. 그러한 이유로 바닷물은 짜다.

[해설] 바다로 유입된 소금이 축적되어 짜다고 하였으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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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출제 의도] 연결어 추론하기
Pablo Picasso는창의적인화가였다. 그당시대부분의 화가들과는

다르게, 그는 사람이나사물이실제로어떻게보여지는가를나타내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사람과 사물이 캔버스에 눌려진다면

어떻게보일지상상했다. 그 결과, 그의 그림속에는이상한모양들이

많이 담겨졌다. 이러한 그림의 종류는 입체파로 알려져 있다.

[어구] unusual 이상한

[해설] Pablo Picasso는 사람이나 사물이 캔버스에 눌려진 모습을

상상하여 그림을 그렸다. 결과적으로 그의 작품에는 이상한 형태들이

많이 담겨있다고 하였으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24. [출제 의도] 함축적 의미 파악하기
작년에 우리는 딸 Kelly를 부활절 달걀 찾기 행사에 데려갔다.

Kelly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 처음에, Kelly는 지팡이로 달걀을

찾을 수 없었다. 곧 그녀를 위한 달걀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어느 작은 소년이 그의 바구니에서 그의 달걀

하나를 꺼내 Kelly 근처에놓아두었다. 그녀는 지팡이로그녀 근처를

더듬어 보았고 그 달걀을 발견했다. 다른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그들 또한 Kelly 근처에 그들의 달걀을 놓아두었다. 곧 그녀의 바구

니는 달걀로 가득 찼다. Kelly는 정말로 행복했다. 달걀을 나눠줬던

아이들도 역시 행복해보였다. 그날, 그 아이들은 특별한 것을 알게

되었다.

[해설] 부활절 달걀 찾기 행사에서 아이들이 자신이 찾은 달걀을

Kelly에게 나눠줌으로써 행복함을 느꼈으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25. [출제 의도] 글의 내용 요약하기
The Beaufort Scale(힘 0～12)

힘 0. 연기가 곧바로 올라간다.

힘 1. 연기가 표류한다.

힘 4. 종이가 날아간다.

힘 6. 우산이 뒤집힌다.

힘 8～9. 지붕 타일이 떨어져 나간다.

힘 12. 건물이 무너진다.


Beaufort Scale은 바람의 세기를 보여준다. 바람이

________ 할수록 숫자가 ________ 진다.

[어구] drift 표류하다 strength 힘, 세기

[해설] 단계가 올라갈수록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과 학

정 답

1 ⑤ 2 ① 3 ② 4 ② 5 ③

6 ③ 7 ① 8 ③ 9 ① 10 ③

11 ① 12 ② 13 ② 14 ③ 15 ⑤

16 ① 17 ④ 18 ⑤ 19 ② 20 ④

21 ⑤ 22 ④ 23 ⑤ 24 ④ 25 ②

해 설

1. [출제 의도] 열의 이동 원리 이해하기
고온과 저온의 물체를 접촉했을 때, 고온의 물체는 열을 잃고 이전보다

분자 운동이 둔해지며 저온의 물체는 열을 얻어 이전보다 분자운동이

활발해진다. 이때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이 같다.

2. [출제 의도] 액체의 열팽창 원리 이해하기
액체의 종류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르며, 열팽창이 되었을 때 분자의

거리가 멀어지고,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알코올 온도계는 이 원리를

적용하여 만든 예이다.

3. [출제 의도] 주기율표 이해하기 
㉠은 수소, ㉡은 리튬, 나트륨, 칼륨 등의 금속 원소이며 ㉠과 ㉡은

같은 족이다. ㉡과 ㉢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과 ㉤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비금속 원소이다. ㉥은 안정하여 다른 원소들과

쉽게 반응하지 않는다.

4. [출제 의도] 금속의 비열 측정 원리 이해하기
가열된 금속을 찬물이 든 열량계 속에 넣어 열평형이 되었을 때 금속이

잃은 열량과 찬물이 얻은 열량은 같다. 이를 이용하여 금속의 비열을

구하는 실험 과정에서 측정해야 하는 실험값은 금속의 질량, 가열된 물의

온도, 찬물의 질량, 열량계 속의 찬물의 온도,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 물의

온도이다.

5. [출제 의도] 원소를 기호로 표현하기
원소를 나타낼 때, 연금술사들은 자신만이 아는 독특한 방식으로, 돌턴은

원에 알파벳이나 그림을 넣는 방식으로 원소를 표현하였다. 오늘날은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방식으로 원소 기호를 나타낸다. 예로는 황 - S,

은 - Ag, 철 - Fe, 구리 - Cu, 금 - Au로 원소 기호를 나타낸다.

6. [출제 의도] 이온화 과정을 모형으로 이해하기
원자는전자를잃으면 (+)전하의양이 (-)전하의양보다 많아져 양이온이

된다.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 (-)전하의 양이 (+)전하의 양보다 많아져

음이온이 된다. 원자가 이온이 되더라도 양성자 수는 변하지 않으며 전자

수만 변한다.

7. [출제 의도] 물질을 분류하기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분할 수 있다. 순물질은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과,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로 나눌 수 있다.

화합물의 예로는 물, 소금, 설탕, 에탄올, 드라이아이스 등이 있다.

8. [출제 의도] 화합물을 분자 모형으로 나타내기
질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3개가 결합하여 삼각뿔 모양으로 결합한

분자 모형은 암모니아의 분자 모형이다. 화학식은 NH3이고, 수소 원자와

질소 원자는 전자를 서로 공유하여 결합한 화합물이다.

9. [출제 의도] 우리 생활에 사용되는 화합물 이해하기
화합물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용도로 사용된다. 염화칼슘은 눈이 쉽게

얼지 않게 하는 작용을 하므로,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제로 사용

되고, 장마철에는 수분을 잘 흡수하므로 제습제로 많이 이용된다.

10. [출제 의도] 영양소의 소화 과정과 흡수 경로 연관 짓기
3대 영양소는 입, 위, 소장을 거치면서 탄수화물은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된다. 지용성 양분인 지방산

과 글리세롤은 융털의 암죽관으로, 수용성 양분인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된다. A는 암죽관, B는 모세혈관이다.

11. [출제 의도] 혈액 순환의 전체 경로 알아내기
좌심실(H)에서 나온 혈액은 대동맥(D)을 지나 온몸을 통과한 뒤 대정맥

(C)을 통해 우심방(E)으로 들어온다. 다시 우심실(F)로 들어온 혈액은

폐동맥(A)을 지나 폐를 통과한 뒤 폐정맥(B)을 통해 좌심방(G)으로

들어오고 다시 좌심실(H)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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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제 의도] 달의 크기 측정하기
삼각형의 닮음비를 이용하여 달의 지름을 측정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동전의 지름, 눈에서 달까지의 거리, 눈에서 동전까지의 거리이다.

13. [출제 의도] 태양계 행성 관측하기
금성은 내행성이므로 늘 태양 주변에서 관측할 수 있고, 최대 이각의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오랜 시간 관측할 수 있다.

금성이 A와 C에 위치하면 태양과 일직선상에 있어 관측할 수 없고, B에

위치할 때 초저녁에 서쪽하늘에서 가장 오랜 시간 관측할 수 있다.

14. [출제 의도] 광구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해하기
태양 표면인 광구에서는 흑점과 쌀알무늬가 나타난다. A는 흑점이고,

B는 쌀알무늬이다. 흑점은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 검게 보이고, 쌀알무늬는

태양 내부의 대류 운동으로 인해 쌀알을 흩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 흑점을

몇 일 동안 관측하면 흑점이 한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태양이 자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출제 의도] 거울에서 빛의 진행 경로 이해하기
거울에 평행하게 들어온 빛은 평면 거울에서는 나란하게 반사되고,

오목 거울에서는 빛을 모아주는 방향으로, 볼록 거울에서는 빛을 퍼지게

하는 방향으로 반사된다.

16. [출제 의도] 볼록 렌즈 원리 이해하기
볼록 렌즈의 빛을 모으는 성질을 이용하여 불을 붙일 수 있다. 돋보기로

초점을 맞추어 종이를 태우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17. [출제 의도] 빛의 합성 이해하기
눈으로 보이는 물체의 색은 그 물체가 반사 또는 투과시킨 빛이다.

노란색은 빨간색과 초록색의 합성이며 빨간색 조명 아래에 놓여 있는

바나나는 빨간색만 반사하므로 빨간색으로 보인다.

18. [출제 의도] 파동의 모양과 운동 이해하기
파동의 진폭은 파동의 중심에서 마루 또는 골까지의 거리이고,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 또는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이다. 마루의 매질은 다음 순간

아래로 움직이고, 골의 매질은 다음 순간 위로 움직인다.

19. [출제 의도] 호흡 운동의 원리 이해하기
호흡 운동 모형에서 고무풍선은 폐, 고무막은 횡격막, 유리병은 흉강,

유리관은 기관과 기관지를 나타낸다. 고무막을 아래로 당기면 유리병 속의

부피는 커지고 압력은 낮아져서 외부의 공기가 고무풍선 속으로 들어온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들숨과 같다. 고무막을 당겼다가 놓으면

유리병 속의 부피가 줄어들고 압력은 높아져서 고무풍선 속의 공기가

외부로 빠져 나간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날숨과 같다.

20. [출제 의도] 외호흡과 내호흡의 개념 이해하기
(가) 부분은 폐에서 일어나는 외호흡이다. 폐포에서 모세 혈관으로

산소가이동하고, 모세혈관에서폐포로이산화탄소가이동하는기체교환이

일어난다. (나) 부분은 조직에서 일어나는 내호흡이다. 모세 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가 이동하고, 조직세포에서모세혈관으로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기체가 교환되는 원리는 확산이므로

산소의 농도는 폐포>모세 혈관>조직 세포 순이다.

21. [출제 의도] 사구체의 여과 작용을 실생활과 연관 짓기
원두커피가 여과지를 통과해 내려오는 것은 콩팥의 사구체에서

일어나는 여과 작용과 원리가 같다. 콩팥의 사구체는 보먼주머니보다

압력이 높아 혈액 속의 여러 성분은 혈관의 틈을 통해 보먼주머니로

여과된다. 여과되는 물질은 물을 포함하여 분자의 크기가 작은 영양소와

요소 등이다. 단백질, 지방, 혈구는 크기가 커서 여과되지 않는다.

22. [출제 의도] 소화, 순환, 배설계의 구조와 기능 통합하기
소화, 순환, 배설계의 구조와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소화계의 간에서 생성된 요소는 배설계의 콩팥으로 이동하여 오줌으로

배설된다.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분은 순환계의 모세 혈관에서 조직 세포에

공급된다. 소장에서 흡수된 포도당은 혈당 조절을 위해 글리코젠의 형태로

간에 저장된다.

23. [출제 의도] 연주 시차와 별까지의 거리 이해하기
지구가 공전함에 따라 지구의 위치가 달라지면 별의 겉보기 위치도 달라

진다. 이때 지구에서 측정되는 시차의 절반을 연주 시차라고 한다.

연주 시차는 지구에서 가까운 별일수록 크게 나타나고, 연주 시차를

측정하면 별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24. [출제 의도] 별의 거리에 따른 등급 변화 이해하기
별의 거리가 2배, 3배, 4배로 멀어지면 단위 면적당 받는 빛의 양은 


배,



배, 


배로 줄어든다. 즉, 별의 밝기는 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하므로 겉보기 등급은 커진다. 따라서 별이 4배 멀어지면 밝기가 

배가

되어 등급으로는 3등급 차가 나므로 겉보기 등급은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보여진다.

25. [출제 의도] 우리 은하의 구조 이해하기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에 속한다. 우리 은하의 모양은 옆에서 보면

중심부가 볼록한 원반 모양이고, 위에서 보면 나선 모양이다.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약 3만 광년 떨어진 나선팔에 위치한다.

역 사

정 답

1 ② 2 ② 3 ④ 4 ③ 5 ⑤

6 ④ 7 ⑤ 8 ④ 9 ② 10 ②

11 ③ 12 ⑤ 13 ④ 14 ① 15 ⑤

16 ① 17 ① 18 ⑤ 19 ① 20 ③

21 ③ 22 ① 23 ④ 24 ③ 25 ②

해 설

1. [출제 의도]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파악하기
유물을 통해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빗살무늬

토기를 통해 농경 생활을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①은 구석기 시대의

뗀석기, ③, ④는 청동기 시대, ⑤는 철기 시대에 해당하는 유물이다.

2. [출제 의도] 고조선의 역사 전개 과정 파악하기
고조선의역사전개과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고조선은청동기 단계의

단군 조선, 철기 단계의 위만 조선을 거쳐 중계 무역으로 번성하였으나

한 무제의 침략으로 멸망하였다.

3. [출제 의도] 중앙 집권 국가의 특징 파악하기
연맹 왕국이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치적 특징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족장 세력은 중앙 집권 국가 단계에서

왕중심의귀족으로편입되면서독자성이약화되었다. 중앙집권 과정에서

나타나는특징은불교수용, 율령반포, 행정구역의재편, 공복제정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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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제 의도] 신라의 한강 유역 차지의 의의 이해하기
사료는 6세기 진흥왕의 한강 유역 점령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당항성을 통하여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①은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이

원인이고, ②는 400년 광개토대왕 시기의 일이며, ④는 4세기 중엽의

근초고왕, ⑤는 6세기 초 지증왕의 업적이다.

5. [출제 의도] 고구려의 대외 항쟁 과정 파악하기
고구려가수·당의세력을물리친사실을파악하는문제이다. 살수 대첩은

고구려의 을지문덕이 수나라의 30만 별동대를 격퇴한 사건이고, 안시성

싸움은안시성성주와백성의굳센저항으로당의침입을물리친사건이다.

6. [출제 의도] 신라의 삼국 통일의 의의 파악하기
신라 삼국 통일의 긍정적 측면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신라는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당의 한반도 지배 야욕을 물리치고 자주적인 통일을 이룩

하였다.

7. [출제 의도] 발해의 고구려 계승 근거 파악하기
발해가 일본에 보낸 국서를 통해 발해의 고구려 계승 근거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③, ④는 당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8. [출제 의도] 통일 신라의 통치 체제 이해하기
5소경의 설치 목적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5소경은 통일 후 지방 세력의

성장을 견제하고 수도가 동남쪽에 치우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

되었다. 또한 일부 중앙 귀족과 옛 고구려, 백제 귀족들을 옮겨 살게 하는

등 회유의 목적도 있었다. 북진 정책을 위한 전진 기지는 서경이다.

9. [출제 의도] 고려 시대 여성의 지위 이해하기
사료를 통해 고려 시대 여성의 지위를 이해하는 문제이다. 고려 시대

에는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으며 재산 상속도 균등 분배하였다. 또한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이 제사를 지냈으며, 여성의 재혼은

비교적 자유로워 가정에서 여성의 지위는 조선 시대보다 비교적 높았다.

10. [출제 의도] 만적의 신분 해방 운동 성격 이해하기
최충헌의 사노비인 만적이 일으킨 봉기가 천대받던 노비의 신분 해방의

성격이 있음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무신 정권 하에서 노비를 비롯한

사회 하층민들은 신분 상승과 관련된 사회의식이 성장하고 있었다.

11. [출제 의도] 서희의 외교 담판 결과 파악하기
거란의 1차침입때서희의외교담판으로고려의영역이압록강유역까지

확장되었음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국제 상황을 파악한 서희가 소손녕과

담판을 벌인 결과 강동 6주를 설치할 수 있었다.

①은 1380년 진포에서 왜구 격퇴, ②는 1107년 여진 정벌, ④는 1270년

몽골과의 항쟁, ⑤는 1019년 귀주 대첩이다.

12. [출제 의도] 신진 사대부의 특징 파악하기
고려 말 새로 등장한 지배 세력인 신진 사대부의 출신, 학문적 성향,

외교적 성향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⑤는 친원적 성향을 가진 보수 세력인

권문세족의 특징이다.

13. [출제 의도] 임진왜란의 발생과 극복 과정 파악하기
난중일기가 이순신의 임진왜란과 관련된 것임을 알고 외세의 침략에

맞선노력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한산도대첩은이순신이학익진 전법으로

왜군을 물리치고 서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한 전투이다.

14. [출제 의도] 조선 시대 통치 체제의 정비 과정 이해하기
조선이 유교적 법치 국가 체제를 확립하였음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15세기에는 편찬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②는 의례서, ③, ④는

지리서, ⑤는 역사서이다.

15. [출제 의도] 조선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 파악하기
조선 시대 각 신분에 따른 생활 모습을 파악하는 문제로 ①, ②는 상민,

③은 천민, ④는 양반의 생활 모습이다. 중인 신분에는 기술관, 서얼,

하급 관리 등이 있다.

16. [출제 의도] 조선 전기 민족 문화의 발달 내용 파악하기
조선전기에발달한민족문화유산의내용을파악하는문제이다. 칠정산,

측우기, 훈민정음은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민족 문화유산

이다. ②, ⑤는 고려 시대, ③, ④는 조선 후기 정조 시기에 해당된다.

17. [출제 의도] 이집트 문명의 발생지 파악하기
기자 지역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사진이 이집트 문명과 관련된 것임을

알고 그 위치를 지도에서 찾는 문제이다. ②는 메소포타미아, ③은 인더스,

⑤는 중국 문명 발생지이다.

18. [출제 의도] 진의 통일 정책 파악하기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가 진임을 알고 진이 화폐, 문자, 도량형을

통일하는 등 다양한 통일 정책을 실시하였음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①, ③은 한나라, ②는 주나라, ④는 춘추 전국시대의 역사적 사실이다.

19. [출제 의도] 인도의 통일과 불교의 발전 내용 파악하기
북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아소카 왕의 통치 방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아소카 왕은 통일 후 불교를 받아들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치하였다.

그 후 쿠샨 왕조도 불교를 확대시켜 나갔는데 이 과정에서 대승 불교가

확산되고 간다라 미술이 발달하였다.

20. [출제 의도] 페르시아 중앙 집권 정책의 목적 파악하기
페르시아가실시한 중앙 집권적 통치 정책의목적을파악하는 문제이다.

왕의 눈, 왕의 귀, 왕의 길 등은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정책이다. ①, ④는 그리스, ②는 1177년 카노사의 굴욕 이후 교황권이

왕권을 능가한 시기, ⑤는 로마 제국과 관련이 있다.

21. [출제 의도] 헬레니즘 문화의 등장 배경 파악하기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으로 시작된 헬레니즘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은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의 결합,

개인주의와 세계 시민주의 정신이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는

라오콘 군상, 밀로의 비너스, 사모트라케의 니케상 등이 있다.

22. [출제 의도] 힌두교 발전 배경 파악하기
힌두교의확산배경을 파악하는문제이다. 힌두교는굽타왕조의 정책적

지원을받아발전되었으며브라만교를중심으로불교와인도의민간신앙이

자연스럽게 융합됨으로써 인도인에게 널리 확산될 수 있었다.

23. [출제 의도] 중세 서유럽의 정치 제도 이해하기
봉건제의 정치적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서유럽은 이슬람 세력과

노르만 족의 침략으로 혼란이 계속되자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군과

봉신 사이의 주종 관계가 확대되어 봉건제가 확립되었다. ①은 16세기

절대왕정시대, ②는한나라, ③은진나라, ⑤는그리스의정치와관련이있다.

24. [출제 의도] 앙코르 왕조의 문화유산 파악하기
앙코르와트가앙코르왕조의대표적인문화유산임을파악하는문제이다.

①은 베트남 남부, ②는 미얀마, ④, ⑤는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형성된

국가들이다.

25. [출제 의도] 이슬람 문화의 특징 이해하기
쿠란과 아랍어를 문화적 공통 요소로 하는 이슬람 문화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②는 중세 서유럽의 건축 양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