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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법]

1.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1문단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 알려 드리고자 발표
를 준비했습니다.’라고 화제를 선정한 이유를 밝히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발표를 마무리하며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발표 상인 ‘광용
적맥파 측정 기술’의 종류를 열거하며 문제점을 제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광용적맥파 
측정 기술’과 관련된 잘못된 통념을 지적하며 발표 
내용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
다. ⑤ ‘광용적맥파 측정 기술’과 관련된 구체적 수치
는 언급하며 발표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
지 않다.

2. [출제의도] 발표 전략 파악하기
2문단에서 ‘측정 부위의 혈류량이 많을 때는 ~ 상
적으로 반사되는 빛이 많아집니다.’라는 내용을 설명
하기 위해 그래프를 제시하 으나 빛의 반사량과 측
정 부위의 혈류량은 반비례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광용적맥파 측정 기술에 해 모르는 학생이 많
음을 고려하여, 1문단의 발표 시작 부분에서 동 상
을 통해 이 기술이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사례
를 보여 주며 흥미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빛의 일반적인 특성에 해 배운 내용을 기억하
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2문단에
서 그림 2를 통해 빛의 투과, 흡수, 산란, 반사 등의 
특성을 설명하며 청중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고 있
으므로 적절하다. ③ 스마트 기기에서 나오는 빛이 
왜 녹색인지 궁금해할 학생을 고려하여, 2문단에서 
그림 3을 통해 혈액 속 헤모글로빈이 붉은색이라서 
보색인 녹색을 잘 흡수함을 설명하며 청중의 궁금증 
해소를 돕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PPG 
센서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해 그림 1을 제시하여 
LED와 광센서의 모습을 보여 주는 도식을 통해 제
재의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 [출제의도] 청중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학생 1은 ‘평소에 스마트 기기를 통한 ~ 알 수 있어
서 좋았어.’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궁금증이 해소되
었음을 알 수 있으나 학생 2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
지 않아 아쉬웠는데’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궁금증
이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학생 1은 ‘발표를 들으면서 ~ 알 수 있어서 좋았
어.’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발표를 통해 새롭게 알
게 된 정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적절
하다. ② 학생 2는 ‘예전에 스마트 손목시계로 ~ 정확
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으므
로 적절하다. ③ 학생 3은 ‘예술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지?’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발
표 내용으로 알 수 없는 정보에 해 자신의 궁금증

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학생 2는 ‘그 이
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 ~ 추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
어.’라고, 학생 3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
았을 것 같아.’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학생 2와 학
생 3 모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화법․작문]

4. [출제의도] 진행자의 역할 이해하기
(가)의 ‘학생 1’의 발화에서 토의에 참여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은 후 보충 설명을 요청하는 부분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학생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지난 시간에 어르신
들을 ~ 준비해 왔지?’라고 하며, 지난 활동의 내용을 
언급하며 토의 참여자들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있
으므로 적절하다. ② ‘학생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지금부터 준비해 온 ~ 계획을 세워 보자.’라고 하며, 
토의 참여자들에게 논의할 내용을 안내하며 토의를 
시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학생 1’은 세 번째 
발화에서 ‘그러면 홍보 포스터를 ~ 기념회를 하자는 
거지?’라고 하며, 토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그런데 
이 활동은 ~ 이야기해 보자.’라고 하며, 추가로 논의
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학
생 1’은 네 번째 발화에서 ‘그럼, 제안서 작성을 위해
~ 찾아 주면 좋겠어.’라고 하며, 토의 참여자들의 역
할을 제안하 고 ‘다음 시간에는 ~ 이만 마칠게.’라고 
하며 토의를 마무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기
[A]의 ‘학생 3’은 상 가 제안한 내용에 해 근거를 
들어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와 달리 
[B]의 ‘학생 3’의 ‘참가를 희망하시는 어르신을 세 
번 정도 뵙’자는 제안에 해, ‘학생 2’는 ‘그런데 자
서전 ~ 뵙는 게 좋겠어.’라며 ‘자서전 분량이나 녹음 
과정을 생각하면’을 근거로 ‘다섯 번’ 정도 뵙는 게 
좋겠다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6. [출제의도] 작문 계획의 반  여부 파악하기
(나)의 3문단은 토의에서 요청 사항을 수용할 경우 
복지관의 운 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의 2문단에서 ‘오늘날 지역 사회에서는 ~ 문
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세  간 문화 단절 
현상은 ~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 봉
사 활동을 계획했습니다.’는 (가)의 토의에서는 언급
되지 않았던, 우리 지역 문제 중 하나인 ‘세  간 문
화 단절 현상’을 바탕으로 봉사 활동을 계획한 취지
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학생 1’
의 세 번째 발화에서 학생들이 논의한 봉사 활동 계
획을 요약하고 있다. (나)의 3문단에서 ‘먼저,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 참가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후에 어르신을 ~ 완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
서전이 ~ 진행하려고 합니다.’는 (가)의 토의에서 언
급한 봉사 활동 계획을 진행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의 ‘학생 2’의 다섯 번째 
발화에서 복지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제안서에, ‘우리 
세 와 어르신 세 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
회’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
다. (나)의 4문단에서 ‘위와 같이 복지관에서 ~ 얻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는 (가)의 토의에서 언급한 봉
사 활동의 의미를 활용하여 요청 사항이 수용되었을 
때 어르신들에게 기 되는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므
로 적절하다. ⑤ (나)의 4문단에서 ‘또한 저희가 찾
은 ~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는 (가)의 토의에서는 언
급되지 않았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자서전 쓰기의 
긍정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7.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의 앞 문장과 뒷 문장인 ‘이런 활동들을 ~ 지원이 
필요합니다.’와 ‘자서전 출판 ~ 지원도 요청드립니다.’
는 병렬적으로 연결되므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인 ‘그러나’를 사용하는 것
은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이를 수정하기 위해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인 ‘그러므로’로 고치는 것도 적절하지 않
다.
① (나)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자서전을 써 드리
는 봉사 활동 계획을 밝히고,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
하는 내용의 제안서이다. 그러므로 ㉠ 의 ‘세  간의 
갈등 외에도 우리 학교에서는 선후배 간의 갈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는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문
장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의 ‘완성되
어지면’의 ‘되어지다’는 ‘-되다’와 ‘-어지다’의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므로 ‘완성되면’으로 고치
는 것이 적절하다. ④ ㉣의 ‘돌이켜’는 뒤에 오는 ‘지
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다’는 의미의 동사인 ‘회고
하며’와 의미상 중복된 표현이므로 ‘돌이켜’를 삭제하
는 것이 적절하다. ⑤ ㉤의 ‘지역 주민에게 긍정적인 

향과 복지관의 발전을 추구할’에서 ‘긍정적인 향’
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으므로 ‘미치다’라는 서술어
를 추가하여, ‘지역 주민에게 긍정적인 향을 미치
고 복지관의 발전을 추구할’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
다.

[작문]

8.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작문 상황에서 이 글의 주제가 ‘청소년 칼슘 부족 문
제와 이에 한 해결 방안’에 한 것임을 알 수 있
다. 학생의 초고의 3문단에서 청소년들의 칼슘 부족 
문제에 한 해결 방안을 가정, 학교, 사회적 차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9.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판단하기
[자료 1-㉯]에서 칼슘 결핍의 문제점에 해 제 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 많다는 것을, [자료 3]
에서 ‘청소년들이 제 로 된 양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므로 ‘올바른 양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자료를 토 로 학생 
스스로 양 정보를 선별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에서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자료 1-㉮]에서 칼슘 섭취량이 권장 섭취량 
비 58.9%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
여 청소년들의 칼슘 섭취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자료 2]에서 청소년들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가 ‘최
근 3년간 4배 이상 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
을 선호하는 청소년 식습관의 사례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자료 3]에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양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는 종
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
므로, 사회적 차원의 해결 방안을 구체화하는 예시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자료 1-㉮]에서 청소
년의 나트륨 섭취량은 권장 섭취량 비 169.5%로 
나타난다는 것을, [자료 2]에서 나트륨 섭취가 칼슘 
배출을 촉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자
료 1-㉮]와 [자료 2]를 활용하여 잘못된 식습관이 
칼슘 부족을 야기한다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은 적
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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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제의도] 조건에 따른 글쓰기
‘나도 모르게 발끈한 내 마음’에서 칼슘이 부족할 경
우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
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범인은 칼슘 부족입니다’
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문법]

11. [출제의도] 서술어의 자릿수 파악하기
‘삼다’는 주어와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인데 ‘선생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다.’는 
주어인 ‘선생님께서’와 필수적 부사어인 ‘제자로’는 
있지만 목적어가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에 해당
하는 예로 적절하다.
① ‘잡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
어인데 ‘동생이 내 손을 꼭 잡았다.’는 주어인 ‘동생
이’와 목적어인 ‘손을’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므로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③ ‘쉽다’는 주어만
을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인데 ‘이 책의 내용은 생
각보다 쉽다.’에는 주어인 ‘내용은’이 갖추어져 있으
므로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④ ‘만들다’
는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인데 
‘나는 밤새 보고서를 겨우 만들었다.’는 주어인 ‘나는’
과 목적어인 ‘보고서를’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므로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⑤ ‘소개하다’는 
주어와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인데 ‘그는 자신의 친구에게 나를 소개했다.’는 
주어인 ‘그는’, 목적어인 ‘나를’, 필수적 부사어인 ‘친
구에게’가 모두 갖추어져 있으므로 ㉠에 해당하는 예
로 적절하지 않다.

12. [출제의도] 서술어의 선택 제약 파악하기
ⓒ는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라는 의미
를 고려할 때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므로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직분이나 신분을 의미하는 체언하고만 
어울리는 선택 자질은 목적어 자리에 오는 단어에만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는 ‘생명을 지니고 있다.’라는 의미를 고려할 때 
주어에 ‘생명을 지닌 존재’를 선택하여 결합해야 서
술어의 의미가 온전하게 표현되므로 적절하다. ② ⓑ
는 주어와 부사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고 
ⓒ는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므
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종류는 다르지
만,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는 2개이므로 적절하
다. ③ ⓑ는 ‘어느 곳에 거주하거나 거처하다.’의 의
미를 고려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사어 자리에 
‘장소’를 의미하는 체언이, ⓓ는 ‘어떤 사람과 결혼하
여 함께 생활하다.’의 의미를 고려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사어 자리에 ‘결혼을 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체언이 한정되므로 적절하다. ⑤ 
ⓔ는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 문장의 서술어이므로 한 자리 서술어이고 
ⓐ 또한 한 자리 서술어이므로 적절하다.

13. [출제의도] 관형사의 특징 파악하기
ㄴ의 ‘새로’는 동사 ‘사다’의 활용형인 ‘산’을 꾸며 주
는 부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ㄱ에서 ‘이’는 뒤에 오는 체언인 명사 ‘상점’을 꾸
며 주는 지시 관형사이므로 적절하다. ② ㄱ에서 ‘헌’
은 뒤에 오는 체언인 명사 ‘물건’의 상태를 드러내 
주는 성상 관형사이므로 적절하다. ③ ㄴ의 ‘다섯’은 
수사로 주격 조사 ‘이’와 결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
다. ④ ㄱ의 ‘두’는 뒤에 오는 체언인 의존 명사 ‘곳’
을 수식하고, ㄷ의 ‘한’은 뒤에 오는 체언인 의존 명
사 ‘벌’을 수식하는 수 관형사이므로 적절하다.

14.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보기>의 학습 자료 ㄱ ~ ㄷ에 나타난 음운의 변동
을 분석하면 ‘목화솜[모콰솜]’은 ‘ㄱ’와 ‘ㅎ’이 합쳐져 
‘ㅋ’이 되는 음운의 축약이 1회 나타나고, ‘흙덩이[흑
떵이]’는 ‘ㄺ’의 ‘ㄹ’이 탈락하는 음운의 탈락 1회와 
‘ㄷ’이 ‘ㄸ’으로 교체되는 음운의 교체 1회가 나타나
며 ‘새벽이슬[새병니슬]’은 ‘ㄴ’이 새로 첨가되는 음
운의 첨가 1회, ‘ㄱ’이 ‘ㅇ’으로 교체되는 음운의 교체 
1회가 나타난다. 따라서 ‘두 개의 음운이 하나의 음
운으로 합쳐지는 현상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에 
한 답변으로 ㄱ에만 ‘예’라고 표시하 으므로 적절하
다.

15.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이해하기
㉤에서 동사 ‘가던다’는 선어말어미 ‘-더-’를 사용하
여 과거 시제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선어말어
미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거 시제를 표현했다
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동사 ‘닐오리라’는 선어말어미 ‘-리-’를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동사 
‘묻다’는 선어말어미 ‘--’를 사용하여 현재 시제
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형용사 ‘어엿브
다’는 아무런 선어말어미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형용사 ‘업더라’는 
선어말어미 ‘-더-’를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하
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인문]

[16 ∼ 21] <출전> 박정자, ｢시뮬라크르의 시 ｣
   임 매, ｢보드리야르:현 예술과 초미학｣

16.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가)는 플라톤의 철학적 세계관에 따른 시뮬라크르
에 한 관점을 제시하고 이에 한 반플라톤주의 
철학자 들뢰즈의 비판과 그의 시뮬라크르에 한 관
점을 소개하고 있다. (나)는 철학자 보드리야르의 세
계관을 바탕으로 한 현  시뮬라크르에 한 관점을 
시뮬라크르가 산출되는 과정과 초미학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7. [출제의도] 내용 이해하기
(가)의 1문단을 통해 플라톤은 가지적 세계와 가시
적 세계를 구분하고, 가지적 세계에는 결코 변하지 
않는 본질, 즉 실재인 에이도스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가)의 2문단을 통해 에이돌론은 가시적 세
계의 사물임을 알 수 있으므로 가지적 세계에 있는 
본질은 에이도스와 에이돌론으로 구분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8. [출제의도] 사례에 적용하기
<보기>의 [자료 2]에서 ‘의자 0’은 가구 장인 B가 
만든 의자를 본떠 직접 그린 ‘의자 1’의 모델로, 결국 
가구 장인 B가 만든 현실 세계의 의자이다. 그런데 
(가)의 1문단과 2문단에서 플라톤은 장인처럼 에이
도스에 한 지식을 가지고 만든 가시적 세계의 사
물은 실재하는 본질인 에이도스가 있는 가지적 세계
를 모방하여 재현한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1문단과 2문단, 4문단을 통해 볼 때, 플라
톤의 입장에서 <보기>의 [자료 1]에서 실제 상품을 
베낀 초안을 그린 후 이를 변형한 ‘첫 캐릭터’는 시
뮬라크르로 모방을 거듭하면서 본질에서 멀어진 가
짜이다. 하지만 들뢰즈는 시뮬라크르를 사물 그 자체
로 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2문단과 4문
단을 통해 볼 때, 플라톤의 입장에서 <보기>의 [자
료 1]에서 A가 실제 상품을 베낀 ‘초안’과 이를 변형

한 ‘첫 캐릭터’, 그리고 다시 이를 의인화한 ‘최종 캐
릭터’는 모방한 것을 다시 모방한 것이자, 실재하는 
본질에서 멀어진 이미지에 불과한 것이지만, 들뢰즈
의 입장에서는 ‘초안’, ‘첫 캐릭터’, ‘최종 캐릭터’는 
반복을 통해 생성된 실재로서 지닌 의미 그 자체이
므로 적절하다. ③ <보기>의 [자료 1]에서 ‘최종 캐
릭터’는 광고로 반복하여 방 된 후 가장 향력 있
는 인물로 선정되며 실제 상품보다 사랑받는 인기 
캐릭터가 되었는데, (나)의 1문단에서 보드리야르는 
광고가 생산한 복제 이미지가 실재보다 더 실재적이
고 우월한 것이 된 것을 시뮬라크르라고 말한다고 
하 고, 2문단에서는 현  사회에서 시뮬라크르는 그 
자체로서 실재를 신하다고 하 으므로 적절하다. 
⑤ <보기>의 [자료 2]에서 ‘의자 3’은 화가 C가 ‘의
자 1’을 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린 ‘의자 2’를 다
시 변형하여 그린 것인데, (가)의 4문단에서 플라톤
이 시뮬라크르가 모방을 거듭하면서 본질에서 멀어
진 가짜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들뢰즈는 원본과 
사본의 우위를 부정하는 역동적인 힘이 있는 사물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고 하 으므로 적절하다.

19. [출제의도] 사례에 적용하기 
(나)의 1문단에서 보드리야르는 현  사회에서는 복
제 이미지가 실재보다 더 실재적이고 우월한 것이 
된다고 하 고, 이러한 현  사회의 이미지를 ‘초과
실재’라고 부른다고 하 다. 그러므로 보드리야르 입
장에서 <보기>의 [자료 1]에서 실제 상품보다 사랑
받는 인기 캐릭터가 된 ‘최종 캐릭터’는 현  사회의 
복제 이미지가 실재보다 더 실재적이고 우월한 것이 
된 초과실재이므로 적절하다. 반면 (나)의 3문단에서 
보드리야르가 예술이 가지고 있던 미적 가치가 사라
지고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아름답거나 추하지 않게 
된 상태를, 예술 그 자체가 내파되어 사라진 초미학
이라고 부른다고 한 것으로 볼 때, 보드리야르 입장
에서 <보기>의 [자료 2]에서 B가 자신이 만든 의자
를 본떠 직접 그린 ‘의자 1’이 예술성을 인정받은 순
간은 예술 그 자체가 내파되어 사라진 상태가 아니
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1문단과 2문단을 통해 볼 때, <보기>의 
[자료 2]에서 B가 만든 의자는 플라톤의 입장에서 
에이도스에 한 지식을 가진 장인이 만든 좋은 이
미지인 것과 달리, <보기>의 [자료 1]의 실제 상품
을 베껴 그린 초안은 에이도스에 한 지식은 없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모방하여 재현한 나쁜 이미지
이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2문단을 통해 볼 때, 플
라톤의 입장에서 <보기>의 [자료 1]의 A가 그린 
캐릭터들과 [자료 2]의 C가 그린 그림들은 모두 사
이비 기술로 모방한 것을 모방한 가짜에 불과하므로 
적절하다. ③ (가)의 3문단을 통해 볼 때, 들뢰즈의 
입장에서 <보기>의 [자료 1]에서 음료 회사가 첫 
캐릭터에 해 한 혹평과 [자료 2]에서 평론가들이 
‘의자 0’에 해 한 극찬은, 각각 첫 캐릭터는 상품의 
특징을 드러낸 것에 따라, ‘의자 0’은 원본에 가까운 
정도에 따라 위계적인 질서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적
절하다. ⑤ (나)의 2문단과 3문단을 통해 볼 때, 보
드리야르 입장에서 <보기>의 [자료 1]의 설문 조사 
결과에서 ‘최종 캐릭터’가 가장 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되는 등 실제 상품보다 사랑받는 인기 캐릭터가 
된 것은 실제 상품을 모델로 수정되며 그려진 최종 
캐릭터가 광고에서 반복되면서 실제 상품보다 더 실
재적이고 우월한 초과실재가 된 것이고, [자료 2]의 
각국 미술관에서 예술가들이 깃발, 책상 등을 그 로 
전시하고 예술을 논하는 현상은 일상적인 사물이 예
술에 가까워지면서 모든 것이 미학적인 것이 되어 
일상 사물과 예술 작품 간의 경계가 붕괴된 상태이
므로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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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제의도] 내용 추론하기 
(가)의 마지막 문단에서 들뢰즈는 플라톤과 달리 예
술은 모방이 아닌 반복을 통해 주체의 판단과 상관
없는 독립된 존재로서 존재 가치를 보존한다고 언급
했고,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보드리야르는 시뮬라
시옹 현상에 의해 도처에서 예술 작품이 증식하면서 
예술이 가지고 있던 미적 가치가 사라져 모든 것이 
미학적인 것이 되는 것을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언급
했으므로 적절하다.

21.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하기
ⓐ는 ‘평하거나 논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사
람들은 흔히 내 글을 관념적이라고 말한다.’에서도 
‘평하거나 논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
하다.
②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말로 나타내다’라는 의미
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확인·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
다. ④ ‘무엇을 부탁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말리는 뜻으로 타이르거나 꾸짖
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과학ㆍ기술]

[22 ~ 25] <출전> Metcalf &Eddy, ｢폐수처리공학 I｣
22. [출제의도] 사실 정보 파악하기

5문단에서 ‘플록과 다른 플록이 연결될 때 접촉 시간
을 늘려 주’기 위해서는 물을 천천히 저어 주어야 한
다고 하 고, 이는 ‘가교 작용 과정’에서 ‘침전에 용
이한 큰 플록을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
다.
① 4문단에서 급속 교반은 ‘콜로이드 입자와 금속 화
합물이 빠르게 결합하여 반응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하 으므로 적절하다. ② 1문단에서 약품 
침전 방식은 ‘화학 약품을 이용하여 입자들을 응집시
켜 가라앉히는 방식’이라고 하 으므로 적절하다. ③ 
1문단에서 ‘부유물이 물보다 비중이 큰 경우, 다른 
물질과의 상호 작용 없이 중력만으로 가라앉힐 수 
있’다고 하 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에서 양이온
계 응집제는 ‘물과 화학 반응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을 형성’한다고 하 으므로 적
절하다.

23.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2문단에서 ‘콜로이드 입자들’이 물속에서 ‘음(-) 전
하를 띠고 있어 서로를 어내는 전기적 반발력의 

향’을 받는다고 하 으므로 적절하다.
24.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하기

<보기>에서 ⓐ는 응집제가 주입된 지점, ⓐ와 ⓑ 
사이는 전기적 중화 작용과 가교 작용으로 인해 콜
로이드 입자들의 침전이 일어나는 구간, ⓑ와 ⓒ 사
이는 전하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구간, ⓒ 이후는 체 
거름 현상으로 인해 콜로이드 입자들의 침전이 일어
나는 구간이다. 5문단에서 ‘응집제의 주입으로 형성
된 화합물 중 긴 사슬 형태의 고분자 화합물’이 가교 
작용에 쓰임을 알 수 있고, 6문단에서 ‘여분의 응집
제’로 형성된 ‘침전성 금속 화합물’이 ‘콜로이드 입자
들을 흡착하면서 가라앉는’다고 하 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에서 응집제를 주입하여 ‘전기적 중화 작용
과 가교 작용’으로 ‘물의 탁도를 낮’춘다고 하 고, 4
문단에서 전기적 중화 작용으로 콜로이드 입자들이 
‘반데르발스 힘이 작용할 정도로 가까워지게 되면’ 
‘작은 플록을 형성’한다고 하 으므로 적절하다. ② 5
문단에서 ‘고분자 화합물은 플록과 플록을 연결’한다

고 하 고, 이는 ‘침전에 용이한 큰 플록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 으므로 적절하다. ③ 5문단에서 ‘가
교 작용’의 목적이 ‘침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 고, ‘연결된 여러 플록들은 하나의 큰 플록이 되
어 중력의 향을 받아 빠르게 침전한다’고 하 으므
로 적절하다. ④ 6문단에서 ‘탁도가 낮아진 물에, 전
기적 중화 작용과 가교 작용에서 반응하지 못한 응
집제가 많이 남아 있게 되면’ 콜로이드 입자들이 ‘양
(+) 전하를 띠게 된다’고 하 으므로 적절하다.

25.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2문단에서 ‘음(-) 전하를 띠고 있’는 콜로이드 입자
들이 ‘안정성을 가지고 부유’한다고 하 으므로 ㉮는 
‘안정화’가 적절하다. 4문단에서 ‘전기적 중화 작용’은 
‘양(+) 전하의 금속 화합물’이 ‘콜로이드 입자와 결
합’하면 나타난다고 하 고, 그 결과 ‘콜로이드 입자
들이 불안정화’된다고 하 으므로 ㉯는 ‘전기적 중화’
가, ㉰는 ‘불안정화’가 적절하다. 6문단에서 전기적 
중화 작용과 가교 작용에서 반응하지 못한 응집제가 
많이 남아 있게 되면 전기적으로 중화되었던 콜로이
드 입자들이 오히려 양(+) 전하를 띠게 된다고 하
으므로 ㉱는 ‘전하 역전’이 적절하다.

[사회]

[26 ~ 30] <출전> 이준구, ｢미시경제학｣ 
26.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1문단에서 립시와 랭카스터가 차선의 이론을 제시한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윗글에 이들이 입증한 차선
의 이론의 한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윗글은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한 여러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그 결과는 차선
이 아닐 수 있다는 ‘차선의 이론’을 설명하며 차선의 
의미에 해 새로운 관점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
절하다. ② 5문단에서 ‘생산가능곡선 CD는 원점에 

해 오목한 모양으로 이 곡선 위의 점들은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 으므로 
적절하다. ④ 1문단에서 ‘최적의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면 경제 주체들은 일반적으로 효율성
을 고려하여 차선의 선택을 고민하게 된다’고 하 으
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무차
별곡선의 모양은 ~ 공평하다는 가치판단이 반 된 결
과’라고 하 으므로 적절하다. 

27.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3문단에서 ‘사회무차별곡선은 개별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주관적 만족감인 효용수준을 종합
한 사회후생수준을 보여 준다.’고 하 고, 4문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무차별곡선의 모양은 ~ 공평하다는 
가치판단이 반 된 결과’라고 하 으므로, 사회무차
별곡선에는 높은 효용수준을 누리는 사람들의 주관
적 만족감이 반 되어 있지 않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4문단에서 ‘사회무차별곡선 위의 모든 점은 동일
한 사회후생수준을 나타’낸다고 하 으므로 적절하
다. ② 4문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무차별곡선의 모
양은 원점에 해 볼록한 곡선’이라고 하 으므로 적
절하다. ③ 3문단에서 ‘사회무차별곡선의 모양을 보
면 그 사회가 개인의 효용수준에 한 평가를 통해 
공평성에 해 어떠한 가치판단을 하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라고 하 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사회무차별곡선은 개별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통
해 얻은 주관적 만족감인 효용수준을 종합한 사회후
생수준을 보여 준다.’고 하 으므로 적절하다.

28.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하기
3문단에서 ‘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10개의 조건 
중 9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차선이 아닌지를 입
증하기 위해서는 공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

으므로 효율성과 다른 기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
다.

29.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5문단에서 생산가능곡선의 ‘안쪽은 생산은 가능하나 
비효율적임을 나타낸다’고 하 고, <그림>에서 I는 
생산가능곡선의 안쪽에 위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따라서 I의 위치를 고려하면 생산이 가능하지 않
아 비효율적인 지점이라고 생각한다는 진술은 적절
하지 않다. 
① 5문단에서 ‘생산가능곡선 CD는 원점에 해 오목
한 모양으로 이 곡선 위의 점들은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 고, ‘곡선의 안쪽은 
생산은 가능하나 비효율적임을 나타낸다’고 하 다. 
<그림>에서 H는 생산가능곡선 위의 한 점이고, I는 
생산가능곡선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H가 생산가
능곡선 위에 있어 그렇지 않은 I보다 생산의 효율성
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5문단에
서 ‘제약하에서 사회후생수준을 고려하면 I 지점이 
차선의 선택이 된다’고 하 으므로, 선분 FG와 같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H가 아닌 I가 차선으로 선택
되었다면 그 이유는 사회후생수준을 고려했기 때문
이라고 생각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5문단에서 
‘H 지점은 제약하에서도 생산가능곡선 CD 위에 위치
하기에 생산의 효율성이나마 충족하고 있’다고 하
고, <그림>에서 선분 FG와 같은 제약이 있는 상황
에서 H와 K는 모두 생산가능곡선 위에 있으므로 선
분 FG와 같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생산가능곡선을 
고려하면 K도 H와 마찬가지로 생산의 효율성을 충
족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4문단에서 사회무차별곡선은 ‘원점에서 멀리 위치할
수록 사회후생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
고, <그림>에서 사회무차별곡선의 위치를 보면 
SIC3이 SIC1과 SIC2보다 원점에서 멀리 위치하고 있
으므로 SIC3은 SIC1과 SIC2보다 사회후생수준이 높
다고 생각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30.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적용’의 사전적 의미는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씀.’이다.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 따위에 맞추어 응하
거나 알맞게 됨.’의 의미를 지닌 단어는 ‘적응’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고전시가・고전수필]

[31 ~ 34] <출전> 이긍익, ｢죽창곡｣
                  홍우원, ｢노마설｣

31. [출제의도] 표현상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의 ‘화공의 붓긋흐로 그려 내여 울닐 손가’ 등에 
의문형 형식이 나타나 소망을 이루지 못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나)의 ‘말
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등에 의문형 형식이 나타나 
‘말’에게는 잘못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
다. 

32.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님의 거동 친 적 업건마’은 임과 함께한 적이 
없는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내 몸이 님을 조
차 삼기오니’는 화자와 임이 운명적으로 연결된 사이
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자가 타인의 잘못으로 
현재 상황에 처하게 됐음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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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지 않다.
① ‘병이 깁고’와 ‘돌미나리 줌으로 석찬을 쟈터
니’는 화자의 힘들고 곤궁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부정적 상황에 놓인 화자의 처지를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조믈이 새오던가’는 조물주의 
시샘을, ‘세의 마히 고하’는 세상일을 방해하는 장
애물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규화’는 화자를 의미하며 ‘못
피여 시들거다’에는 임과의 만남이 실현되지 못한 화
자의 안타까움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형상화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 가티 고든 졀’은 임에 한 
화자의 절개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임에 한 화자
의 변치 않는 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3.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 파악하기
(가)에서 ㉠의 ‘님의 집’은 화자가 ‘님의 집’을 모르
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와 임의 관계가 소원함을 드
러내는 소재이고, (나)에서 ㉡의 ‘주인집’은 ‘여러 식
구의 목숨이 나로 인해 완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늙은 말과 주인의 관계가 접했음을 드러내는 소재
이므로 적절하다. 

34. [출제의도] 구조도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B에서 ‘말’은 과거 자신의 공로를 나열하여 A에서 
‘주인’이 말에게 나가라고 한 것이 부당함을 주장하
고 있다. 하지만 ‘나이가 아직 어려 힘이 왕성할 때’
와 노쇠해진 지금의 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능력이 변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한
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① A에서 ‘주인’은 ‘말’이 ‘나이도 이제 많아졌고 힘
도 쇠하여졌’으므로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B에서 ‘말’은 자신을 기르는 
데 있어 ‘동쪽 교외의 무성한 풀’과 ‘남쪽 산골짜기의 
맑은 물’ 정도면 충분하고, 자신을 사용하는 데 있어 
‘힘’과 ‘재주’를 헤아려 일을 시키면 된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인’을 설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C에서 ‘주인’은 ‘관자’가 늙은 말 덕분에 길을 찾
을 수 있었던 고사를 인용하여 ‘말’에 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D에서 ‘주인’은 A에서 ‘말’에게 나가라고 했던 자신
의 처분을 번복하고 노비에게 ‘말’을 ‘잘 먹이’고 ‘욕 
당함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현대소설]

[35 ~ 38] <출전> 염상섭, ｢효풍｣
35.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특정한 말과 행동
을 하는 이유를 ‘그러나 감은 처음부터 안하무인인 
그 태도가 아니꼬웁게 보여서 말 꾸도 아니 해 준
다.’, ‘마주 앉았던 청년은 노인네들 객담만 언제까지 
듣고 있을 수 없어서 ~ 자기의 용건을 꺼낸다.’ 등과 
같이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서술자가 장면에 따라 달라지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로 나
누어져 서술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사건을 관찰하여 전
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서술자가 
등장인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6. [출제의도] 공간의 의미 파악하기
‘빈 떡집’은 처지가 락했다는 면에서 자신과 비슷
한 처지인 남원으로부터, 김관식이 빈 떡집에 앉아 
있는 것이 가엾어 보인다는 동정을 받는 공간이고, 
‘서재’는 부지런히 정치 현실에서 활동한다는 면에서 

자신과 상반된 처지인 박종렬로부터, 김관식이 정치 
운동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는 공간이므로 적절하
다.

37.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에는 ‘정 못하겠거든 고문으로라도 이름을 걸어 달
라는 것이다.’에서 보듯이 자신의 제안에 한 상
의 반응을 본 뒤 처음보다 기  수준을 낮추어 수정 
제안을 해야겠다는 심리가 담겨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에는 ‘제일선’에서 ‘지도’를 해 줘야 할 사람이
라고 상 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말을 담아, 정치에 
참여하라고 상 를 설득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
으므로 적절하다. ② ⓑ에는 ‘노인네들 객담만 언제
까지 듣고 있을 수 없어서 ~ 자기의 용건을 꺼낸다’
에서 보듯이, 상 를 정치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겠다
는 방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목적과 무관해 보
이는 화제를 상 의 정치 참여와 관련된 화제로 전
환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에는 
‘이 감의 말이 ~ 불쾌하건마는 지긋이 참았다’에서 
보듯이, 상 에게 면박을 당한 것에 한 불쾌감을 
누르고 자신이 시작하려는 사업이 신통치 않은 것일 
거라는 상 의 생각을 반박하려는 심리가 담겨 있으
므로 적절하다. ⑤ ⓔ에는 실제 사회 현실과 거리를 
두고 ‘방’ 안에 머무르겠다는 상 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삼천만이 모두’ 가진다는 경우를 가정하여 
그와 같은 가치관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으
므로 적절하다.

38.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김관식이 ‘나 같은 사람’은 ‘정당’에 참여하는 것이 
‘당치 않’다고 하며 거부한 것은 정당에 입후보하라
는 상 의 제안에 한 거부의 뜻을 표한 것일 뿐, 
초라한 자신의 처지에 자괴감을 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남원이 오래 전에 잡지도 경 하고 ‘신진 작가로 
이름을 날리’던 지식인이었지만 ‘붓 를 던지’고 빈
떡집의 주인이 되어 ‘지짐을 부치’고 있는 것은, 인물
이 기존의 삶의 방식을 바꾼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
므로 적절하다. ② 김관식이 ‘한 칸 방’의 안을 ‘선경’
으로, 밖을 ‘쓰레기통’으로 비유하여 방 밖의 현실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현실과 구별되는 공간인 방 안에 
머물고 싶다는 뜻을 드러낸 것은, 인물이 세상과 거
리를 두고 의도적으로 은둔자적 삶을 사는 이유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박종렬과 청년이 ‘UN
단도 오기 전’인 이른 시기에 ‘××당 성북지구분회’ 
조직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며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는 것은, 인물들이 사회 변화에 기민하게 응하는 
면모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박종열이 김
관식에게 정당에 참여할 것을 권한 뒤 ‘정치 운동하
는 사람’이 따로 있냐고 말하며 정치 참여를 ‘또 권
해’ 보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력을 규합하려
는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현대시]

[39 ~ 41] <출전> 김춘수, ｢부재｣
                  황동규, ｢삶을 살아낸다는 건｣

39.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가)에서는 ‘외롭게 햇살’이 ‘낮잠을 졸다 갔다’라고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
고, (나)에서는 ‘나무’가 ‘기침’ 소리를 내며 감추었던 
것들을 내놓는 모습에서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가)는 과거와 현재를 비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나)는 ‘마지막 잎

들이’ 지고 있는 모습에서 하강의 이미지가 나타나 
있지만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반복하고 있지 않으
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가)에서는 말줄임표로 끝내
는 시행이 없고, (나)에서는 ‘이런! 삶을, 삶을 살아
낸다는 건……’에서 시행을 말줄임표로 끝내며 여운을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가)에서는 명령적 
어조가 드러나 있지 않고, (나)에서는 ‘괜찮은 삶도 
있었다니!’에서 탄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
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0.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이해하기
㉣은 ‘낙엽’이 이쪽, 저쪽으로 아무렇게나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은 규칙적이지 않고 우연한 어떤 시간에 ‘바람’
이 나타났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은 
‘햇살’이 한겨울에 쓸쓸하게 홀로인 상태임을 표현하
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은 ‘투덜 다’라는 행위
가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하는 행동임을 나타내고 있
으므로 적절하다. ⑤ ㉤은 햇빛이 닿아서 ‘피라칸사 
열매’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끝나지 않고 지
속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가)에서 ‘맨드라미’, 나팔꽃, 봉숭아 같은 꽃들이 ‘철
마다 피’고는 ‘져 버’리는 모습에서 삶과 죽음의 순환
적 공존을 알 수 있고, (나)에서 ‘마른기침 소리’를 
내던 나무가 새롭게 ‘가지와 둥치’를 내놓는 모습에
서 소멸하는 자연물이 지닌 생의 감각을 알 수 있지
만, 생의 감각이 소멸한다는 것은 알 수 없으므로 적
절하지 않다.

[고전소설]

[42 ~ 45] <출전> 작자 미상, ｢두껍전｣
42.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두 사위’와 ‘장인’의 화에서 ‘사냥 갔을 때에 두꺼
비 동서를 만나서’ 일어난 사건의 정황을 드러내고 
있고, 두꺼비와 ‘장인’의 화에서 두꺼비가 ‘선관이
었’다가 ‘인간에 내쳐’져 일어난 사건의 정황을 드러
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의 안쪽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인들’은 ㉠의 ‘하
인들’이 아니고 두꺼비가 하인들을 불러 ㉠에서 있었
던 일에 해 문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
하지 않다.
① ㉠에서 ‘두 동서’가 ‘사냥한 것’을 달라고 하자 ‘두
꺼비가’ ‘허락’한 것에서 두꺼비는 동서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에
서 ㉢으로 이동한 두꺼비를 보고 ‘ 감’이 ‘뉘  사
람입니까’라고 하는 것에서 감은 자신의 사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에서 ‘부인’이 두꺼비의 ‘좋은 풍채’를 ‘반기며 
좋아하’는 것에서 부인이 두꺼비에 한 생각을 바꾸
게 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에서 ㉣로 
가기 전에 ‘선관’이 ‘빈 상자’를 ‘장인’에게 주며 ‘잘 
간수하’라고 말하는 것에서 두꺼비는 장인에게 간직
할 물건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 파악하기
두꺼비가 ‘두 동서’의 ‘등에다 도장을’ 찍고 ‘회갑 날’ 
‘그 들은 나를 ~ 욕을 보 노라.’라고 하는 것을 보
면 ⓐ는 계획한 일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적
절하고, ‘천상에서’ ‘옥으로 된 가마가 내려오’자 두꺼
비가 ‘장인장모에게’ ‘천명을 이기지 못하고 천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보면 ⓑ는 명령을 이행하는 
데 쓰이는 수단이므로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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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두 동서’가 ‘사냥한 것’을 달라고 하자 두꺼비가 허
락하는 장면에서 두꺼비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속죄를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
하지 않다.
① 두꺼비가 ‘진언’을 외워 ‘허물’을 벗으니 ‘하늘에
서’ ‘하인들이’ 내려오는 장면에서 두꺼비가 ‘선관의 
의복을 제 로 갖’춘 것을 보면 숨기고 있었던 주인
공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부인’
이 두꺼비에게 ‘흉한 허물을 쓰고 있었’다고 언급하
는 장면에서 두꺼비를 ‘좋은 풍채’라고 하며 ‘반기며 
좋아하’는 것을 보면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확
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회갑 날’ ‘두꺼비 내
외’를 ‘못 오게 하’는 장면에서 ‘그네들이’ 두꺼비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한 것을 보면 가족 구성원으
로부터 박 를 당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두꺼비가 장인에게’ 자신이 
‘천상에서 비를 내려 주는 선관이었’다고 말하는 장
면에서 ‘인간에 비를 잘못 내린 죄로’ 지상에 내려왔
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주인공이 천상에서 쫓겨나 
지상의 삶을 살게 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
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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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교시 수학 영역 •
1 ④ 2 ④ 3 ② 4 ⑤ 5 ③
6 ① 7 ③ 8 ② 9 ② 10 ①
11 ① 12 ⑤ 13 ② 14 ③ 15 ④
16 ④ 17 ② 18 ⑤ 19 ① 20 ⑤
21 ③ 22 7 23 18 24 14 25 6
26 358 27 25 28 13 29 11 30 4

1. [출제의도] 지수법칙 계산하기





× 




 




× 




 



 



   

2. [출제의도] 등차수열 이해하기
    ×   

3. [출제의도] 로그의 성질 이해하기
log  log  log 



 log 

 log


   


log   



4. [출제의도] 함수의 극한의 성질 이해하기
  ≤ ≤  에서
lim
 →

  lim
 →

  이므로
함수의 극한의 소 관계에 의하여 lim

 →
 

lim
 →

  lim
 →

 × lim
 →

 ×   

5. [출제의도] 삼각방정식을 활용하여 문제해결하기
 cos   , cos 



 ≤  ≤ 일 때, 방정식 cos 

 의 해는

  

 ,   


,   




따라서 모든 해의 합은 




6. [출제의도] 함수의 극한 이해하기

lim
 →∞
 

 
 lim

 →∞




 










 


 



7. [출제의도] 함수의 극한 이해하기
lim

 →
 ×   

lim
 →

 ×   

lim
 →

의 값이 존재하므로

  에서   



8. [출제의도] 로그함수의 그래프 이해하기
  이라 하면 닫힌구간     에서 함수 의
최솟값은  ≠ 

 이므로     

그러므로 닫힌구간     에서 함수 의
최솟값은  log 

log   

 에서 log    

 , 
 



 

따라서     



9. [출제의도] 연속함수의 성질을 활용하여 문제해결하기
    의
양변에   을 입하면
    에서   

 ≠일 때,  

  

함수 는   에서 연속이므로
  lim

 →


 lim
 →
 

  

 lim
 →

   

 

 lim
 →
  

 
  


 



10. [출제의도] 평균변화율을 이용하여 추론하기
   (, 는 상수)라 하면
함수 에서 의 값이 에서 까지 변할 때의
평균변화율이 이므로






 에서   

   이므로 ′  

따라서  ′ ×   

11. [출제의도] 미분계수 이해하기
다항함수 는   에서 미분가능하므로
 lim

 →




 lim
 →






  ′

에서  ′ 

lim
 →
 


 lim

 →
 


×   

  ′×   

12. [출제의도] 의 성질 이해하기


  



   
  



 
  





 
  



 
  



 
 

  



   

따라서 
  



  

13. [출제의도] 삼각함수 이해하기
  이므로 tan   

 , tan   




tan  tan   









 에서

  이므로   

따라서 sin   









14. [출제의도]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해하기
  이므로
     

  
  

     

       

       

⋮

그러므로 수열 은 모든 자연수 에 하여
  을 만족시킨다.


  



 
  



  

 
  



  

 ×  

15. [출제의도] 등비수열의 합을 활용하여 문제해결하기
등비수열 의 공비를 라 하자.
    ⋯   

   ⋯  

라 하면     ⋯   


  



 
  



  이므로
   ,   

  이라 하면   이므로    

   이므로  ≠

그러므로    



    ×  

 


 ×  

 


 


  

따라서   

16. [출제의도] 삼각함수의 성질 이해하기
  


 라 하면

sin  


  sin 

 sin  cos이고
sin  

  sin


 cos

cos  cos에서
cos cos   

cos cos  

 ≤ cos ≤ 이므로 cos  



따라서 cos  

  cos  



17. [출제의도] 곱의 미분법 이해하기
   에서  

 ′     ′에서
 ′  ′

lim
 →



 에서

≠ 

 이라 하면

lim
 →









 ≠

이므로  



그러므로   이고  ′  ′

lim
 →



 lim

 →




 lim
 →

× 



 



이때  ′ 이라 하면  ′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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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
 →


 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

lim
 →



 ′

′

 ′

 ′
 

따라서  ′ 



18. [출제의도] 로그방정식을 이용하여 추론하기
 ≠인 모든 양의 실수 에 하여

 
log 



에서
×  

  log 
 이고,

 
log 



에서 log 
log 

 이다.

 

log 





 
log 



이므로
방정식 ×  에서


   log  

 
log 



  log  log 



그러므로 방정식 ×  의 모든 해는
방정식    log  × log   의
모든 해와 같다.
log   log    에서
log   라 하자.
이차방정식    의 판별식을  라 하면



  ×    이므로

이차방정식    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차방정식    의 두 실근을
 , 라 하면 방정식 log   log    은
, 을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갖는다.
이때 이차방정식    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따라서 방정식 ×  의 모든 해의 곱은
 ×       

 이다.

따라서   ,   

 ,  log 이므로

× ×  × 


× log   



19. [출제의도] 함수의 연속을 활용하여 문제해결하기
직선    는 기울기가 (  )이고
점   을 지나는 직선이다.
함수   의 그래프와 곡선    ( ≥ )
은 두 점    ,   에서 만난다.
직선    가 점   를 지날 때   



직선    가 점   를 지날 때   



이때 두 점    ,   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이므로
곡선    ( ≥ ) 위의 점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다.

그러므로 직선   


 는

곡선    ( ≥ ) 위의 점   에서의
접선이다.

O 


 

  



  

  



   

(ⅰ)     

 일 때,  

(ⅱ)   

 일 때,  

(ⅲ) 


   

 일 때,  

(ⅳ) 


≤   일 때,  

(ⅴ)  ≥ 일 때,  

(ⅰ) ~ (ⅴ)에 의하여












  ≥ 

 


≤   
   

 
     

 또는 


   

 
따라서 열린구간   ∞에서
함수 은   

 ,   

 ,   에서만

불연속이므로     


 


  



20. [출제의도]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추론하기
∠DAC  ∠BAD  라 하면
두 각 ∠DAC, ∠DBC가 모두 호 CD에 한
원주각이므로 ∠DBC  

ㄱ. 삼각형 ABD에서 사인법칙에 의하여
sin ∠BAD

BD
  , sin   



sin∠DBE sin∠DBC 

  (참)

ㄴ.   ∠BAC    에서     

 이고
sin   

 이므로   



∠BAC  × 


 



삼각형 ABC에서 사인법칙에 의하여

sin 



BC
  , BC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BC


AB


AC


×AB×AC× cos



AB

AC


AB×AC ⋯ (*) (참)

ㄷ. BE (    )이라 하면
CEBCBE 

삼각형 ABC에서 ∠BAE  ∠EAC이므로
AB  ACBE  CE에서

AB  AC   

양수 에 하여
AB , AC 라 하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AB×AC× sin 





이고

삼각형 BDE의 넓이는



×BD×BE× sin 







삼각형 ABC의 넓이가 삼각형 BDE의 넓이의
배이어야 하므로



  ×




   ⋯ (**)
(*)에 의하여
   

  

  

위 식에 (**)를 입하면
  

   에서
 

  또는  



그러므로 모든 의 값의 합은 
  (참)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
21. [출제의도] 등차수열의 합을 이용하여 추론하기

등차수열 의 공차를   이라 하자.
(ⅰ)   일 때

   이므로
  이고   ,   

    ,
    이므로
    

그러므로   ,   

    에서
  

  

      × 에서    



 

   

 
 

    ,    

은 자연수이므로   

그러므로   ×   

(ⅱ)   일 때
   이므로
   


이고    

 ,   




    

  ,     


 

이므로     

그러므로   ,   

   에서   




  

      × 에서    



  

     

  
 

    ,    



8

은 자연수이므로   

그러므로   ×   

(ⅰ), (ⅱ)에 의하여 모든 의 값의 합은
  

22. [출제의도] 미분계수 계산하기
   에서  ′  

따라서 ′ ×    

23. [출제의도] 등비수열 이해하기
등비수열 에 하여 세 수 , , 은
이 순서 로 등비수열을 이루므로


   ×   

따라서  ×   
  

24. [출제의도] 지수함수의 그래프 이해하기
곡선   을 축의 방향으로 만큼,
축의 방향으로 만큼 평행이동하면
곡선     이다.
또한 곡선     을 직선   에 하여

칭이동하면 곡선   log  이다.
log    log 

 × 이고,
함수   log  × 의 그래프가
함수   log  의 그래프와 일치하므로
  에서   이고   ×   

따라서     

25. [출제의도] 호도법의 정의를 활용하여 문제해결하기
OA (  ), ∠COA  (    )라 하면
호 AC의 길이가 이므로   에서   



부채꼴 OBC의 넓이가 이므로
 


 

 


  

 
 


 

   ,  에서   

따라서 선분 OA의 길이는 

26. [출제의도]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이해
하기
    



 ≥ 일 때    









 



그러므로 모든 자연수 에 하여  
 



따라서 
  






 

  



 

 
  



 
  





 ×

× × 
  

27. [출제의도] 함수의 극한을 활용하여 문제해결하기
두 함수  , 는
  에서 연속이다.
lim

 → 
 


 에서 lim

 → 

  이므로

lim
 → 

   ⋯ ㉠

lim
 → 
 


 에서 lim

 → 

  이므로 
lim

 → 

   ⋯ ㉡
㉠, ㉡에 의하여   이므로
두 함수  , 는 각각  을 인수로 갖는다.
   ,    (, 는 상수)
라 하면
lim

 → 
 


 lim

 → 
 

  

 lim
 → 

 

   ⋯ ㉢
lim

 → 
 


 lim

 → 
 

   

 lim
 → 

 

    ⋯ ㉣
㉢, ㉣을 연립하면
 ,    

  에서   이고   

   ,    

따라서  × ×   

28. [출제의도]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추론하기
함수   sin


 의 주기는 




 


 이고, 최댓값과 최솟값은 각각 , 이다.

또한 함수   sin


 의 그래프는

함수   sin


의 그래프를 축의 방향으로

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이다.


O 









  

  sin


 





(ⅰ)  ≤  ≤ 일 때
  ,  ≤  ≤ 일 때  이고
 ≤  ≤ 일 때  ,  이므로
  ,  ,
 ≤  ≤ 일 때  

그러므로 부등식    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은 존재하지 않는다.

(ⅱ)   , 일 때
 이고  ,   이므로
 ,  

그러므로 부등식    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의 값은 , 

(ⅲ)  ≥ 일 때
 이고  이므로  

그러므로 부등식    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은 존재하지 않는다.

(ⅰ), (ⅱ), (ⅲ)에 의하여 부등식
   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의
값의 합은   

29. [출제의도]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활용하여 문제해
결하기
함수 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하다.
(ⅰ)  ≤ 일 때

 
    

   ≥ 
이므로

함수 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하기 위해서는
  에서 미분가능하여야 한다.
lim

 →
 



 lim
 →
 

   

 lim
 →

   

lim
 →
 



 lim
 →
 

   

 lim
 →

   

에서   ,  

는 자연수이므로   

그러므로 순서쌍   는
   ,    ,    , ⋯,   

(ⅱ)  ≥ 일 때












    

   ≤   

 
   ≥ 

 
이므로 함수 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하기 위해서는   와   

 에서
미분가능하여야 한다.
lim

 →
 


 

lim
 →
 



 lim
 →
 

   

 lim
 →

   

에서   ,
 

   또는    ⋯ ㉠

또한 lim
 → 





  




 

 

 lim
 → 





  



   

 lim
 → 




   




lim
 → 





  




 

 

 lim
 → 





  



   

 lim
 → 




   




에서 


 



 

 ≥ 이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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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 ㉡에 의하여 순서쌍   는
  

(ⅰ), (ⅱ)에 의하여 모든 순서쌍   의 개수는 

30. [출제의도]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추론하기
   ,    라 하면
함수   는 의 값이 증가하면 의 값이
증가하고, 함수   는 의 값이 증가하면
의 값은 감소한다.
두 함수    ,   의 그래프의 점근선은
각각    ,    이다.
   ,    라 하면
두 함수   ,   의 그래프의
점근선은 각각   ,   이다.
      이므로    ,
    이므로   이고   ,
      ×    이므로
 

(ⅰ)     일 때
    , 


   이므로

 


  이고     



그러므로  

한편     이므로  

 에서      ,
× 

×    

  log 



그러므로   log 

 의 좌우에서
, 의 값의 소 관계가 달라진다.

   (a)     log 

 일 때
   이므로
그림과 같이    인
임의의 양수 에 하여
함수   의 그래프와 직선   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O 





   (b) log 


≤   일 때

 ≤  이므로
그림과 같이 함수   의 그래프와
직선   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양수 의 값은   뿐이다.

  

  

  

  

O 





(ⅱ)   일 때
  

 ,   이고  

 이므로
그림과 같이 함수   의 그래프와
직선   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양수 의 값은   

 뿐이다.

  

  



  



O 





(ⅲ)   일 때
  이므로  

 에서      ,


×    

  log  

또한   에서     ,


×    

  log  

그러므로   log   ,   log  의
좌우에서  , , 의 값의

소 관계가 달라진다.
   (a)    ≤ log  일 때

  

  

  

  

O 





   (b) log     log  일 때

  

  

  

  

O 





   (c)  ≥ log  일 때
  

  

  

  

O 





   (a), (b), (c)에 의하여
 ,  중 크지 않은 값을 라 하면
    인 임의의 양수 에 하여
함수   의 그래프와 직선   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ⅰ), (ⅱ), (ⅲ)에 의하여
함수   의 그래프와 직선   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양수 가
오직 하나뿐인 의 값의 범위는
log 


≤  ≤ 이므로

  ,   log 



  
log



  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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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

1. [출제의도] 담화의 목적 파악하기
[Chime bell rings.]
W: Hello, Greenville High School students! This 

is vice principal, Lisa James. Recently, the 
number of students using the bicycle-sharing 
system has increased. The shared bicycles 
are convenient and eco-friendly. However, 
there’s one important thing you should 
remember. If you don’t park them properly 
after use, they can block pedestrians’ way or 
cause accidents. Because of misplaced shared 
bicycles in front of the school, students have 
had trouble commuting. One student even fell 
over an improperly parked bicycle, and that 
could have led to a serious accident. So, 
please be sure to park the shared bicycles in 
the designated areas for the safety of 
everyone. Thanks for your cooperation.

2. [출제의도] 화의 의견 파악하기
M: Anna, what are you working on with your 

computer?
W: Hi, Daniel. I’ve been writing a history report. 

My eyes are so tired.
M: You do look a bit tired. Oh, isn’t your 

computer monitor very bright?
W: Yes, it’s on the brightest mode. It’s better to 

see clearer than a dark screen, right?
M: It may be so, but if the computer screen is 

too bright, it can be harmful to your eyes.
W: Really? How come?
M: Too bright a screen could cause blurry vision. 

It makes your eyes get tired easily.
W: Hmm, I think I’ve often experienced similar 

symptoms.
M: Also bright screens can even make your eyes 

dry, which has a bad effect on your eyesight.
W: Oh, I see. I should lower the brightness of 

the screen.
M: Yeah. Don’t forget screens that are too bright 

can damage your eye health.
W: Okay. Thanks for the tip.

3. [출제의도] 화자의 관계 추론하기
W: Hello. How may I help you?
M: Hi, I wonder if you have musical instruments.
W: Of course. What are you looking for?
M: I want a digital piano for my daughter.
W: Oh, you’re in luck. We got a nice one 

yesterday. Follow me.
M: Wow. It doesn’t look like it’s ever been 

played.
W: Yeah. The previous owner said her son didn’t 

like playing the piano, so he barely touched 

it.
M: Really? How much is it?
W: It’s $70. That’s a pretty good price.
M: Good. I’ll take it. By the way, do you buy 

used books, too? I have many picture books 
my children don’t read any more.

W: We do, but there should be no missing pages 
or pen marks.

M: Then I’ll take a look when I go home.
W: Okay. If you find your books in a good 

condition, please bring them in.
4. [출제의도] 화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M: Mindy, how did clothing donation day go?
W: Dad, it was such a wonderful event! Do you 

want to see a picture of it?
M: Sure. Oh, you drew a T-shirt on the banner.
W: Yeah. My club members came up with the 

idea.
M: Great. Are the shelves under the clock for 

the donated items?
W: Right. Do you see the basket on the round 

table?
M: Yes. What’s that for?
W: We put donation badges in it. We gave 

hand-made badges to donors.
M: How nice! Oh, I can see three boxes next to 

the chair.
W: Those were ready for donation to the charity 

center. We organized the donated clothes and 
put them in the boxes.

M: I see. What’s the picture on the wall?
W: That’s the picture we took with the people at 

the charity center last year.
M: It looks nice. It must have been a fun event.

5. [출제의도] 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W: Science Lab Day is tomorrow. Let’s do a 

final check, Kevin.
M: Good idea, Becky. I printed out the list of 

students who signed up for Science Lab Day.
W: Thank you. A lot more students signed up 

for it than we expected. There are enough 
chairs in the science lab, aren’t there?

M: Don’t worry. I checked the number of chairs 
and even brought some more yesterday.

W: What a considerate thing to do! And I 
downloaded the video clip that explains the 
safety rules.

M: Good. It’ll be important to show it before the 
experiments. How about experimental 
equipment?

W: I put everything on all the tables. Oh, I 
forgot to bring laboratory gloves from the 
preparation room.

M: Don’t worry. I’ll get them.
W: Thank you. Then I’ll check the first aid kit.

6. [출제의도] 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M: Welcome to Extreme Indoor Rock Climbing 

Center.
W: Hello, I’d like to try indoor rock climbing 

with my son. It’s our first time.
M: Okay. If it’s your first time, I recommend 

that you take an intro session. It takes an 
hour.

W: Great. How much is it?
M: It’s $20 for an adult and $14 for a child.
W: I see. I’ll take an intro session for one adult 

and one child.
M: Okay, do you have indoor climbing shoes? 

You need special shoes for climbing.
W: Can we rent the shoes? Both of us need 

them.
M: Yes. The rental fee is $3 per person. Then 

you want an intro session for one adult and 
one child and two shoe rentals, right?

W: Yes. Oh, can I use this coupon? I downloaded 
it online.

M: Sure. You’ll get 10% off the total price.
W: Great. Here’s my credit card.

7. [출제의도] 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Cell phone rings.]
W: Hello, Anthony. What’s up?
M: Hi, Lucy. I’m calling about borrowing some 

costumes from the drama club.
W: Oh, but I’m on my way to my part-time job 

at the moment.
M: Okay. Then maybe I can pick them up 

tomorrow. Anyway, how was your family 
gathering?

W: I had a great time. Oh, my uncle gave me a 
coupon for the rail bike at Crystal Riverside. 
Do you want to go with me?

M: Sounds great. When do you want to go?
W: How about this Saturday?
M: This Saturday? I’m afraid I can’t.
W: Oh, I remember you have your soccer 

practice every Saturday.
M: Not this week. It’s cancelled.
W: Then why can’t you come?
M: I have a musical audition scheduled on that 

day.
W: Okay. Good luck on the audition.

8. [출제의도] 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M: Sarah, what are you doing?
W: Hi, Thomas. I’m looking at a leaflet for the 

Winter Robot Camp. How about going with 
me?

M: Sounds interesting. When is it?
W: It’ll be held from December 28th to 30th.
M: That’s good. The semester will be over by 

then.
W: Right. And the camp will be at the Watkins 

Robot Center. You know where that is.
M: Yes, I’ve been there several times. Can I see 

the leaflet? I wonder what programs they’ll 
offer.

W: Sure. Here it is.
M: Oh, they’ll provide daily programs on robot 

programming, drone flying, and coding.
W: Yeah. It says participants will work together 

with other students with similar levels of 
experience.

M: It sounds like fun. How can we register?
W: It’s simple. We can scan this QR code and 

complete the form.
M: Great. Let’s do it now.

9. [출제의도] 담화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M: Hello, listeners! This is Hans Dale with 

Upcoming Event News. Do you want to feel 
festive vibes for autumn? Then the Go 
Greener Festival is a perfect event for you. 
This event will be held from November 11th 
to 13th in Central Park. Songs about the 
environment will be played. Stages will be 
built using recycled materials. You can buy 
food which is all organic and served on edible 
plates. If you bring your own water bo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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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can get drinks at a discounted price. To 
reduce the festival’s carbon footprint, the 
parking lot will not be available. Don’t miss 
the opportunity to go greener. Stay tuned!

10. [출제의도] 화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M: Honey, since we had fun doing a jigsaw 

puzzle last time, why don’t we order a new 
one?

W: That’s a good idea. What about a famous 
painting again? We can put it in the living 
room this time.

M: Let’s look online. [Typing sounds] Look, 
these five models are the most popular 
jigsaw puzzle sets.

W: Great. Which painting do you want this time?
M: We did Water Lilies last time.
W: Yeah, let’s choose something new.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umber of puzzle pieces?
M: How about doing something more challenging 

than 400 pieces?
W: I agree. And I think spending over $40 for a 

puzzle set is too much.
M: Right. Oh, we can choose the frame as well. 

Which one would be good?
W: How about a wooden frame? I think it’ll go 

better with the living room.
M: Okay. Let’s choose this one.

11.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W: Paul, what are you writing with that brush? 

It looks really artistic.
M: Thanks, Clara. I’m practicing calligraphy.
W: It’s my first time seeing someone doing 

calligraphy. Who did you learn it from?
M: 

12.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Telephone rings.]
M: Hello, Bluelagoon Scuba Diving. How can I 

help you?
W: Hi, I’d like to register for an indoor course 

on Friday evenings.
M: Let me check. [Typing sounds] We have two 

courses on Friday. The 7 p.m. is fully 
booked, but you can take the 8 o’clock 
course.

W:
13.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W: What’s that, John? Oh, is that the bookcase 
you ordered online?

M: Yes, Kelly. It was delivered today. I’m trying 
to put it together, but it’s quite complicated.

W: Hmm, it doesn’t look easy to assemble it.
M: Right, I hardly understand the manual. It’s 

my first time trying to assemble DIY 
furniture. I’m so confused.

W: That can happen if you’re doing something 
you’re not used to.

M: You’re right. Oh, didn’t you say you had 
assembled a computer by yourself?

W: Yes, and I also had difficulty understanding 
the manual.

M: Then how did you do it?
W: I searched for a video and learned how to 

put it together.
M: I think that would be quite helpful.
W: Yes, it explained every step well. There will 

be many videos online that can help you, too.
M:

14.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M: Honey, what are you watching online?
W: It’s a documentary about ugly vegetables.
M: Interesting. What does it say?
W: According to the documentary, one-third of 

all vegetables are thrown away at farms just 
because of their appearance.

M: I can’t believe it. That’s such a shame.
W: Yeah. They’re wasted even though they’re as 

delicious and nutritious as good-looking 
vegetables.

M: So, does the farmers’ hard work just become 
useless?

W: Right. I think we should do something for the 
farmers.

M: I agree. Why don’t we search for a way to 
buy ugly produce?

W: Great idea! Let’s find it on the Internet.
M: Let me do it. [Typing sounds] Look. This 

store is selling ugly vegetables at a 
reasonable price.

W:
15. [출제의도] 담화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 고르기

W: Sofia and Henry teach literature in high 
school. Sofia has worked for ten years, and 
Henry has just begun teaching. At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Henry assigns a 
book to his students and has them do a 
presentation about it. However, he notices 
that many of his students don’t show as 
much interest in the book as he expected, so 
he asks Sofia for advice. Sofia knows her 
students are highly motivated when they pick 
their own books. So, she wants to suggest to 
Henry that he allow his students to choose 
books for themselves.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Sofia most likely say to Henry?

Sofia:
16~17 긴 담화 듣기

M: Hello, students. Last class, we learned about 
different expressions in various languages 
related to birds. Today, let’s talk about what 
birds represent in different cultures. First, 
the eagle was a significant bird in ancient 
Mexican culture. For ancient Mexicans, the 
eagle was a symbol of the sun. As a 
predator, the eagle was also associated with 
strength and power. Second, in Chinese 
culture, the crane stands for intelligence and 
honor. It’s admired for its ability to walk, fly, 
and swim as well as for its graceful 
appearance. Third, in ancient Greek culture, 
the owl was a symbol for the Goddess of 
wisdom, Athena. The owl’s abilities to see, 
fly, and hunt effectively in the dark often 
implied magical powers and mystery. Lastly, 
in some Native American cultures, the 
hummingbird is a healer and deliverer of love. 
That’s because of its ability to move 
incredibly fast. The hummingbird is also 
considered a symbol of joy and good luck. 
Isn’t that interesting? Now, let’s watch a 
video to help you understand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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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18. [출제의도] 글의 목적 추론하기
[해석] 지역 상점 주인분들께

제 이름은 Carol Williams이고 Yellowstone 고등
학교의 학생회장입니다. 우리는 3월 30일에 연례 퀴
즈의 밤을 개최할 것이고, 우승팀에게 상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행사는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
를 제공해 주는 지역 상점의 후원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상품으로 사용할 상품권을 흔쾌히 
기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액수의 상
품권 기부든 감사히 여길 것입니다. 귀하의 관 함에 

한 가로 우리의 답안지에 귀하의 사업 광고를 
싣겠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우리의 요청을 고려하는 
데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기부하기를 원하시거나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신
다면 저에게 전화나 이메일을 주십시오. 곧 귀하로부
터 소식을 듣기를 기 하겠습니다. 

   Carol Williams 드림
19. [출제의도] 주인공의 심경 변화 추론하기

[해석] 그날, Dan과 나는 발표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수업이 시작된 직후에 나의 전화가 울렸다. 
그것은 “나는 제시간에 갈 수 없어. 도로에서 차 사
고가 있었어!”라고 하는 Dan으로부터 온 문자 메시
지 다. 나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Dan은 우리의 차례 전에 나타나지 않았고 곧 
나는 전체 학생들 앞에 서 있었다. 나는 겨우 내 몫
을 다 끝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나의 정
신은 몇 초간 멍해졌다. ‘정신 차려!’ 나는 재빨리 정
신을 가다듬고 Dan의 발표 부분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해 나갔다. 잠시 후, 나는 혼자서 전체 
발표를 끝냈다. 그제서야 긴장감이 사라졌다. 나는 
우리 교수님의 웃음을 띤 얼굴을 볼 수 있었다.

20. [출제의도] 필자의 주장 파악하기
[해석] 조직에서의 명확성은 모두가 계속 조화롭게 
일하게 하고 신뢰와 투명성 같은 핵심적인 리더십 요
소에 활력을 준다. 여러분의 조직에서 누가 또는 무
엇이 평가되고 있는지 간에 그들이 무엇에 해 평가
되고 있는지는 분명해야 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여러분의 조직에 있는 개개인들이 
그들이 무엇에 해 평가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로 평가된다면 그것은 불신을 초래하고 여러분의 조
직을 명확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여러분의 
조직이 생산적이고 응집력이 있고 성공적이기 위해서
는 신뢰가 필수적이다. 여러분의 조직에 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은 어떤 평가의 결과에도 부정적인 
향을 끼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여러분의 조직의 성
장을 상당히 방해할 것이다. 정확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신뢰는 필수적인 것이고, 그것은 명확성으로부
터 온다. 결국 평가는 여러분이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것은 그러고 나서 여러분의 조
직이 최적의 성공에 도달하도록 해 준다.

21. [출제의도] 함축 의미 추론하기
[해석] 최고의 수행과 동기 부여에 한 과학 연구
는 각각의 일이 우리의 에너지 수준에 이상적으로 
맞춰져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분석적
인 일은 우리의 에너지가 높고 방해물이 없으며 집
중할 수 있을 때 가장 잘 수행된다. 나는 보통 활기
찬 상태로 일어난다. 몇 년 동안 나는 ‘아침 식사로 
나의 문제를 먹는’ 습관을 꾸준히 고수해 왔다. 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다양한 시나리오와 화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다. 불만족스러워
하는 고객과 이야기하거나 불쾌한 이메일을 처리하
는 것을 미룰 때 나는 낮 동안에 너무 많은 감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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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에너지를 낭비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그 일이 뇌
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그것을 단지 처리
하는 데 실제로 걸리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그것
에 해 걱정하고, 그것에 해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피하는 데 보낼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
것이 항상 내가 끝내는 첫 번째 일이 될 것이다. 만
약 여러분이 자신이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의 어려운 일을 오후 늦은 시간에 하
도록 일정을 짜는 것에 한 전략을 세우라.

22. [출제의도] 글의 요지 추론하기
[해석]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날짜가 새 시작 (‘봄
의 첫 번째 날’처럼)과 관련이 있다고 제시했을 때, 
연구자들이 그것을 평범한 날 (‘3월의 세 번째 목요
일’처럼)로 제시했을 때보다 학생들은 그것을 목표 추
구를 시작하기에 더 매력적인 때로 보았다. 그것이 새
로운 운동 습관을 시작하는 것이든 혹은 소셜 미디어
에 시간을 덜 쓰는 것이든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날짜
가 새로운 시작과 관련될 때 더 많은 학생들이 바로 
그때 변화를 시작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다른 팀에 의
한 더 최근의 연구는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수
정된 주간 일정표를 보여 줌으로써 비슷한 이점들이 
얻어졌다는 것을 알아냈다. 달력이 오늘을 (월요일이
든 일요일이든) 한 주의 첫날로 표현했을 때, 사람들
은 그들의 목표에 한 즉각적인 진전을 이루는 데 더
욱 동기 부여가 되는 것을 느낀다고 보고했다.

23. [출제의도] 글의 주제 추론하기
[해석] 북미 원주민들은 공격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로 
종종 노래를 불 고 춤을 췄다. 이러한 준비의 노래에
서 야기된 감정적이고 신경 화학적인 흥분 상태가 그
들의 공격을 수행하기 위한 힘을 그들에게 제공했다. 
무의식적이고 억제되지 않는 행동으로서 시작했을지도 
모르는 것, 즉 격분하여 노래를 부르고 드럼을 치는 
것으로 그들의 희생자를 공격하는 것은 승리자들이 그
들이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이 미치
는 향을 직접 목격하면서 전략이 되었을 수도 있다. 
비록 전쟁의 춤이 적에게 곧 있을 공격을 경고해 주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자들에게 주
는 정서적 자극과 동시에 움직이게 하는 이점이 기습
의 상실을 보상해 줄 수 있다. 노래하고, 춤추고, 행진
했던 사람들은 그러한 장관을 목격한 적들을 겁먹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 강한 우세를 누렸을지도 
모른다. 19세기와 20세기의 독일인들은 스코틀랜드인
들을 가장 무서워했는데, 백파이프와 드럼이 순전한 
시끄러움과 시각적인 장관으로 교란시켰다.

24. [출제의도] 글의 제목 추론하기
[해석] 최근의 ‘생활 양식으로서의 자전거 타기’ 열풍
은 유럽, 미국, 호주 그리고 아시아의 몇몇 도시 지역
에서 적극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수의 증가와 
자전거 타기 클럽 회원의 성장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또한 자전거의 상징적인 재해석과 동반되어 왔다. 자
전거가 수년 동안 가난과 연관되었던 이후로, 비싼 
여가용 자전거 또는 여가용으로부터 감을 얻은 통
근용 자전거가 도시 환경에서 갑자기 열망의 상품이 
되었다. 현재 자전거 타기가 그것의 드러내 놓고 표
현하는 가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의 그것의 역할, 
그리고 타인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사회적 지위를 암
시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것의 효과를 위해 수행되기
도 하는 활동이 되었다. 어느 정도는 자전거 타기가 
부유한 사람들의 상징적 표시로 바뀌었다. 분명히 가
치를 지닌 소비 행위는 자전거 타기에 결코 한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체성 형성과 과시적 소비와의 관련
성은 자전거 타기의 경우에 특히 분명해졌다.

25. [출제의도] 표의 내용 파악하기
[해석] 위 그래프는 2000년과 2020년에 여섯 지역
에서 2차 홍역 백신 접종을 받은 아이들의 비율을 

보여 준다. 서태평양의 백신 접종이 된 아이들의 비
율은 2000년의 유럽의 그것보다 낮았지만 서태평양
의 2020년의 백신 접종율은 유럽의 그것을 3퍼센트 
포인트 앞질 다. 모든 지역들 중에서 동남아시아는 
그곳의 백신 접종이 된 아이들의 비율에 있어서 지
난 20년간 두 번째로 큰 증가를 이뤘고, 그곳은 
2020년의 여섯 지역 중 백신을 맞은 아이들의 비율
에서 3위를 차지했다. 동 지중해에서 백신 접종이 된 
아이들의 비율은 2000년에서 2020년까지 두 배 이
상 증가했지만, 두 해 모두 아메리카의 그것을 넘지
는 못했다(→ 두 해 중 한 해만 아메리카의 그것을 
넘었다). 아메리카의 백신 접종이 된 아이들의 비율
은 2000년에 여섯 지역 중 가장 높았지만 그것은 지
난 20년간 모든 지역 중 가장 적게 증가했다. 아프리
카에서 2020년에 백신 접종을 받은 아이들의 비율은 
2000년보다 7배 이상 높았지만 2020년에도 여전히 
여섯 지역 중 가장 낮았다.

26.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해석] 인도의 가장 유명한 과학자 중 한 명인 Janaki 
Ammal은 1897년에 태어났고, 중매를 통해 결혼할 것
으로 기 되었다. 인도 여성들의 식자율이 1%보다 낮
았던 시기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관습을 따
르지 않고 학에 입학하기로 결심했다. 1924년에 그
녀는 미국으로 갔고 마침내 Michigan 학에서 식물
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Ammal은 세계에서 가장 단 
사탕수수 품종 개발에 기여했다. 그녀는 국으로 건
너가 그곳에서 Chromosome Atlas of Cultivated 
Plants를 공동 집필했다. 연이은 기근이 있은 후, 그녀
는 수상의 요청으로 식량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
을 주기 위해 인도로 돌아갔다. 그러나 Ammal은 더 
많은 식량을 재배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삼림 벌채가 
일어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토종 식물 보
존에 한 옹호자가 되었고, 수력 발전 댐의 건설로부
터 Silent Valley를 성공적으로 지켰다.

27.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해석]

2022 딸기 축제

즐거운 가족 축제에 함께하세요. 올해 우리는 Berry 
Square에서 면 행사를 다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날짜: 2022년 11월 26일(오전 11시-오후 5시)
▫ 티켓: 1인당 20달러(6세 이하의 아이들은 무료입
니다.)
▫ 특별행사
· 오전 11시 : 아이들을 위한 베이킹 클래스
· 오후 1시 : 딸기파이 먹기 회
· 오후 3시 : 딸기 의상 콘테스트
▫ 참고
· 주차비는 5달러이며 매표소로 가는 트램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 여러분이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다면 신청서를 작성

하여 manager@strawberryfestival.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28.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Maple Spring 조명 예술 전시회

  Maple Spring 조명 예술 전시회는 조명 예술품으
로 둘러싸인 경로를 따라 당신을 비추게 될 것입니
다. 여러분이 Maple Spring을 걸으면서 아름다운 조
명 예술품들을 감상하세요.

▫ 날짜: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번째와 네 번째 월요일은 운 하지 않음.)
▫ 시간: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입장료: 1인당 5달러
▫ 전시 경로: Maple Spring 중심부의 Bow 강을 따

라 (관람 경로의 디지털 지도만 제공
합니다.)

· 기념품은 현장과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지역 주민은 입장료의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 www.maplespringlight.com을 

방문하십시오.
29. [출제의도] 어법상 틀린 표현 고르기

[해석] 선매 행위는 어떤 전략이 경쟁자로 하여금 어
떤 특정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
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경우에는 선제적 조치
는 단순히 경쟁자들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단념시
킬 수 있는 어떤 의도의 공표일 수도 있다. 선매 행
위 개념은 때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
하는데, 즉 어떤 시점의 결정이나 조치는 다른 시점
에 그것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득이 될 수 있다. 선
매 행위는 새로운 진입자가 시장에 진출하기 이전과 
진출해 있는 동안에 광고의 가중치를 높이는 것을 포
함할 수 있다. 그 취지는 신규 진입자의 광고가 잠재
적 구매자들에게 인상을 남기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
는 것이다. 제품 확산은 또 다른 잠재적인 선매 행위 
전략이다. 일반적인 아이디어는 수용되지 않는 시장 
수요의 방식이 거의 없도록 다양한 제품 변형을 출시
하는 것이다. 거의 틀림없이, 만약 시장이 제품 변형
으로 이미 채워져 있다면 경쟁자들은 아직 점유되지 
않은 시장 수요 주머니를 찾기가 더 어렵다.
[해설] 단수 동사가 필요하므로, is가 적절하다.

30. [출제의도]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 고르기
[해석] 카운터셰이딩(명암역위형보호색)은 동물에게 
위장을 제공하는 시각적으로 평평하게 하는 과정이
다. 햇빛이 물체를 위에서 비출 때, 그 물체는 맨 위
에서 가장 밝을 것이다. 물체의 색깔은 맨 아래로 향
할수록 점차 더 어두운색으로 음 이 생기게 될 것
이다. 이러한 음 은 물체에 농도를 주고 보는 사람
이 그것의 모양을 식별하게 해 준다. 따라서 비록 동
물이 밑바탕과 정확하지만 균일하게 같은 색일지라
도 빛이 비춰질 때 쉽게 눈에 띌 것이다. 그러나 
부분의 동물은 아랫부분보다 윗부분이 더 어둡다. 그
들이 위에서 빛을 받을 때, 더 어두운 등은 밝아지고 
더 밝은 복부는 음 이 생긴다. 따라서 동물은 하나
의 색처럼 보이고 밑바탕과 쉽게 섞인다. 이러한 형
태의 배색 즉, 카운터셰이딩은 생물체의 모양의 시각
적 인상을 강화한다(→ 파괴한다). 그것은 동물이 그
것의 배경과 섞이게 해 준다.

31.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어떤 학습도 오류 신호 없이는 가능하지 않
다. 유기체는 사건이 그들의 기 에 어긋날 때에만 
학습한다. 다시 말해 놀람은 학습의 근본적인 동력 
중 하나이다. 일련의 똑같은 음인 AAAAA를 듣는 것
을 상상해 보아라. 각각의 음은 여러분의 뇌의 청각 

역에서 반응을 끌어내지만 음이 반복되면서 그 반
응은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이것은 ‘적응’이라 불리며 
당신의 뇌가 다음 사건을 예상하는 것을 배울 것임을 
보여 주는 현혹될 정도로 단순해 보이는 현상이다. 
갑자기 그 음이 AAAAA#으로 바뀐다. 당신의 일차 
청각 피질은 즉시 강한 놀람의 반응을 보이는데, 즉 
적응이 점차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소리에 

한 반응으로 추가적인 뉴런이 힘차게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적응을 유발하는 것은 단순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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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음이 예측 가능한지이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ABABA와 같이 한 세트의 
교차하는 음을 듣는다면, 당신의 뇌는 이 교차에 익
숙해지고, 당신의 청각 역 내 활동은 다시 감소한
다. 그러나 이번에는 놀람의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ABABB와 같은 예상치 못한 반복이다.

32.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전 세계 경제 시장의 연결성은 그것을 잠재적 
‘감염’에 취약하게 만든다. 금융상의 실패는 독감처럼 
퍼지면서 채무자에서부터 은행, 보증인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그러한 감염에 관한 예
상치 못한 특징들이 있다. 감염이 심지어 어떤 접촉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 은행은 어떠한 투자에 실패
하지 않고도 지급 불능이 될 수 있다. 어떤 나쁜 투
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연속된 실패처럼 금융 시장에  
두려움과 불확실성은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만약 우
리 모두가 내일 깨어나서 X은행이 지급 불능이 될 것
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지급 불능이 될 것이다. 사
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X은행이 실패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을 무서워하거나 단지 우리의 집단적
인 두려움을 무서워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심지어 X은행이 건전한 투자로 잘 운 된다는 
것을 알지라도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돈
을 인출해 갈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돈을 인출하는 마지막 사람이 되는 것을 무서
워 할 것이다. 재정적인 고통은 자기충족적일 수 있
고 금융 시장에서의 특별히 골치 아픈 측면이다.

33.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여러분이 음수의 4개의 쿠키를 볼 수 없고 틀
림없이 그것들을 먹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음수는 양수보
다 훨씬 더 추상적이지만 여러분은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으며, 채무에서부터 몹시 차가운 기온, 주차장과 씨
름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생
각‘해야만 한다’. 여전히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음수
와 잘 지내지 못해 왔다. 사람들은 그 두려운 음수의 
기호를 피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우스꽝스럽고 사소한 
정신적 전략들을 만들어 냈다. 뮤추얼 펀드(계약형 투
자 신탁) 진술에서 손실(음수)은 빨간색으로 인쇄되거
나 음수의 기호가 발견되지 않은 채 괄호 안에 갇혀 
있다. 역사책은 우리에게 Julius Caesar가 –100이 아
닌 기원전 100년에 태어났다고 말한다. 주차장의 지
하층은 종종 B1과 B2와 같은 명칭을 가지고 있다. 기
온은 몇 안 되는 예외 중 하나인데 특히 여기 New 
York의 Ithaca에서 사람들은 바깥의 기온이 –5도라고 
말하지만 심지어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 5도라
고 말하길 선호한다. 그 음수의 기호에 관해서는 정말 
불쾌하게만 보이는 무언가가 있다.

34.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인간에 한 관찰 연구는 적절하게 통제될 수 
없다. 인간은 다양한 생활 방식으로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적절한 실험 
상이 되기에 충분히 동질적이지 않다. 이러한 ‘교란 
변수’는 인간 역학 조사로부터 타당한 인과적 결론을 
도출하는 우리의 능력을 손상시킨다. 교란 변수는 역
학자가 연구되고 있는 특정한 변수의 향을 분리하기 
어렵게 만드는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변수이다. 
예를 들어, Taubes는 술을 마시는 많은 사람들이 흡
연도 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알코올 섭취와 암 사이
의 연관성을 결정짓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했
다. 마찬가지로 유명한 Framingham 연구의 연구자들
은 커피를 마시는 것과 관상 동맥성 심장 질환 사이
에 상당한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커피를 마시는 많은 사람들이 흡연도 한다는 사실에 

해 수정을 하자 이러한 상관관계의 부분은 사라
졌다. 교란 변수들이 알려져 있다면 그것들을 수정하

는 것이 종종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들이 알려져 있
지 않다면, 그것들은 우리가 역학 조사로부터 도출하
는 인과적 결론의 신뢰성을 손상시킬 것이다.

35. [출제의도]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해석] 인간의 모든 감정 중에서 질투보다 더 까다
롭거나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없다. 사람들의 행
동을 자극하는 질투를 실제로 알아차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모호함의 이유는 간단한데, 우리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질투를 부분 절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질투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무언가에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스
스로에 한 인정을 수반한다. 이 열등감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훨씬 더 
나쁘다. (질투는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
면 질투하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들이 시기
하는 사람에게 ‘증오에 찬 눈초리’를 보낼 수 있거나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 그 감정 때문에 건강이 나빠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질투심
을 경험하는 거의 즉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에
게 감추고자 하게 되는데, 즉 그것은 우리가 느끼는 
질투가 아니라 재산의 분배나 관심에 한 불공평함, 
이 불공평함에 한 분개, 심지어 분노이다.

36. [출제의도] 글의 순서 파악하기
[해석] 잊힐 권리는 사생활 권리와 구별되지만 관련
이 있는 권리이다. 사생활 권리는 무엇보다도 전통적
으로 보호되거나 공개되지 않아야 할 개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정보에 한 권리이다. (B) 반면에 잊힐 권
리는 공공의 역에 있었던 정보에 적용될 수 있다. 
잊힐 권리는 특정 시점의 정보에 의해 원히 정의되
지 않아야 할 개인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A) 그러한 권리의 한 가지 이유는 개인이 자신의 삶
을 위할 수 있게 해 주고 자신의 삶의 특정한 사건
이나 기간에 의해 정의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과 프랑스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과
거의 범죄 유죄 판결조차도 결국 ‘소모되어야’ 하고 
한 사람의 삶에 계속 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오
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C) 잊힐 권리를 지지하는 그
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잊힐 권리는 다른 권리와 때
때로 충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식적인 예외가 안
보와 공공 보건의 이유로 인해 때때로 만들어진다.

37. [출제의도] 글의 순서 파악하기
[해석] 한 사람의 선호도 구조를 알아내는 것, 즉 한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도가 또 다른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도보다 더 큰지를 이해하는 것
에 성공한 경제학자에게는 행동을 기저에 있는 호불호
의 변화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문제가 많다. (B) 예를 들어, 베이비 붐과 그 후의 출
산율의 급락이 변동이 없는 선호도를 배경으로 한 상

적 비용의 변화보다는 아이에 한 중의 내재적인 
기호의 증가와 그 후의 감소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
는 것은 사회 과학자를 불안정한 입지에 놓는다. (C)
경제학에서 출생률에 한 그러한 주장은 사망률의 상
승과 하락이 죽음에 한 내재적 욕구 변화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경제학자에게는 기호의 
변화보다는 소득과 물가의 변화가 출산율에 향을 미
친다. (A) 예를 들어, 소득이 증가할 때 사람들은 자
녀에 한 자신의 내재적 욕구가 그 로 유지되더라도 
더 많은 자녀(또는 여러분이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아이로부터 오는 더 큰 만족감)를 원한다.

38. [출제의도] 문장 삽입하기
[해석] 자연계에서 만약 동물이 자신의 상태를 안 좋
게 하기에 충분한 항 양소가 있는 식물을 섭취하면 그 
동물은 그 식물을 다시는 먹지 않을 것이다. 직관적으

로 동물은 또한 이러한 식물을 멀리할 줄 안다. 오랜 
시간의 진화와 전해 내려오는 정보는 이 타고난 지능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이 ‘직관’은 동물에게서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은 부분의 아이들이 왜 야채를 
싫어하는지 궁금해 한 적이 있는가? Dr. Steven 
Gundry는 이것을 우리의 유전적 프로그래밍, 즉 우리
의 내적 지능의 일부로 정당화한다. 많은 야채들이 항

양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 연약하
고 성장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을 그것들
로부터 멀리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것은 여러분의 
미뢰(味蕾)로 하여금 이러한 맛을 나쁘고 심지어 역겨
운 것으로 인식하게 만듦으로써 이를 수행한다. 여러
분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신체가 이러한 항 양소를 
견딜 만큼 충분히 더 강해지면 갑자기 그것들은 더 
이상 이전만큼 맛이 나쁘게 느껴지지 않는다.

39. [출제의도] 문장 삽입하기 
[해석] 우리 행성의 서로 다른 부분들에 한 달 중
력의 차이는 효과적으로 ‘잡아 늘리는 힘’을 만든다. 
그것은 우리 행성을 달을 보는 방향으로 약간 늘어
나게 하고 그것에 직각을 이루는 선을 따라 약간 눌
리게 된다. 달의 중력에 의해 발생되는 조수의 늘어
남은 땅과 물을 포함한 우리의 전체 행성에 안팎으
로 향을 미친다. 하지만 암석의 단단함은 땅이 물
보다는 훨씬 적은 양만큼 조수와 함께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우리가 오직 바다의 
조수만을 알아차리는 이유이다. 그 늘어남은 또한 왜 
일반적으로 매일 바다에서 ‘두 번의’ 만조(그리고 두 
번의 간조)가 발생하는지 설명한다. 지구가 고무줄처
럼 늘어나기 때문에, 바다는 달을 향하는 쪽과 달에
서 멀어지는 쪽 모두에서 팽창해 나간다. 지구가 자
전함에 따라 우리는 매일 이 두 개의 조수 팽창부를 
통과하게 되어서 우리가 각각 두 개의 팽창부에 있
을 때 만조를 겪고 그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있을 때 
간조를 겪는다.

40. [출제의도] 글의 내용 요약하기
[해석] 한 연구는 맹목적인 가정에 근거한 선입견의 
경제적인 비용을 연구했다. 연구자들은 한 무리의 
덴마크 십 들에게 두 사람 중 한 명과 함께 일하는 
선택권을 주었다. 십 는 그들 중 어느 한 명과도 
만난 적이 없었다. 그 사람들 중 한 명은 십 와 유
사한 인종적 또는 종교적 배경의 출신임을 암시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한 사람은 다른 인종적 
또는 종교적 배경의 출신임을 암시하는 이름을 가지
고 있었다. 그 연구는 만약 십 들이 자신이 생각하
기에 같은 인종적 또는 종교적 배경으로부터 온 누군
가와 함께 일할 수 있다면 그들은 평균 8% 더 적게 
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이
러한 선입견은 소수 인종의 이름을 가진 십 들뿐만 
아니라 다수 인종의 이름을 가진 십 들 사이에서도 
분명했다. 십 들은 맹목적으로 자신의 잠재적인 동
료의 인종에 한 가정을 했다. 그들은 그러고 나서 
그 선입견이 ‘그들 자신의’ 잠재적인 소득을 줄이는 
것을 실제로 허용할 정도까지 선입견을 자신의 가정
에 적용하 다. 그 일은 그 두 명의 십 들에게 단
지 ‘90분’간만 함께 일할 것을 요구했다.

십 들이 심지어 자신에게 오는 경제적인 손실에도
비슷한 배경의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것에 선호를 
표현했던 한 연구는 가정에 근거한 선입견이 이성적
인 경제 행위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41~42 장문의 이해
[해석] 신경 심리학자 Michael Gazzaniga는 우리의 
뇌가 우리를 속이는 일관성 있는 (그러나 반드시 사실
은 아닌)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 연구에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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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환자들에게 그들의 왼쪽 눈에만 보이도록 이미지
를 보여 주고 그들의 왼손으로 관련 있는 카드를 선
택하도록 요청했다. 왼쪽 눈의 시력과 왼쪽 몸의 움
직임은 우뇌에 의해 제어된다. 분리 뇌 환자에게 있
어 우뇌와 좌뇌 사이의 연결은 끊어졌으며 이는 한
쪽 뇌에서 다른 쪽 뇌로 정보가 건너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 우뇌가 모든 작
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좌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알지 못하고 있었다).
  Gazzaniga는 그 후 참가자들에게 그들이 선택했던 
그 카드를 왜 선택했는지 질문했다. 언어는 좌뇌에서 
처리되고 생성되기 때문에 좌뇌가 응답하도록 요구
된다. 그러나 그 실험의 설계 때문에 오직 우뇌만이 
왜 그 참가자가 그 카드를 선택했는지 알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Gazzaniga는 참가자들이 질문에 답할 것
을 요청받았을 때 침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 신에 모든 피실험자는 응답을 꾸며 냈다. 좌뇌
는 우뇌에 의해 행해진 행동에 한 설명을 제공하
라는 요청을 받고 있었다. 좌뇌는 답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이 좌뇌가 답을 꾸며 내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 답은 사실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자, 만약 이 연구가 분리 뇌 환자에만 제한
됐었다면, 그것은 흥미롭지만 우리와 매우 관련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분리 뇌 환자들이 이유를 꾸며 내
는 유일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한다. 우리 모두는 자신에 한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필요로 하고 그 이야기에서 정보가 빠져 
있을 때, 우리의 뇌는 단순히 세부 사항을 채운다.

41. [출제의도] 글의 제목 추론하기
42. [출제의도]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 고르기
43∼45 장문의 이해

[해석]
(A)

단지 연습 경기이기는 했지만 농구공은 마치 
Chanel의 손에 속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녀의 
쌍둥이 자매인 Vasha에게 공을 패스하지 않기로 결심
했다. 그 신에 (a) 그녀(Chanel)는 멈추고, 점프하
여 공을 골  쪽으로 던졌지만 그것은 백보드를 맞고 
튕겨 나갔다. Chanel은 팀원들이 실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상  팀이 공을 가져가서 이내 득점했고 
경기가 끝났다.

(D)
연습 경기가 끝났을 때, Chanel은 그녀의 눈이 눈물

로 따끔거리는 것을 느꼈다. “괜찮아,” Vasha가 위로
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Chanel은 그녀에게 고마움을 
느꼈지만 Vasha가 그녀의 기분을 더 나아지게 해 주
지는 않았다. Vasha는 그녀의 쌍둥이가 향상하는 것
을 돕고 싶었다. 그녀는 그녀의 쌍둥이에게 (e) 자신
(Vasha)과 함께 연습하자고 권유했다. 방과 후에 그
들은 그들의 농구공을 가지고 그들의 농구 슛을 연습
하기 시작했다.

(C)
처음에 Chanel은 Vasha가 슛을 할 때마다 그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Vasha와 연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
았다. 하지만 Chanel의 차례마다 그녀는 슛을 넣지 
못했다. (c) 그녀(Chanel)는 슛을 넣지 못한 것에 좌
절했다. “포기하지 마!” 각각의 슛이 실패한 후에 
Vasha가 외쳤다. 12번의 연이은 실패 후에 그녀의 
13번째 슛이 들어갔고, 그녀가 “마침내 내가 해냈어!”
라고 외쳤다. 그녀의 쌍둥이가 “나는 (d) 네(Chanel)
가 해낼 줄 알았어! 자, 계속 연습하자!”라고 말했다. 

(B)
다음날 Chanel은 라이벌 학교와의 챔피언십 경기

에 출전했다. 그것은 팽팽한 경기 고 Chanel이 경기

에서 10초가 남은 상황에서 Vasha에게 공을 패스받
았을 때 점수는 동점이었다. (b) 그녀(Chanel)는 공
중으로 뛰어올라 공을 던졌다. 그것은 곧바로 골  
안으로 들어갔다! Chanel의 마지막 슛은 그녀의 팀
을 우승팀으로 만들었다. Vasha와 모든 다른 팀원들
은 그녀에게 환호를 보냈다.

43. [출제의도] 글의 순서 파악하기
44. [출제의도] 지칭하는 상 파악하기
45.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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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한국사 영역 •
1 ① 2 ② 3 ② 4 ③ 5 ②
6 ③ 7 ③ 8 ① 9 ⑤ 10 ①
11 ⑤ 12 ⑤ 13 ⑤ 14 ② 15 ④
16 ⑤ 17 ④ 18 ④ 19 ③ 20 ③

1. [출제의도] 백제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백제이다. 한강 유역에서 건국하여 고

 국가로 성장한 백제는 근초고왕 시기에 마한의 
잔여 세력을 복속하고 평양성을 공격하는 등 활발한 
정복 사업을 펼쳐 세력을 확장하 다. 백제는 6세기 
성왕 때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 다. ②는 고려, 조
선, ③은 조선, ④는 신라, ⑤는 발해에 해당한다.

2. [출제의도] 신라의 유학 발달 이해하기
자료의 (가)에 들어갈 내용은 신라의 유학 발달이다. 
임신서기석은 신라의 두 청년이 유학 경전을 공부하
기로 맹세한 내용이 새겨진 비석이고, 독서삼품과는 
유교 경전 이해 능력을 평가하여 관리 선발에 활용
한 신라의 제도이다. 이를 통해 신라에서 유학이 발
달하 음을 알 수 있다. ①의 부여는 고라고 불리
는 제천 행사를 거행하 고, ③의 북학론은 청의 문
물 수용을 주장한 학문적 경향으로 조선 후기에 
두하 고, ④의 불교 통합 운동은 고려 시  의천과 
지눌에 의해 전개되었고, ⑤의 발해의 고구려 계승 
의식은 일본에 보낸 국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한매일신보 이해하기
자료의 밑줄 친 ‘이 신문’은 한매일신보 (1904 ~
1910)이다. 한매일신보 는 국인 베델이 양기탁
과 함께 창간하 으며, 국채 보상 운동을 지원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 다. ①은 동아일
보 , ③은 만세보 , ⑤는 한성순보 에 해당한다. ④
의 치안 유지법은 1925년에 제정되었다.

4. [출제의도] 세도 정치 시기 상황 파악하기
자료는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에 한 것이
다. 홍경래의 난은 세도 정치 시기 평안도 지역에 
한 차별과 지배층의 수탈에 맞서 1811년에 발생하
다. 또한 세도 정치 시기 삼정의 문란 등으로 인해 
1862년 진주 등 전국 여러 곳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
났다(임술 농민 봉기). ①의 불교계의 결사 운동은 
무신 집권기에 불교계의 세속화를 비판하며 일어났
고, ②의 정동행성은 원 간섭기에 일본 원정을 위해 
설치되었고, ④의 신간회는 정치적ㆍ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단결을 공고히 함,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등의 3  강령을 발표하 고, ⑤의 남북 협상은 광복 
이후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추진되었다.

5. [출제의도] 고려 전기 통치 체제 이해하기
자료의 (가)는 고려 태조 왕건, (나)는 고려 제6  
국왕 성종 때의 사실이다. 고려 제4  국왕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시행하고 과거제를 도입하 다. ③은 

한 제국, ④는 일제 강점기, ⑤는 조선에 해당한다. 
①의 묘청의 난(1135)은 고려 제17  국왕 인종 때 
일어났다.

6. [출제의도] 고려 문화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고려이다. 고려는 강화도로 천도한 시
기에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려는 염원
을 담아 팔만 장경판을 제작하 다. 고려 인종 때 
김부식의 주도로 삼국사기 가 편찬되었다. ①은 
한 제국, ②, ④는 조선 등, ⑤는 신라에 해당한다.

7. [출제의도] 동학 농민 운동 이해하기
자료의 (가)는 동학 농민 운동이다. 동학 농민군은 

백산에서 4  강령을 발표하고 황토현 등지에서 관
군을 물리친 후 전주성을 점령하 다. 이후 정부와 
전주 화약을 체결하 고, 집강소를 통해 폐정 개혁을 
추진하 다. 한편 동학 농민군은 일본의 내정 간섭에 
맞서 다시 봉기하 으나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과 
관군에 패하 다. ①은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②는 
형평 운동, ④는 6ㆍ10 만세 운동에 해당한다. ⑤의 
척화비는 조선 고종 때 흥선 원군의 지시로 세워
졌다.

8. [출제의도]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 파악하기
자료의 밑줄 친 ‘이 전쟁’은 임진왜란(1592 ~ 1598)
이다. 임진왜란 초기 조선은 일본군에 려 잇따라 
패배하 으나,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 곽재우 등의 
의병, 조ㆍ명 연합군의 활약 등으로 전세를 역전시켰
다. ②, ⑤는 10세기, ③은 6세기, ④는 일제 강점기
에 해당한다.

9. [출제의도] 신민회의 활동 파악하기
자료의 밑줄 친 ‘이 단체’는 신민회이다. 신민회는 
1907년 안창호, 이승훈 등이 주도하여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조직한 비  결사로 오산 학교와 성 학
교를 설립하고, 태극 서관과 자기 회사를 운 하
다. 또한 무장 독립 투쟁을 위해 국외 독립운동 기지
를 건설하 으나,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사
실상 와해되었다. ①은 천도교 소년회, ②는 독립 협
회, ③은 한민국 임시 정부, ④는 조선어 학회에 
해당한다.

10. [출제의도] 병인양요의 배경 이해하기
자료는 병인양요(1866)에 한 것이다. 프랑스는 병
인박해를 구실로 조선의 문호 개방을 요구하며 병인
양요를 일으켰다.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하자 양
헌수 부 가 정족산성에서 이들을 격퇴하 다. ③은 
강화도 조약, ④는 고종 강제 퇴위, ⑤는 인조반정의 
배경에 해당한다. ②의 아관 파천은 1896년에 고종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사건이다.

11. [출제의도] 임오군란의 향 파악하기
자료의 밑줄 친 ‘이 사건’은 임오군란이다. 임오군란
(1882)은 구식 군인들이 별기군과의 차별 우에 반
발하여 일으킨 사건이다. 이 사건의 향으로 조ㆍ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①의 탕평비는 
조선 조가 탕평의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건립
한 것이고, ②의 병자호란은 청의 군신 관계 요구를 
조선이 거부하여 발발하 고, ③의 사심관 제도는 고
려 태조가 지방 세력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
하기 위하여 시행하 고, ④의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1866년 통상을 요구하며 동강을 거슬러 온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군민과 충돌하여 발생하 다.

12. [출제의도] 조선 의용  이해하기
자료의 밑줄 친 ‘이 부 ’는 조선 의용 이다. 조선 
민족 전선 연맹 산하 부 인 조선 의용 는 김원봉
의 주도로 우한(한커우)에서 창설되었다. 조선 의용

의 원 일부는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 다. ①은 
별무반, ②는 이종무가 이끈 조선군 등, ③은 어재연 
부  등, ④는 동학 농민군에 해당한다.

13. [출제의도] 한인 애국단의 활동 이해하기
자료는 한인 애국단의 의열 투쟁에 한 것이다. 한
인 애국단은 김구의 주도로 한민국 임시 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한인 애국단의 단
원인 윤봉길은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왕 
생일 및 상하이 사변 승리 축하 기념식 단상에 폭탄
을 투척하 다. ①의 귀주 첩은 강감찬이 거란의 
침입을 막아낸 사건이고, ②의 삼별초는 고려 정부가 
몽골과 강화하며 개경으로 환도하자 이에 반 하여 

몽 항쟁을 전개하 고, ③의 훈구와 사림의 립으
로 사화가 발생하 고, ④의 흥선 원군은 통상 수
교 거부 정책을 추진하 다.

14. [출제의도] 무단 통치 시기 일제의 정책 파악하기
자료의 밑줄 친 ‘이 법령’은 회사령이다. 일제는 
1910년 회사령을 제정하여 회사 설립 시 조선 총독
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한국인의 기업 활동을 제
한하 다. 회사령은 1920년에 폐지되었다. 일제는 
1910년  헌병 경찰제를 시행하는 등 무단 통치를 
실시하 다. ①은 조선, ③은 민족 말살 통치 시기, 
④, ⑤는 고려에 해당한다.

15. [출제의도] 여운형의 활동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여운형이다. 여운형은 국내에서 비  
결사인 조선 건국 동맹의 결성을 주도하 다. 또한 
광복 직후에는 안재홍 등과 함께 조선 건국 준비 위
원회를 조직하 다. ①은 김원봉 등, ②는 김옥균 등, 
③은 안중근, ⑤는 이승만에 해당한다.

16. [출제의도] 3ㆍ1 운동의 향 파악하기
자료의 밑줄 친 ‘이 운동’은 3ㆍ1 운동이다. 1919년 
3월 1일 민족 표들은 태화관에서 독립 선언을 발
표하 다. 이후 학생과 시민 등 수많은 사람들이 전
국적으로 만세 시위를 전개하 다. 3ㆍ1 운동은 한
민국 임시 정부 수립, 일제의 이른바 문화 통치 실시 
등에 향을 주었다. ①은 을사늑약, ②는 한 제국 
수립, ③은 운요호 사건의 향에 해당한다. ④의 교
육입국 조서는 제2차 갑오개혁 시기에 반포되었다.

17. [출제의도]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 시기 이해하기
자료의 밑줄 친 ‘이 시기’는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 
시기이다. 이 시기 일제는 황국 신민화 정책의 일환
으로 소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변경하 다. 또한 
전쟁 수행에 필요한 노동력을 수탈하고자 국민 징용
령을 시행하여 군수 공장 등에 한국인을 동원하 다. 
①, ③, ⑤는 조선, ②는 고려에 해당한다.

18. [출제의도] 6ㆍ25 전쟁의 전개 과정 파악하기
자료의 밑줄 친 ‘이 전쟁’은 6ㆍ25 전쟁(1950 ~
1953)이다. 6ㆍ25 전쟁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
작되었다. 전쟁 초기에 전선이 낙동강 일 까지 내려
갔으나,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하여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진출하 다. 그러나 중
국군의 개입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하 다. ①은 
조선 중종 이후, ③은 정미의병에 해당한다. ②의 자
유시 참변은 1921년 자유시에서 수많은 독립군이 희
생된 사건이고, ⑤의 미ㆍ소 공동 위원회는 1946년
과 1947년에 각각 개최되었다.

19. [출제의도] 원산 총파업 시기 파악하기
자료의 밑줄 친 ‘이 파업’은 원산 총파업(1929)이다. 
원산 총파업은 라이징 선 석유 회사에서 일본인 감
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
었으며, 일제 강점기에 일어난 표적인 노동 쟁의이
다. 한 제국 수립은 1897년, 국권 피탈은 1910년, 
청산리 첩은 1920년, 국가 총동원법 제정은 1938
년, 8ㆍ15 광복은 1945년,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
은 1948년에 있었던 사실이다.

20. [출제의도] 제헌 국회의 활동 파악하기
자료의 밑줄 친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는 제헌 국회
이다. 1948년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 아래 5
ㆍ10 총선거가 실시된 결과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 국회는 제헌 헌법을 제정하고 초  통령을 
선출하 다. ①, ④는 조선, ⑤는 한민국 임시 정부
에 해당한다. ②의 헌의 6조는 독립 협회의 주도로 
열린 관민 공동회에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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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생활과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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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실천 윤리학의 특징 이해하기
그림의 수업 장면에서 A는 실천 윤리학이다. 실천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활용하여 삶의 구체적인 도덕 
문제에 한 실천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을 
활용한다.

2. [출제의도] 과학자의 책임에 한 입장 비교하기
갑은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 과정에서 왜곡, 표절 등
과 같은 부정행위 없이 연구 윤리를 준수하는 내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과학자는 자신의 연
구나 개발 활동이 사회에 미칠 향력을 인식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외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본
다. 반면 을은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 과정에서 내적 
책임만을 다하면 된다고 본다.

3. [출제의도] 유교, 불교, 도가 사상의 입장 비교하기
(가)는 유교, (나)는 불교, (다)는 도가 사상이다. 유
교 사상은 자기의 지나친 욕구를 극복하고 예(禮)를 
회복하여 인(仁)을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불교 사상
은 만물이 원인[因]과 조건[緣]에 따라 서로 관계를 
맺으며 존재한다는 연기(緣起)를 강조한다. 도가 사
상은 인위적인 법과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도(道)에 
따르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본다.

4. [출제의도] 베블런의 과시 소비 이해하기
제시문은 베블런의 주장이다. 베블런은 산업화가 이
루어진 사회에서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명성과 
타인의 존경을 유지하기 위한 과시 소비가 나타난다
고 보았다. 또한 그는 이러한 과시 소비가 유한계급
만이 아닌 과시 소비의 가능성을 지닌 중하류 계급
에서도 나타나게 된다고 보았다.

5. [출제의도] 예술에 한 와일드의 입장 이해하기
그림의 강연자는 와일드이다. 와일드는 예술이 미적 
가치 이외에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 다. 또한 그는 도덕이 예술을 위
한 재료일 뿐이며, 예술가에게 윤리적 공감은 독창성
을 잃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 다.

６. [출제의도] 요나스의 책임 윤리 이해하기
제시문은 요나스의 주장이다. 요나스는 책임의 범위
를 현세 로 한정하는 기존의 전통적 윤리관으로는 
과학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
계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책임 윤리를 주장하 다. 
또한 그는 인류의 존속이라는 무조건적 명령을 이행
하기 위해 현세 는 미래 세 와 자연 전체에 해 
일방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 다.

7. [출제의도] 사랑과 성의 관계에 한 보수주의 입장과 
자유주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사랑과 성의 관계에 한 보수주의, 을은 자유
주의 입장이다. 보수주의는 남녀가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출산에 한 책
임을 질 수 있는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본다. 보수주의에 따르면 부부간의 성
적 관계는 사회 존속에 기여할 수 있다. 자유주의는 

성숙한 성인의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타인에게 해
를 끼치지 않는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８. [출제의도] 형벌에 한 칸트와 베카리아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칸트, 을은 베카리아이다. 칸트는 응보주의의 
관점에서 형벌이 동등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집행되
어야 하며, 사회적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
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반면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형벌에 한 집행 권한은 사회 계약으로
부터 비롯된다고 보았다.

9. [출제의도] 뇌사에 한 입장 비교하기
갑은 뇌사를 죽음으로 보아야 하며, 뇌사자의 장기 
이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을은 심폐 
기능이 구히 상실된 상태를 죽음으로 보아야 하며, 
뇌사자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죽어 가고 있는 사람
이라 주장한다.

10. [출제의도] 국가의 권위에 한 아리스토텔레스와 
홉스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홉스이다. 아리스토텔레
스는 국가가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되
었고, 국가 안에서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 다. 홉스는 국가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계
약으로 형성되었고, 국가 안에서 구성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 다.

11. [출제의도] 공직자 윤리에 한 정약용의 입장 이해
하기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수령
이 청렴한 태도로 공직을 수행하려면 공적인 물건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고,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 다. 또한 법이 금하는 
것은 조심하고, 애민(愛民)을 실현하려는 신념을 지
켜야 한다고 주장하 다.

12. [출제의도] 죽음에 한 플라톤과 하이데거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플라톤, 을은 하이데거이다. 플라톤은 죽음을 
통해 육체로부터 해방된 혼이 참된 실재를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자신의 죽
음을 직시함으로써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주
장하 다.

13. [출제의도] 다문화에 한 입장 비교하기
갑은 국수 접 이론, 을은 샐러드 볼 이론의 입장이
다. 국수 접 이론의 입장에서는 문화 간에 위계가 
존재함을 인정하되, 각 문화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공존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샐러드 볼 이론의 입장
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서로 등하게 공존해야 한다
고 본다.

14. [출제의도] 정보 기술에 한 윤리적 쟁점 이해하기
갑은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시민들의 정치적 자
유가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을은 정보 기
술의 발달로 인해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가 확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15. [출제의도] 분배 정의에 한 노직과 롤스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노직, 을은 롤스이다.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의 관점에서 재화의 최초 취득, 그것의 양도(이
전), 교정의 과정이 정당하면 현재의 소유권이 정당
하다고 보았다.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관점에
서 정의의 원칙을 구성하기 위한 공정한 절차로서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 다. 한편 

노직과 롤스는 모두 재화의 분배 과정에서 국가 개
입은 정당화될 수 있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16. [출제의도] 인간 배아 복제에 한 입장 비교하기
갑은 인간 배아가 인간으로 성장할 잠재성을 갖고 
있으므로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지위를 지닌다고 본
다. 반면 을은 인간 배아가 단순한 세포 덩어리에 불
과하므로 인간 배아 복제는 질병 치료를 위해 허용
될 수 있다고 본다.

17. [출제의도] 시민 불복종에 한 롤스의 입장 이해
하기
제시문은 롤스의 주장이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부
정의한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양심적 행위로,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
타낸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시민 불복종을 공공적이
고 비폭력적인 위법 행위로 보았다. 한편 그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의한 모든 법이 시민 불복종의 

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18. [출제의도] 직업에 한 칼뱅과 마르크스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칼뱅, 을은 마르크스이다. 칼뱅은 신이 인간에
게 부여한 소명(召命)에 따라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고, 정직하게 축적한 부를 이웃과 함께 
나눠야 한다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분업 
방식이 노동의 소외 문제를 낳았고, 소외된 노동은 
결국 인간에 의한 인간의 소외를 일으킨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에서 노동자의 노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요된 것이다.

19. [출제의도] 자연에 한 테일러와 레오폴드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테일러, 을은 레오폴드이다. 테일러는 모든 유
기체가 각각 자신의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보았고, 레오폴드는 무생
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고려의 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았다.

20. [출제의도] 벤담의 공리주의 이해하기
제시문은 벤담의 주장이다. 벤담은 공리의 원리, 즉 
최  다수의 최  행복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문제 상황> 
속 A에게 최  다수의 최  행복을 실현하는 행위를 
선택하라고 조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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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윤리와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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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스피노자의 삶의 태도 이해하기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스피노자이다. 스피노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
정되어 있으므로, 자연의 인과 법칙을 깨달아 진정한 
행복을 누려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스피노자는 인간
이 자유 의지를 지니는 것은 불가능하며, 만물에 
한 관조를 통해 삶의 필연성에 순응해야 한다고 주
장하 다.

2. [출제의도] 묵자의 평화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묵자의 주장이다. 묵자는 친소(親疏)를 분
별하는 사랑이 아니라 겸애(兼愛)를 바탕으로 평화
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비공(非攻)을 실천하
여 천하의 이익을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한편 
묵자는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어 전쟁은 가
능하다고 보았다.

3. [출제의도]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입장 비교
하기
갑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우구스
티누스는 악은 신이 창조한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
여라고 보았으며, 자신보다 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로 천상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 다. 아퀴나
스는 신의 존재는 이성에 의해 증명될 수 있다고 보
았으며, 신앙과 이성은 구분되지만 모순 없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 다. 한편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는 공통적으로 인간은 신의 은총을 받아야
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4. [출제의도] 원불교와 동학 사상 비교하기
갑은 원불교 사상가 박중빈, 을은 동학 사상가 최제
우이다. 원불교는 우주의 근본 원리인 일원상(一圓
相)을 신앙의 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야 한다
고 본다. 동학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한울님이 내재
해 있다고 보고, 본래의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로
잡아야[守心正氣] 한다고 본다. 한편 원불교와 동학
은 공통적으로 신분의 차별이 없는 이상 사회를 현
세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5. [출제의도] 에픽테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스토아학파 사상가 에픽테토스, 을은 에피쿠로
스이다. 에픽테토스는 자연의 법칙을 파악하여 자신
의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고 보았다. 에피쿠로스는 감
각적인 쾌락보다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에픽테토스와 에피쿠로스는 공통적으로 
마음의 평온함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 다.

6. [출제의도]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케인스, 을은 하이에크이다. 케인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국가의 재정 지출을 늘
려야 한다고 보았으며, 유효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불
황을 극복하고 완전 고용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반면 하이에크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
입하는 것은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약화시킨다고 보
았으며,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장을 통제해서
는 안 된다고 주장하 다.

7. [출제의도] 흄과 칸트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흄, 을은 칸트이다. 흄은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 
동기가 되는 것은 감정이라고 보았으며, 이성은 감정
에 봉사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칸트는 선
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
았으며,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여 도덕 법칙을 실천
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8. [출제의도]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 이해하기
제시문은 마르크스의 주장이다. 마르크스는 공산 사
회를 이상 사회로 보았다. 공산 사회에서는 생산 수
단의 공동 소유가 실현되고, 계급과 국가가 완전히 
소멸된다고 주장하 다. 또한 마르크스는 공산 사회
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
라고 보았다.

9. [출제의도] 지눌의 수행 방법 이해하기
그림의 스승은 지눌이다. 지눌은 단박에 깨달았더라
도[頓悟]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점진적인 수행[漸修] 
방법으로 선정[定]과 지혜[慧]를 함께 닦아야 한다
고 보았다. 또한 지눌은 타고난 불성(佛性)을 깨닫기 
위해 내적 공부[禪]와 외적 공부[敎]가 모두 필요하
다고 주장하 다.

10. [출제의도] 과 벤담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 을은 벤담이다. 은 쾌락에는 양적 차이뿐
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있다고 보았으며, 쾌락을 평
가할 때는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반면 벤담은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없으며, 행
위로부터 발생하는 쾌락은 양적으로만 계산될 수 있
다고 보았다. 한편 과 벤담은 공통적으로 공리의 
원리를 기준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해야 한다
고 주장하 다.

11. [출제의도] 프로타고라스와 소크라테스의 입장 비교
하기
갑은 프로타고라스, 을은 소크라테스이다. 프로타고
라스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각 개인에게 있다
고 보았다. 반면 소크라테스는 덕이 무엇인지 알아야 
유덕하게 행동할 수 있고, 진리는 보편적이라고 보았
다. 한편 소크라테스는 프로타고라스와는 달리 진리 
탐구에 있어서 감각적 경험보다 이성의 역할을 강조
하 다.

12. [출제의도] 주희와 왕수인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만물의 본성에 
이치가 내재한다는 성즉리(性卽理)를 주장하 고, 천
하의 사물에는 모두 이치가 존재하므로 자신의 앎을 
지극히 하려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해야 
한다[格物致知]고 보았다. 반면 왕수인은 마음이 곧 
하늘의 이치라는 심즉리(心卽理)를 주장하 고, 마음
의 바르지 못함을 제거하여 그 본체의 바름을 온전
히 회복해야 지극한 선[至善]에 이를 수 있다고 보
았다.

13. [출제의도] 이황과 이이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이황, 을은 이이이다. 이황은 사단(四端)을 이
(理)에, 칠정(七情)을 기(氣)에 응시켜 사단은 이
가, 칠정은 기가 각각 발(發)한 것이라고 주장하
다. 반면 이이는 칠정과 사단을 전체와 부분의 관계
로 보고, 칠정은 사단을 포함한다고 주장하 다. 한
편 이황과 이이는 공통적으로 칠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기를 탄 것이라고 보았다.

14. [출제의도] 정약용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嗜好)라
고 보았으며, 사덕은 사단을 일상에서 확충할 때 형

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 다. 반면 이황과 이이는 정
약용과 달리 사덕을 마음속의 이치[理]라고 보았으
며, 사단은 사덕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실마
리[緖]라고 주장하 다.

15. [출제의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비교
하기
갑은 플라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플라톤은 기
개와 욕망은 이성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고 보았으
며,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 용기, 절제
의 덕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하 다. 아리스
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로 중용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품성적 덕은 습관을 통해 후천적으
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 다. 한편 아리스토텔
레스는 덕이 무엇인지 알아도 반드시 실천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16. [출제의도] 맹자의 사상 이해하기
그림의 강연자는 맹자이다. 맹자는 차마 백성들의 고
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다스림[不忍人之政]을 펼쳐야 
한다고 보았고, 왕이 인의(仁義)를 해쳐 백성들을 고
통스럽게 만들었다면, 그 자격이 박탈되어야 한다[易
姓革命]고 주장하 다. 또한 맹자는 왕이 백성의 안
정된 생업[恒産] 유지에 힘써야 한다고 보았고, 그래
야만 일반 백성들이 변치 않는 도덕심[恒心]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 다.

17. [출제의도] 홉스와 로크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홉스, 을은 로크이다. 홉스는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 개인은 계약을 맺어 국
가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로크는 구성원이 사회 계약
을 통해 자연권의 일부를 국가에 양도한다고 보았고,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한편 홉스와 로크는 공통적으로 국가를 
각 개인이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합의한 산물로 보
았다.

18. [출제의도] 순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순자의 주장이다. 순자는 인간이 태어나면
서부터 욕망을 지닌다고 보았으며, 선왕(先王)이 제
정한 예의(禮義)에 따라 욕망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
장하 다. 또한 순자는 타고난 본성을 따르면 사회가 
혼란해지므로 인위(人爲)를 통해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19. [출제의도] 노자와 공자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노자, 을은 공자이다. 노자는 통치자가 도(道)
에 따라 무위의 정치[無爲之治]를 한다면, 백성은 저
절로 부유해지고 소박해질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공
자는 통치자는 먼저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고 덕(德)
과 예(禮)로써 백성을 다스리는 덕치(德治)를 행해
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노자와 공자는 공통적으로 
통치자가 이상적인 정치를 하려면 도를 따라야 한다
고 주장하 다.

20. [출제의도]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키르케고르, 을은 사르트르이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신 앞에 홀로 서서 모든 것을 신에게 내맡기
는 주체적 결단을 할 때 참된 실존을 찾을 수 있다
고 보았다. 반면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을 정해 줄 
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의지로 참된 실존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
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보편적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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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한국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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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독도의 특징 이해하기
(가)는 독도이며 동도와 서도 및 89개의 부속 도서
로 이루어졌다. 독도는 섬 전체가 천연 보호 구역으
로 지정되었으며, 한민국 동쪽 땅끝 표지석, 독도
이사부길 도로명 표지판이 있다. 종합 해양 과학 기
지는 이어도에 위치한다.

2. [출제의도] 동여지도의 특징 파악하기
동여지도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지도이다. 동여

지도를 통해서는 해발 고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이를 통해 (가)～(라) 설명의 참, 거짓을 판단
하면 다음과 같다.

설 명 판단 숫자
(가) 조선 전기에 제작된 지도이다. 거짓 2
(나) 10리마다 방점을 찍어 거리를 표

현하 다. 참 3
(다) 지도표를 통해 다양한 지리 정보

를 제시하 다. 참 5
(라) 지도를 통해 정확한 해발 고도를 

파악할 수 있다. 거짓 8

보물 상자를 열 수 있는 숫자는 2 3 5 8 이다.
3. [출제의도] 도시 재개발 이해하기

도시 재개발은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건물을 철거ㆍ
수리ㆍ개조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도시 환경을 개선
하는 사업이다. 개발 방법에 따라 철거 재개발(사례 
1), 수복 재개발(사례 2), 보전 재개발(사례 3)로 구
분할 수 있다.

4. [출제의도] 해안 지형의 특징 이해하기
A는 사빈, B는 해식애, C는 갯벌이다. 사빈은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된다. 해식애는 파랑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육지 쪽으
로 후퇴한다. 갯벌은 동해안보다 서해안에 넓게 분포
하며, 조류의 퇴적 작용이 활발한 곳에 잘 발달한다.

5. [출제의도] 기후와 주민 생활 파악하기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은 각각 강릉, 평창, 해남이다. 
(가)는 해발 고도가 높아 기온이 낮은 평창(A)이다. 
(나)는 오호츠크해 기단이 확장할 때 냉해가 발생하
는 경우가 많은 강릉(B)이다. (다)는 위도가 낮아 겨
울철 기온이 높은 해남(C)이다.

6. [출제의도] 하천 지형의 특징 이해하기
A는 하안 단구, B는 감입 곡류 하천이다. 감입 곡류 
하천 주변에는 계단 모양의 지형인 하안 단구가 나
타난다. 감입 곡류 하천은 측방 침식보다 하방 침식
이 우세하다. ㉠-㉡ 구간의 하천 바닥 단면은 
‘ ’ 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하
천의 침식 작용 차이에 의해 급경사의 공격 사면
(㉡)과 완경사의 퇴적 사면(㉠)이 나타나기 때문이
다.

7. [출제의도] 지리 정보 시스템(GIS)을 활용한 최적 
입지 찾기
제시된 조건을 통해 A～E 지역의 평가 항목별 점수
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지역
조건 A B C D E
지역 내 과학관 수 3 2 1 2 1

유소년 인구 1 2 1 2 3
고속 국도 IC 수 1 2 1 3 3

점수의 합 5 6 3 7 7
D, E는 점수의 합이 7점으로 같지만, 지역 내 과학
관 수가 적은 D가 과학관 입지에 가장 적절한 지역
이다.

8. [출제의도] 우리나라의 암석 특징 파악하기
(가)는 현무암, (나)는 석회암이다. 현무암은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암석으로 주로 신생  지층에 
분포한다. 석회암은 부분 고생  얕은 바다에서 퇴
적되어 형성된 암석으로 조선 누층군에 주로 분포하
며, 현무암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현무암은 화성
암, 석회암은 퇴적암이다. 현무암 풍화토는 주로 흑
갈색, 석회암 풍화토는 주로 붉은색을 띤다.

9. [출제의도] 석탄, 석유의 특징 파악하기
(가)는 화력 발전의 연료로 주로 사용되므로 석탄, 
(나)는 수송용 연료의 거의 부분을 차지하므로 석
유이다. 석탄은 고생  지층에 주로 매장되어 있다.

10. [출제의도] 지역별 기후 특징 파악하기
(가)는 세 지역 중 6～8월 강수량과 12～2월 강수량 
차이가 가장 작은 울릉도, (다)는 세 지역 중 최한월 
평균 기온이 가장 낮고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는 
홍천, (나)는 구이다. 울릉도는 구보다 여름 강
수 집중률이 낮고, 구는 울릉도보다 최난월 평균 
기온이 높다. 홍천은 울릉도보다 바다의 향을 적게 
받는다. 세 지역 중 가장 저위도에 위치한 곳은 구
이다.

11. [출제의도] 생산자 서비스업과 소비자 서비스업의 
특징 파악하기
생산자 서비스업은 소비자 서비스업보다 수도권의 
집중도가 높은 편으로 (가)는 생산자 서비스업에 속
하는 전문 서비스업, (나)는 소비자 서비스업에 속하
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다. 전문 서비스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보다 총사업체 수는 적고, 사업체당 매출액
이 많다.

12. [출제의도] 도시권의 특징 이해하기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은 각각 고양, 수원, 연천이다. 
(가)는 세 지역 중 서울과의 거리가 가장 멀어서 서
울과의 통근ㆍ통학 인구가 가장 적은 연천이다. (나)
는 서울과 행정 구역이 접해 있고, 세 지역 중 서울
로의 통근ㆍ통학 인구가 가장 많은 고양, (다)는 수
원이다.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세 지역 중 고양에만 
위치해 있다. 연천은 고양보다 아파트 거주 가구 비
율이 낮다. (가)～(다) 중에서 인구 도가 가장 낮
은 지역은 연천이다.

13. [출제의도] 지역 구분 유형 이해하기
(가)는 기능 지역, (나)는 동질 지역이다. 기능 지역
은 중심지와 그 기능이 향을 미치는 배후지가 기
능적으로 결합된 공간 범위이다. 동질 지역은 특정한 
지리적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공간 범위이다. 기
능 지역은 동질 지역보다 지역 간 상호 작용 파악에 
유리하다.

14. [출제의도] 시기별 인구 특성 파악하기
세 시기 중 (가)는 출생아 수가 가장 많고 노령화 
지수가 가장 낮은 1980년, (다)는 출생아 수가 가장 
적고,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2060년, (나)는 청장
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2020년이다. 출산 장려 
정책의 필요성은 2020년이 1980년보다 크며, 노년 

인구 부양비는 2020년이 2060년보다 낮다. 2020년
과 2060년은 모두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으
므로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총부양비
는 2060년이 가장 크다.

15. [출제의도] 지역별 주요 제조업 특징 파악하기
(가)는 제조업 출하액이 가장 많고,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화
학 물질 및 화학 제품(의약품 제외) 제조업 순으로 
출하액 비율이 높은 울산(B)이다. (나)는 전자 부품, 
컴퓨터, 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순으로 출하액 비율이 높은 화성
(A)이다. (다)는 화학 물질 및 화학 제품(의약품 제
외)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의 
출하액 비율이 높은 여수(C)이다.

16. [출제의도] 서울의 도시 내부 구조 파악하기
(가)에 표시된 중구, 종로구, 강남구, 등포구, 서초
구는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지역이다. (나)에 표시
된 송파구, 강서구, 노원구, 관악구, 강남구는 상주인
구가 많은 지역이다.

17. [출제의도] 자연재해의 특징 이해하기
(가)는 태풍이다. 태풍은 주로 열  해상에서 발생하
여 고위도로 이동하며,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하여 
우리나라에 풍수해를 유발한다.

18. [출제의도] 우리나라 농업 특징 이해하기
(가)는 재배 면적이 가장 넓고, 전남, 충남, 전북에서 
생산량이 많은 벼(쌀)이다. (나)는 전남, 경북, 경남
에서 생산량이 많은 채소이다. (다)는 제주, 경북, 경
남에서 생산량이 많은 과수(과실)이다. 채소는 주로 
밭에서 재배되며, 벼(쌀)는 과수(과실)보다 농의 
기계화에 유리하다. 2020년 과실 생산량은 경북이 
전남보다 많으며, 채소는 1980년보다 2020년에 재배 
면적이 감소했다.

19. [출제의도] 화산 지형의 특징 이해하기
(가)는 화구호인 백록담, (나)는 칼데라호인 천지이
다. 한라산의 백록담은 백두산의 천지보다 저위도에 
위치한다.

20. [출제의도] 지역별 인구 특성 이해하기
(가)는 1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높은 산청이다. (나)
는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높은 거제이다. (다)는 3
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높고, 부산의 위성 도시에 해
당하는 양산이다. 산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
게 나타나는 C이다. 거제는 중화학 공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15～64세 인구의 성비가 높게 나타나는 B
이다. 양산은 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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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세계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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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건조 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 이해하기
(가) 국가는 카타르(E)이다. 카타르는 위도 20 ~
30° 사이의 아열  고압  향을 받는 건조 기후에 
속한 국가로, 이 지역 주민들은 뜨거운 햇빛과 모래
바람을 막기 위해 온몸을 감싸는 의복을 입고 머리
에 천을 두른다. 또한 이 지역 유목민은 전통적으로  
이동식 가옥을 이용하 다. A는 아이슬란드, B는 독
일, C는 포르투갈, D는 가나이다.

2. [출제의도] 불교와 힌두교의 특징 파악하기
(가)는 불교, (나)는 힌두교이다. 라마단은 이슬람교
도의 금식 기간이다. 예루살렘과 바티칸은 크리스트
교의 성지이다. 전 세계의 신자 수는 크리스트교, 이
슬람교, 힌두교, 불교 순으로 많다. 크리스트교, 이슬
람교, 불교는 보편 종교이고, 힌두교와 유 교는 민
족 종교이다.

3. [출제의도] 열  우림 기후의 특징 이해하기
밑줄 친 ‘이 지역’은 열  우림 기후에 해당한다. 열

 우림 기후는 최한월 평균 기온 18℃ 이상으로 적
도와 가까이 위치하여 연중 일사량이 많으며, 류성 
강수가 빈번하게 내린다. 연중 적도 수렴 의 향을 
받아 강수량이 많으며, 기온의 연교차가 기온의 일교
차보다 작다.

4. [출제의도] 원격 탐사의 특징 이해하기
㉠은 직접 조사, ㉡은 원격 탐사이다. 직접 조사는 
설문, 관찰, 면담 등으로 진행된다. 원격 탐사는 사막
이나 재해가 발생한 지역처럼 방문이 힘든 곳의 정
보나 넓은 지역의 주기적인 정보를 얻기 용이하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 탐사는 20세기 중반 이후 
활용되어, 직접 조사 방법보다 나중에 등장하 다.

5. [출제의도] 냉ㆍ한  및 건조 기후 지역의 지형 이
해하기
구조토는 한  기후 지역에서 주로 발달하는 주빙하 
지형이고, 사구와 버섯바위는 건조 기후 지역에 발달
하는 지형이다. 버섯바위는 주로 바람의 침식 작용으
로 형성되고, 사구는 주로 바람의 퇴적 작용으로 형
성된다.

6. [출제의도] 화석 에너지 특징 이해하기
(가)는 미국에서 소비량 비율이 가장 높은 석유로, 
석탄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고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다. (나)는 중국에서 소비량 비율이 가장 
높은 석탄이다. 러시아와 미국의 석탄 소비량 비율은 
비슷하지만 총소비량은 미국이 많기 때문에 러시아
보다 미국의 석탄 소비량이 많다. 중국은 석탄 소비
량 비율이 약 68%, 석유 소비량 비율이 약 22%, 나
머지 천연가스의 소비량 비율은 약 10%이므로 중국
은 석유가 천연가스보다 소비량 비율이 높다.

7. [출제의도] 국가별 도시화 과정 비교하기
A는 라틴 아메리카의 멕시코, B는 유럽의 국, C는 
아프리카의 말리이다. (가)는 도시화의 종착 단계가 
나타나는 국(B), (나)는 20세기 후반에 가속화 단
계에 진입하여 현재 높은 도시화율이 나타나는 멕시
코(A), (다)는 가속화 단계에 진입한 시기가 가장 

늦으며 도시화율이 낮은 말리(C)이다.
8. [출제의도] 식량 작물의 특성 비교하기

(가)는 옥수수, (나)는 쌀, (다)는 이다. 옥수수의 
기원지는 아메리카이며,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로 이
용되는 비율이 높다. 쌀은 주로 계절풍 기후 지역에
서 재배되며, 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다. 
은 쌀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다.

9. [출제의도] 온  기후 지역 비교하기
그래프의 (가) ~ (다), A ~ C에 해당하는 세 지역은 
모두 온  기후 지역이며,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은 
각각 중국의 상하이((다), A), 오스트레일리아의 퍼
스((가), B),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나), C)이
다. 상하이는 륙 동안에 위치한 온난 습윤 기후 지
역으로, 여름철 기온이 높고 연 강수량이 풍부하다. 
퍼스는 남반구에 위치한 지중해성 기후 지역으로, 여
름인 12 ~ 2월의 강수 비율이 낮고 겨울인 6 ~ 8월
의 강수 비율이 높다. 크라이스트처치는 서안 해양성 
기후 지역으로 최난월 평균 기온이 22℃ 미만이며 
연중 강수량이 고르게 나타난다.

10. [출제의도] 인구 이주의 요인과 유형 파악하기
시리아는 내전이 발생하여 이웃 나라인 터키와 레바
논 등으로 난민이 이동하 다. 우크라이나는 이웃 국
가인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2022년 2월부터 난민이 
발생하 다. 난민의 인구 이동은 강제적 이동에 해당
한다.

11. [출제의도] 베트남의 특징 이해하기
(가)는 세계 주요 쌀 생산국이면서 전통 음식으로 
쌀국수 ‘퍼’가 있으며, 전통 의상으로 아오자이와 농
이 있는 베트남(E)이다. 베트남은 로부스타종 커피 
생산량이 많으며 세계 2위의 커피 생산국이다. A는 
파키스탄, B는 몽골, C는 일본, D는 스리랑카이다.

12. [출제의도] 카슈미르 분쟁 이해하기
(가)는 파키스탄과 인도 북부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카슈미르 지역으로,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 
독립 당시 인도로 편입되었다. 당시 카슈미르는 지역 
주민 다수가 이슬람교로 파키스탄에 편입되길 원
하 으나 카슈미르의 지도자로 인해 인도로 편입된 
후,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 간 갈등이 발생하 고 지
금까지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신할리즈족과 타 족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국가는 스리랑카이고, 유럽인
들이 애버리지니를 강제 이주시킨 국가는 오스트레
일리아이며, 위구르족이 분리 독립을 요구하면서 중
앙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13. [출제의도] 미국의 공업 이해하기
석유 화학 공업이 발달한 A는 미국 남부의 텍사스 
주이고, 컴퓨터 및 전자 공업이 발달한 B는 미국 서
부의 캘리포니아주이며, 운송 장비 공업이 발달한 C
는 미국 북동부의 미시간주이다. 첨단 산업 클러스터
인 실리콘 밸리는 B에 위치하고, 휴스턴을 중심으로 
우주 항공 산업이 발달한 곳은 A이다.

14. [출제의도] 냉ㆍ한  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 이해
하기
자료의 (가) 지역은 구 동토층이 있고 짧은 여름
에 작은 풀과 이끼류가 자라는 툰드라 기후 지역이
며,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순록 유목을 한다. 툰드라 
기후(ET)는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 미만이다. ①
은 지중해성 기후(Cs), ②는 빙설 기후(EF), ③은 
툰드라 기후(ET), ④는 열  우림 기후(Af), ⑤는 
서안 해양성 기후(Cfb)의 기후 그래프이다.

15. [출제의도] 냉ㆍ한  기후 지역의 지형 이해하기
(가)는 빙하의 이동에 의해 퇴적된 지형으로, 숟가락

을 엎어 놓은 모양의 언덕인 드럼린, (나)는 융빙수
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된 제방 모양의 지형인 에스
커이다. 에스커는 드럼린보다 퇴적 물질의 분급이 양
호하다.

16. [출제의도] 카르스트 지형의 특징 이해하기
(가)는 석회화 단구이고, (나)는 탑 카르스트이며, 
(다)는 석회 동굴이다. 돌리네가 여러 개 연결된 지
형은 우발레(우발라)이며, 카르스트 지형은 건조 기
후보다 습윤 기후 지역에서 잘 발달한다.

17. [출제의도] 아프리카의 자원 개발 이해하기
(가)는 아프리카의 표적인 다이아몬드 생산국이며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보츠와나(E)이다. A는 이집
트, B는 나이지리아, C는 에티오피아, D는 콩고 민주 
공화국이다.

18. [출제의도] 앵글로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지역 
이해하기
(가)는 앵글로아메리카, (나)는 라틴 아메리카이다. 
라틴 아메리카는 앵글로아메리카보다 에스파냐어 사
용자 수가 많고, 가톨릭교 신자 비율이 높으며,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낮다.

19. [출제의도] 세계의 지형 구분하기
지도에서 가장 진한 음 은 신기 조산 , 중간 음
은 고기 조산 , 가장 연한 음 은 안정 육괴에 해당
한다. 신기 조산 에는 히말라야산맥, 로키산맥, 안데
스산맥 등이 포함되며, 고기 조산 에는 애팔래치아
산맥, 우랄산맥, 스칸디나비아산맥 등이 포함된다. 안
정 육괴에는 발트 순상지, 앙가라 순상지, 브라질 순
상지 등이 포함된다. 오스트레일리아 내륙은 안정 육
괴, 동부는 그레이트디바이딩산맥으로 고기 조산 이
다. 필리핀, 뉴질랜드 등은 모두 환태평양 조산 의 
일부로 신기 조산 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에 들어
갈 퍼즐 조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20. [출제의도] 다양한 해안의 특징 이해하기
(가)는 산호초 해안이며, (나)는 피오르 해안이다. 
(가)를 볼 수 있는 지역은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C이며, (나)를 볼 수 있는 지역은 노르웨이 
남서부에 위치한 A이다. B에서는 리아스 해안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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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동아시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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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일본 열도 신석기 문화 파악하기
자료의 밑줄 친 ‘이 지역’은 일본 열도이다. 신석기 
시  일본 열도에서는 표면에 새끼줄 무늬가 있는 
조몬 토기가 제작되었다. (가)는 훙산 문화가 발달한 
랴오허강 유역, (나)는 빗살무늬 토기 등이 출토된 
한반도, (다)는 양사오 문화가 발달한 황허강 중류 
지역, (마)는 허무두 문화가 발달한 창장강 하류 지
역에 해당한다.

2. [출제의도] 한 무제 정책 파악하기
자료의 밑줄 친 ‘황제’는 한 무제이다. 한 무제는 서
역으로 장건을 파견하 다. 또한 흉노를 북쪽으로 몰
아내고 고조선을 멸망시켰다. ②는 진 시황제, ④는 
몽골 제국 쿠빌라이 칸, ⑤는 청 강희제에 해당한다. 
①의 팔기제는 후금 누르하치가 편성한 군사ㆍ행정 
조직이다.

3. [출제의도] 태평천국 운동 이해하기
자료의 밑줄 친 ‘반란’은 태평천국 운동이다. 홍수전 
등이 주도한 태평천국 운동은 청 왕조 타도, 남녀평
등, 토지 균분 등을 내세우면서 농민과 하층민의 지
지를 받았다. ②는 의화단 운동에 해당한다. ③의 삼
국 간섭은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의 향으로 일어났
고, ④의 ‘21개조 요구’는 제1차 세계 전 중에 일
본이 중국에 제시한 것이고, ⑤의 윌슨이 제기한 민
족 자결주의는 3ㆍ1 운동 등에 향을 주었다.

4. [출제의도] 4세기 동아시아 인구 이동 이해하기
자료는 4세기 중국에서 있었던 인구 이동에 한 것
이다. 5호가 화북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자 한족이 
창장강 이남으로 이주하여 동진을 건국하 다. ①은 
7세기, ②는 15세기, ③은 10세기에 해당한다. ④의 
부여족의 일부는 졸본으로 남하하여 기원전 1세기에 
고구려를 건국하 다.

5. [출제의도] 8세기 동아시아 불교 이해하기
자료의 (가)는 감진이다. 8세기에 당의 승려 감진은 
일본으로 건너가 계율을 전하여 일본 불교 발달에 
큰 향을 끼쳤다. 감진이 활동했던 시기 일본에서는 
도다이사가 건립되었다. ①은 청, ②는 고려, 조선, 
③은 고려, ⑤는 명에 해당한다.

6. [출제의도] 17 ~ 19세기 동아시아 서민 문화 이해하
기
자료의 (가)는 청이다. 17 ~ 19세기 동아시아에서는 
상공업이 발달하고 도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서민 문
화가 발전하 다. 중국에서는 홍루몽  등의 소설과 
경극 등의 공연이 유행하 고, 한국에서는 판소리, 
한글 소설 등이 유행하 다. ①은 신라, ③은 명, ④
는 당, ⑤는 7세기에 해당한다.

7. [출제의도] 일본 율령 체제 이해하기
자료의 밑줄 친 ‘이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이호 율령을 반포하
다(701). 또한 중앙 관제로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
과 행정을 총괄하는 태정관을 두고 태정관 아래 8성
을 설치하 다. ①은 신라, ③은 수, 당, ④, ⑤는 발
해에 해당한다.

8. [출제의도] 성리학 향 이해하기
자료의 (가)는 성리학이다. 남송  주희가 집 성한 
성리학은 동아시아 각국에 많은 향을 끼쳤다. 한국
에서는 서원과 향약이 보급되었고, 일본에서는 후지
와라 세이카가 사서오경왜훈 을 저술하 다. ①은 
신라, ②는 당에 해당한다. ③의 제자백가는 춘추 전
국 시 에 출현하 고, ④의 헤이조쿄는 당의 장안성
을 본떠 8세기에 건설되었다.

9. [출제의도] 금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금이다. 12세기 초 만주 일 에서는 
여진족이 성장하여 아구다가 부족을 통합하고 금을 
세웠다. 이후 금은 거란(요)을 멸망시켰고, 송을 공
격하여 수도 카이펑을 함락하 다. 금은 여진 등 유
목민에게는 맹안ㆍ모극제, 한족 등 농경민에게는 주
현제를 실시하 다. ②는 흉노, ③은 일본, ④는 몽골 
제국, ⑤는 당에 해당한다.

10. [출제의도] 동아시아 은 유통 이해하기
자료의 (가)는 은이다. 조선에서는 단천 은광 등이 
개발되면서 은 생산량이 늘어났고, 왜관을 통한 일본
과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일본산 은이 많이 유입되었
다. 중국에서는 명 에 일조편법이 시행되어 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하 고, 일본에서는 조선의 회취법
(연은 분리법)이 도입되어 이와미 광산의 은 생산량
이 크게 늘어났다. ㄴ은 동전, ㄹ은 도자기에 해당한
다.

11. [출제의도] 워싱턴 회의 이해하기
자료의 밑줄 친 ‘이 회의’는 워싱턴 회의(1921 ~
1922)이다. 제1차 세계 전 이후 동아시아를 둘러
싼 열강 간의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 미국의 주도로 
워싱턴 회의가 개최되었다. 워싱턴 회의에서는 ㆍ
일 동맹의 폐기가 결정되었고, 각국이 해군 군비 축
소에 합의하 다. 이 회의 결과 산둥반도의 이권이 
중국에 반환되었다. ①은 카이로 회담 등, ②는 샌프
란시스코 강화 조약, ③은 얄타 회담, ⑤는 제네바 
회담에 해당한다.

12. [출제의도] 당의 외 관계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당이다. 당은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조공ㆍ책봉 관계를 주변국에 요구하 다. 그러나 돌
궐, 토번 등은 이에 응하지 않고 당을 침략하기도 하

다. 이 때문에 당에서는 화번공주를 보내는 등 화
친을 도모하기도 하 다. 또한 당은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①은 한, ②는 몽골 제
국, ③은 후한, ⑤는 에도 막부에 해당한다.

13. [출제의도] 에도 막부 시기 동아시아 경제 상황 파
악하기
자료의 밑줄 친 ‘이 막부’는 에도 막부(17 ~ 19세기)
이다. 에도 막부는 서양과의 무역을 통제했지만 네덜
란드 상인에게는 나가사키의 데지마를 개방하여 무
역을 허용하 다. 이후 데지마는 서양 문물의 유입 
창구가 되었다. 이 시기 한국에서는 동법이 시행되
고, 장시가 발달하 다. 중국에서는 강남 지역에 시
진이 발달하 으며, 산시 상인 등이 각지에 회관을 
세워 상호 이익을 도모하 다. 일본에서는 무사와 상
공업자들이 각 번의 거점이었던 성의 주변에 거주하
면서 조카마치가 발전하 다. ②는 신라에 해당한다.

14. [출제의도] 명 왕조 파악하기
자료의 밑줄 친 ‘이 왕조’는 명이다. 주원장(홍무제)
은 난징을 수도로 삼아 명을 건국하 다. 명은 락
제 시기에 자금성을 건설하고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
겼다. 또한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와 조공ㆍ책봉 관계
를 맺고 감합 무역을 전개하 다. ①, ⑤는 몽골 제
국, ②는 청, ④는 에도 막부에 해당한다.

15. [출제의도] 병자호란 향 파악하기
자료의 밑줄 친 ‘이 전쟁’은 병자호란(1636 ~ 1637)
이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청
군에 항전하 으나 결국 삼전도에서 항복하고 청과 
군신 관계를 맺었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에서는 청을 
정벌하여 수치를 씻고 명에 한 의리를 지키자는 
북벌론이 두되었다. ②는 1510년, ③은 13세기, ④
는 15세기에 해당한다. ⑤의 가마쿠라 막부는 두 차
례에 걸친 몽골ㆍ고려 연합군 침략의 향으로 쇠퇴
하 다.

16. [출제의도] 중ㆍ일 전쟁 이후 동아시아 상황 이해
하기
자료의 (가)는 제2차 국ㆍ공 합작(1937), (나)는 중
화 인민 공화국 수립(1949)에 한 것이다. 루거우
차오 사건을 계기로 중ㆍ일 전쟁이 발발하자 제2차 
국ㆍ공 합작이 이루어졌다. 이후 중국 국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선 의용 가 조직(1938)되어 항일전
을 전개하 다. 일본이 패망하고 제2차 세계 전이 
끝나자 국ㆍ공 내전이 본격화되었다. 국ㆍ공 내전 초
기 불리했던 전세를 역전한 중국 공산당은 중화 인
민 공화국을 수립하 다. ①은 1919년, ②는 1842
년, ③은 1966년, ④는 1950년에 해당한다.

17. [출제의도] 청ㆍ일 전쟁 결과 파악하기
자료의 밑줄 친 ‘이 전쟁’은 청ㆍ일 전쟁(1894 ~
1895)이다. 청ㆍ일 전쟁에서 일본은 풍도 해전, 평양 
전투 등에서 승리하 고, 이후 청과 시모노세키 조약
을 체결하여 타이완을 할양받았다. ①의 닉슨 독트린
은 베트남 전쟁이 장기화되자 미국이 발표하 고, ②
의 도이머이 정책으로 시장 경제 체제의 일부가 도
입되어 베트남의 경제가 성장하 고, ③의 55년 체제
는 일본에서 1955년에 신헌법 유지를 주장하며 사회
당의 좌ㆍ우파가 통합하자, 보수 정당인 자유당과 민
주당이 자유민주당으로 통합하며 성립되었고, ⑤의 
크리스트교 포교의 자유는 제2차 아편 전쟁에서 패
한 청이 맺은 베이징 조약 등에서 허용되었다.

18. [출제의도] 메이지 정부 정책 이해하기
자료의 밑줄 친 ‘신정부’는 메이지 정부이다. 일본에
서는 개항 이후 지방의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존
왕양이 운동이 일어났고 뒤이어 막부 타도 운동이 
전개되면서 천황 중심의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폐번치현을 단행하고 징병제를 실시
하 다. 또한 일본 제국 헌법을 제정하고 제국 의
회를 설립하 다. ②는 중국, ③은 조선, ④, ⑤는 에
도 막부에 해당한다.

19. [출제의도] 요코하마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요코하마이다. 요코하마는 미ㆍ일 수
호 통상 조약으로 개항되었다. 또한 거류지가 설치되
어 외국인의 거주가 허용되었다. 한편 요코하마와 도
쿄를 연결하는 일본 최초의 철도가 1872년에 개통되
었다. ①은 부산, ②는 베이징, ③은 도쿄, ④는 난징
에 해당한다.

20. [출제의도] 베트남 전쟁 파악하기
자료의 밑줄 친 ‘이 전쟁’은 베트남 전쟁이다. 베트남 
전쟁은 1964년 통킹만 사건을 빌미로 미국이 지상군
을 파병하면서 본격화되었고, 미국의 요청으로 한국
군도 참전하 다. 이후 미국은 1973년 파리 평화 협
정을 맺고 미군 철수에 합의하 다. ②는 신해혁명, 
③은 태평양 전쟁, ⑤는 러ㆍ일 전쟁에 해당한다. ④
의 제1차 사이공 조약은 프랑스인 선교사 박해를 구
실로 베트남을 침략한 프랑스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체결한 조약이다.



21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세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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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인도 문명 파악하기
자료는 인도 문명에 한 것이다. 인도 문명은 인더
스강 유역에서 발달하 다. 인도 문명의 표적 유적
인 모헨조다로는 형 목욕탕, 곡물 창고 등을 갖춘 
계획도시 다. ①은 이집트 문명, ②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③은 고  아테네, ⑤는 중국 문명에 해당한다.

2. [출제의도] 진 시황제의 정책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진 시황제이다. 진 시황제는 중국의 
전국 시 를 통일한 후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하 으며 도량형ㆍ화폐ㆍ문자 등을 통일하 다. 
또한 분서갱유를 단행하여 사상을 통제하 다. ①은 
당 태종, ②는 명 홍무제, ④는 당의 공 달, ⑤는 수 
양제에 해당한다.

3. [출제의도] 사산 왕조 페르시아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이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파르티아 멸망 이후 수도 크테시폰을 중
심으로 번 하 다. 또한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
았다. ①, ⑤는 무굴 제국, ②는 오스만 제국, ④는 
페니키아에 해당한다.

4. [출제의도] 프랑스 2월 혁명 이해하기
자료의 밑줄 친 ‘이 혁명’은 프랑스 2월 혁명(1848)
이다. 프랑스에서 7월 혁명(1830)으로 루이 필리프
가 국왕으로 추 되었으나 루이 필리프의 7월 왕정
은 소수의 부유한 시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 고, 
이에 파리의 중소 시민과 노동자들이 선거권 확 를 
요구하며 2월 혁명을 일으켰다. 2월 혁명의 향으로 
오스트리아에서 혁명이 일어나 메테르니히가 실각하
는 등 빈 체제가 붕괴되었다. ②의 포에니 전쟁(기원
전 264 ~ 기원전 146)은 로마와 카르타고 간에 벌어
졌고, ③의 에프탈의 침입은 굽타 왕조의 쇠퇴에 
향을 주었고, ④의 데브시르메 제도를 통해 오스만 
제국은 술탄의 친위 부 인 예니체리나 관료를 육성
하 고, ⑤의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교황이 성지 회복
을 위한 원정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여 십자군 전쟁
이 일어났다.

5. [출제의도] 비잔티움 제국 이해하기
자료의 (가)는 비잔티움 제국이다.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성 
소피아 성당을 건립하고, 옛 로마 제국 토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 다. 한편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그리
스 정교가 발달하 고, 외침에 비하기 위해 군관구
제와 둔전병제가 시행되었다. ㄴ은 프랑크 왕국, ㄹ
은 오스만 제국에 해당한다.

6. [출제의도] 당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당이다. 당은 현종 때 절도사 안녹산
의 반란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 이후 중앙 정부는 약
화되고, 절도사들의 세력이 강화되었으며, 조세 제도
는 조용조에서 양세법으로 바뀌었다. 결국 당은 절도
사 주전충에게 멸망하 다. ①은 원, ②는 청, ③은 
명, ④는 한에 해당한다.

7. [출제의도] 알렉산드로스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알렉산드로스이다. 알렉산드로스는 마

케도니아의 왕으로, 이소스 전투(기원전 333)에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를 상 로 
승리를 거두었다. 또한 정복지 곳곳에 알렉산드리아
라는 도시를 건설하 다. ①은 클레이스테네스, ③은 
옥타비아누스, ⑤는 카이사르에 해당한다. ④의 호르
텐시우스법은 기원전 3세기에 로마의 평민권 신장 
과정에서 제정되었다.

8. [출제의도]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에스파냐와의 전쟁
에서 승리하여 에스파냐의 식민지 던 필리핀을 차
지하 다. 이에 필리핀에서는 아기날도를 중심으로 
미국에 맞서 무장 투쟁이 전개되었다. 한편 미국은 
무력시위를 통해 일본을 개항시켰다. ①은 이집트 
등, ②는 국, ③은 이탈리아, ④는 프랑스에 해당한
다.

9. [출제의도] 우마이야 왕조 파악하기
자료의 밑줄 친 ‘이 왕조’는 우마이야 왕조이다. 다마
스쿠스를 수도로 삼았던 우마이야 왕조는 이베리아
반도까지 토를 확장하 으며, 아랍인을 우 하는 
정책을 펼쳤다. ①은 고  로마, ②는 오스만 제국, 
③은 아바스 왕조 등, ⑤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
아에 해당한다.

10. [출제의도] 제2차 세계 전 시기의 사실 파악하기
자료의 밑줄 친 ‘이 전쟁’은 제2차 세계 전(1939
~ 1945)이다. 제2차 세계 전은 독일의 폴란드 침
공으로 시작되었다. 전쟁 중에 독일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을 침공하 다. 한편 연합군은 
제2차 세계 전 중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시
켰다. ①은 1920년, ②는 1919년, ③은 1794년, ⑤
는 1825년에 해당한다.

11. [출제의도] 무굴 제국의 문화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무굴 제국(16 ~ 19세기)이다. 무굴 제
국의 아우랑제브 황제는 정복 활동을 통해 데칸고원
을 넘어 인도 남부의 부분을 차지하 고, 이슬람 
제일주의를 내세워 힌두교도 등을 박해하 다. 한편 
무굴 제국에서는 타지마할이 건립되었다. ②의 자이
나교는 기원전 6세기경에 출현하 고, ③의 샤쿤탈
라 는 굽타 왕조의 칼리다사가 저술하 고, ④의 쿠
트브 미나르는 아이바크가 델리 정복을 기념하여 세
운 탑으로, 아이바크는 델리를 정복하고 이슬람 왕조
를 수립하여 델리 술탄 왕조 시 를 열었고, ⑤의 간
다라 양식은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이후 간다라 지방
에서 등장하여 쿠샨 왕조 시기에 발달하 다.

12. [출제의도] 헤이안 시  이해하기
자료의 밑줄 친 ‘이 시 ’는 헤이안 시 (8세기 ~ 12
세기)이다. 헤이안쿄(교토)를 수도로 삼았던 헤이안 
시 에는 견당사 파견이 중지되고, 국풍 문화가 발달
하 다. 문학에서는 일본 고유 형식의 시가인 와카가 
발달하 고, 장편 소설인 겐지 모노가타리(겐지 이
야기) 가 저술되었다. ②는 메이지 정부, ③은 에도 
막부, ⑤는 나라 시 에 해당한다. ①의 다이카 개신
은 7세기 중엽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단
행되었다.

13. [출제의도] 미국 혁명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미국 혁명이다. 미국 혁명 과정에서 
식민지군은 프랑스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요크타운 
전투(1781)에서 국군에 승리를 거두었다. 미국 혁
명 결과 연방주의에 기초한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①
의 7년 전쟁은 오스트리아가 왕위 계승 전쟁 때 빼
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 프로이센과 벌인 전쟁이고, 
②의 사라예보 사건은 제1차 세계 전이 일어나는 
발단이 되었고, ③의 자크리의 난은 봉건적 속박을 

강화하려는 주에 맞서 14세기에 프랑스에서 일어
났고, ④의 크롬웰은 국 혁명 전개 과정에서 호국
경에 취임하 다.

14. [출제의도] 셀주크 튀르크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셀주크 튀르크이다. 11세기 중엽 셀주
크 튀르크는 바그다드에 입성하여 부와이 왕조를 축
출하 으며 아바스 왕조로부터 술탄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이후 예루살렘과 소아시아(아나톨리아) 지역
으로 세력을 확 하여 비잔티움 제국과 립하 다. 
①은 오스만 제국, ②는 고  아테네, ④는 고  로
마에 해당한다. ⑤의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정통 칼
리프 시 의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하 다.

15. [출제의도] 청의 경제 상황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청이다. 18세기 중반 청은 서양 상인
들과의 무역을 광저우로 제한하 고, 서양 상인들은 
공행을 통해 교역하 다. 한편 청 에는 정세를 지세
에 합쳐 은으로 징수하는 지정은제가 실시되었다. 
①, ⑤는 송, ④는 진(秦)에 해당한다. ②의 균전제는 
북위에서 시작되어 당 까지 시행되었다.

16. [출제의도] 거란(요)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거란(요)이다. 거란(요)은 발해를 멸
망시키고, 송과 전연의 맹약을 맺어 비단, 은 등의 
물자를 받았다. 또한 북면관제와 남면관제를 시행하

다. ①은 원, ②는 청, ③은 한, ④는 명에 해당한
다.

17. [출제의도] 쑨원 파악하기
자료의 밑줄 친 ‘그’는 쑨원이다. 쑨원은 삼민주의를 
제창하고 중국 동맹회를 결성하여 청 왕조를 타도하
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 다. 이후 신해혁명이 일어나 
쑨원이 중화민국 임시 총통에 취임하 다. ①은 청 
옹정제, ②는 장쉐량, ③은 청 강희제에 해당한다. ④
의 천조전무 제도는 홍수전이 세운 태평천국에서 발
표하 다.

18. [출제의도] 오스만 제국의 민족 운동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오스만 제국이다. 오스만 제국에서는 
술탄의 전제 정치가 강화되자 장교와 지식인 등이 
중심이 되어 청년 튀르크당이 결성되었다. 한편 오스
만 제국은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탄지마트를 단행하

다. ①은 무굴 제국, ③은 티무르 왕조, ④는 러시
아, ⑤는 에스파냐에 해당한다.

19. [출제의도] 카노사의 굴욕 배경 파악하기
자료의 밑줄 친 ‘이 사건’은 카노사의 굴욕이다. 성직
자 서임권 문제를 둘러싸고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히 4세가 립하여 
카노사의 굴욕(1077)이 일어났다. ①의 라틴 제국은 
제4차 십자군이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
폴리스를 공격하여 1204년에 건설되었고, ②는 성직
자에 한 과세 문제로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와 프
랑스 왕 필리프 4세가 립한 결과이고, ③의 성상 
파괴령은 동서 교회 립의 계기가 되었고, ⑤의 니
케아 공의회는 예수의 신성을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
자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소집하 다.

20. [출제의도] 펠리페 2세의 활동 이해하기
자료의 (가)는 펠리페 2세이다. 에스파냐의 펠리페 2
세는 네덜란드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국을 공격하
기 위해 무적함 를 파병하 다. 그러나 무적함 는 

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보낸 해군에 의해 격파되
었다. 한편, 펠리페 2세는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을 물리쳤다. ①은 프랑스의 루이 14세, ②는 러
시아의 알렉산드르 2세, ③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 ⑤는 러시아의 표트르 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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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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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희소성 이해하기
㉠과 ㉡은 모두 희소성이 존재하여 가를 지불해야
만 얻을 수 있는 경제재이다. ㉠은 많은 사람들이 찾
지만 량 양식이 쉬우므로 희소성이 작아 가격이 
저렴하다. ㉡은 특별한 식감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생산이 어려우므로 희소성이 커 가격이 비싸다. ④
㉢은 ㉡의 희소성 감소 요인이다.

2. [출제의도] 합리적 선택 이해하기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구성된
다. ㄱ. ㉠은 환불받을 수 없으므로 매몰 비용에 해당
한다. ㄹ. 1안 선택에 따른 명시적 비용은 10만 원이
고, 2안 선택에 따른 명시적 비용은 2만 원이다.

3. [출제의도] 국민 경제의 순환 이해하기
A는 가계, B는 기업이다. ① 가계는 소비 활동의 주
체이다. ② 기업은 이윤 극 화를 추구한다. ④ 간호
사가 병원에서 받은 임금은 요소 소득에 해당한다. 
⑤ 학생이 문제집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돈은 소비 
지출에 해당한다.

4. [출제의도] 시장 실패 이해하기
제시된 사례를 통해 민간 부문의 자체 조직 결성, 규
칙 마련 등 자체적인 노력이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시장 실패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도출할 수 있다. 
① 공유 자원의 남용 문제는 재화의 비배제성과 경합
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5. [출제의도] 인플레이션 이해하기
㉠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고, ㉡은 비용 인상 인
플레이션이다. ①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기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다. ② 노동 인구 
감소는 총공급 감소 요인이다. ④ 투자 지출 증가는 
총수요 증가 요인이다.

6. [출제의도] 가격 규제 이해하기
㉠은 최고 가격제이다. ③ ㉡이 시행될 경우 시장 가
격은 상승한다. ④ ㉡이 시행될 경우 시장 거래량은 
증가한다. ⑤ ㉡이 시행될 경우 생산자 잉여는 증가
한다.

7. [출제의도] 시장의 잉여 이해하기
표는 X재 시장의 가격별 시장 수요량과 공급량을 나
타낸다.

구분 1천 원 2천 원 3천 원 4천 원 5천 원
수요량 8 7 6 4 1
공급량 1 3 6 7 8

(단위: 개)

① X재의 균형 가격은 3천 원이다. ② X재를 거래하
는 소비자는 갑, 을, 병이고 생산자는 A, B, C이다. 
③ 갑의 소비자 잉여는 3천 원이고, 을의 소비자 잉
여는 2천 원이다. ⑤ A ～ D가 모두 X재를 1개씩만 
판매하고자 한다면 시장 거래량이 감소하므로 총잉
여는 감소한다.

8. [출제의도] 경상 수지 이해하기
표는 갑국과 을국의 경상 수지를 항목별로 나타낸다.

구분 갑국 을국
상품 수지 -20 20

서비스 수지 -10 10
본원 소득 수지 10 -10
이전 소득 수지 -10 10

(단위: 억 달러)

갑국의 경상 수지는 30억 달러 적자, 을국의 경상 수
지는 30억 달러 흑자이다. ③ 경상 수지 흑자는 물가 
상승 요인이다. ④ 해외여행 경비가 포함된 항목은 
서비스 수지이다. ⑤ 해외 투자에 따른 배당금이 포
함된 항목은 본원 소득 수지이며, 무상 원조 금액이 
포함된 항목은 이전 소득 수지이다. 양국 간 본원 소
득 수지 항목의 거래액은 170억 달러이며, 이전 소
득 수지 항목의 거래액은 30억 달러이다.

9. [출제의도] 수요와 공급의 변동 요인 이해하기
X재는 공급 변동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
이 감소하 으므로 ㉠은 ‘X재 공급 감소’이다. X재 
가격 상승에 따라 X재와 연관 관계에 있는 Y재의 가
격이 상승하 으므로 Y재는 수요가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X재와 Y재는 체 관계이다. ① X재
의 생산 기술 향상은 X재 공급 증가 요인이다. ② Y
재는 수요가 증가하 으므로 ㉡은 300보다 크다. ⑤
X재 판매 수입은 감소하 다.

10. [출제의도] 경제 체제 이해하기
A는 계획 경제 체제, B는 시장 경제 체제이다. ① 시
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에서는 모두 희소성
에 의한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④ 시장 경제 체제에
서는 경제적 유인을 강조한다.

11. [출제의도] 금융 시장 이해하기
(가)는 이자율이다. 자금 수요 증가는 E0에서 E1로의 
균형점 이동 요인이며, 자금 공급 증가는 E0에서 E2
로의 균형점 이동 요인이다. ㄴ.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금 수요량은 감소한다.

12. [출제의도] 외부 효과 이해하기
X재 시장에서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정부의 시
장 개입에 의해 공급이 증가하 고 이로 인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었으므로 ㉠은 생산 측면의 
외부 경제이다. ㄴ. 생산 측면의 외부 경제는 사적 비
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발생한다. ㄹ. 정
부는 생산자에게 X재 단위당 P1P2보다 많은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 다.

13. [출제의도] 기업의 경제적 역할 이해하기
표는 X재 생산량에 따른 총수입, 총비용, 평균 수입, 
평균 비용, 이윤을 나타낸다.

X재 생산량 1개 2개 3개 4개 5개
총수입 100 180 240 280 300
총비용 120 170 220 270 320

평균 수입 100 90 80 70 60
평균 비용 120 85 약 

73.3 67.5 64
이윤 -20 10 20 10 -20

(단위: 만 원)

⑤ Y재 1개당 구입 비용이 15만 원으로 감소하더라도 
이윤이 극 화되는 생산량은 3개로 변함이 없다.

14. [출제의도] 고용 지표 이해하기
표는 갑국의 연도별 고용 관련 자료를 나타낸다.

구분 2020년 2021년
15세 이상 인구 125 150

비경제 활동 인구 25 25
경제 활동 인구 100 125

취업자 수 80 100
실업자 수 20 25

(단위: 만 명)

ㄷ. 실업률은 2020년과 2021년이 모두 20%이다. ㄹ.
고용률은 2020년이 64%이고, 2021년이 약 66.7%이
다.

15. [출제의도] 경제 안정화 정책 이해하기
지급 준비율 인상은 긴축 통화 정책, 소득세율 인상
은 긴축 재정 정책에 해당한다. 긴축 통화 정책과 긴
축 재정 정책은 모두 총수요를 감소시켜 경기 과열
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④ 기준 금리 인상은 
긴축 통화 정책이다.

16. [출제의도] 국내 총생산 이해하기
명목 GDP는 2020년이 2019년보다 10% 높고, 2020
년과 2021년이 같다. 실질 GDP는 2019년과 2020년
이 같고, 2021년이 2020년보다 10% 높다. ① 물가 
수준은 2020년이 가장 높다. ② 2019년은 GDP 디플
레이터가 100이므로 명목 GDP와 실질 GDP는 같다.

17. [출제의도] 경제적 유인 이해하기
ㄷ. ㉠은 리콜에 응하는 사람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ㄹ. ㉡은 종합 소득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
지 않는 행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18. [출제의도] 무역의 원리 이해하기
① X재 최  생산 가능량은 갑국이 30개, 을국이 60
개이다. ② 갑국은 X재 생산에, 을국은 Y재 생산에 
절  우위를 가진다. ③ 갑국의 X재 1개 생산의 기회
비용은 Y재 1/3개이다. ④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
은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19. [출제의도] 환율 변동 이해하기
미국 주식 시장에서 달러화로 사들인 미국 기업의 
주가가 3개월 전에 비해 상승하 음에도 원화 기준
으로 손해라는 것을 통해 3개월 전에 비해 달러화 

비 원화 가치가 상승하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원/달러 환율 하락’을 의미한다. 또한, 전문가의 
‘지금 주식을 모두 팔고 원화로 환전해야 손실이 최
소화되기 때문’이라는 조언을 통해 전문가는 원/달러 
환율 하락을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원/달러 
환율 하락은 미국인의 한국 여행 경비 부담을 증가
시키는 요인이다. ④ 원/달러 환율 하락은 한국산 제
품의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
이다.

20. [출제의도] 무역 정책 이해하기
밑줄 친 경제 상황은 X재의 공급 감소를 나타낸다. 
공급 감소 전과 후 모두 국제 가격인 P0일 때의 국
내 소비량은 Q0으로 변함이 없다. 그러나 전체 공급
량은 Q3에서 Q1로 감소하 으므로 수출량은 Q0Q3에
서 Q0Q1로 감소하 다. ① 국제 가격은 변함이 없으
므로 X재 국내 가격은 변함이 없다. ④ 국내 소비자 
잉여는 변함이 없다. ⑤ X재 공급이 감소하 으므로 
국내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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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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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정치의 의미 이해하기
갑의 관점은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을의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②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에도 정치 현상이 나타났다고 본다. ③ 좁은 의
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
라보는 관점은 모두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
을 정치로 본다. ④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
점은 다른 사회 집단과 구분되는 국가만의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⑤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달리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아파트 단지 내 골프 연습장 설치를 둘러싼 주민 회
의 과정을 정치로 본다.

2. [출제의도] 정치 참여 집단 이해하기
A는 시민 단체, B는 이익 집단, C는 정당이다. ②, 
⑤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모두 정치 사회화 기
능을 담당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③ 정당은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한다.

3.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A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① 국제법을 존중하고 침
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원리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②
전통문화를 계승함으로써 문화를 보호하려는 원리는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③ 국가의 최종 의사 결정 권
한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⑤
분단의 특수한 상황을 반 하여 남북 간 평화적 통
일을 추구하는 원리는 평화 통일 지향이다.

4. [출제의도] 양당제와 다당제 이해하기
A는 양당제, B는 다당제이다. ① 다당제는 양당제에 
비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 하기 용이하
다. ③ 다당제는 양당제에 비해 군소 정당의 난립으
로 인한 정국 불안 가능성이 높다. ⑤ 양당제, 다당제 
모두 민주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하므로 (나)에는 해
당 질문이 들어갈 수 없다.

5. [출제의도] 기본권 유형 이해하기
A는 참정권이다. ②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ㆍ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③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을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는 자유권이다. ④ 인간
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는 사회권이다. ⑤ 빈부 격차 등 자본주의 발달
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현 적 권리는 
사회권이다.

6. [출제의도] 정부 형태 이해하기
t 시기에 갑국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점유한 정당은 
A당이고,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B당이므로 갑
국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통령제이다. ① 전형적
인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서 선출된
다. ②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 의원은 각료
를 겸직할 수 있다.

7. [출제의도] 정치 과정 이해하기
① 의원 소개 청원을 활용하여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
은 정치 과정에서 투입에 해당한다. ② 국민 동의 청
원은 전자 청원 시스템을 이용하므로 정치 참여의 

시ㆍ공간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④ 국
회 청원 심사 규칙 개정은 정치 과정에서 산출에 해
당한다.

8. [출제의도] 불법 행위 이해하기
ㄴ. 을과 정의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을과 정은 A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ㄹ. 갑이 병에 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갑은 B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지
지 않는다.

9. [출제의도]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하기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ㄴ.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통치자의 
통치 행위가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ㄷ. 실질
적 법치주의는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다.

10. [출제의도] 죄형 법정주의 이해하기
A 원칙은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이다. ① 관
습 형법 금지의 원칙이다. ③ 적정성의 원칙이다. ④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다. ⑤ 소급효 금지의 원칙
이다.

11. [출제의도] 우리나라 지방 자치 제도 이해하기
① 지방 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② 주민은 조례
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지
방 자치 단체장은 지방 자치 단체의 집행 기관이다. 
⑤ 주민 참여 예산제, 주민 감사 청구 제도는 모두 
주민의 의사를 반 할 수 있는 제도에 해당한다.

12. [출제의도] 형벌과 형사 절차 이해하기
ㄱ. 을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집행 유예 기
간 동안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그 기간이 경
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ㄴ. 보안 처분은 
형벌을 체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안적 
형사 제재로 치료 감호, 보호 관찰 등이 있다. 선고 
유예는 보안 처분이 아니다.

13. [출제의도]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하기
법원의 판단에 나타난 민법의 기본 원칙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상 방의 손
해에 해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
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원칙이다.

14. [출제의도]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하기
A는 정당방위, B는 긴급　 피난이다. ② 긴급　 피난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③ 가족의 생명을 위
협하는 협박에 못 이겨 법정에서 위증한 행위는 강
요된 행위로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④ 채권자
가 거액의 빚이 있는 채무자를 공항에서 붙잡아 도
망가지 못하게 막은 행위는 자구　행위에 해당한다.

15. [출제의도] 부부간의 법률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관계 이해하기
① 갑과 을의 이혼은 재판상 이혼이므로 이혼 숙려 
기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② 을은 이혼에 책임
이 있더라도 혼인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친양자로 입양된 A
는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친양자로 입양된 
A는 병과 정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된다.

16. [출제의도] 법원과 헌법 재판소 이해하기
A는 법원, B는 헌법 재판소이다. (가)는 위헌 법
률 심판, (나)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① 헌법 재판소는 권한 쟁의 심판 권한을 가진다. ②

법원은 위헌ㆍ위법한 명령ㆍ규칙에 한 최종 심
사권을 가진다. ③ 법원장은 헌법 재판소 재판관 9
인 중 3인을 지명하며, 헌법 재판소 재판관은 통령
이 임명한다.

17.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하기
① 갑은 을의 동의를 얻어 병과 계약을 체결하 으므
로 갑은 병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병은 정
으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갑에게 매매 금을 지급하

으므로 정은 병이 갑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무는 미성년자인 갑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
에 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⑤ 계약 당시 갑이 
속임수로써 자신이 행위 능력자라고 무가 믿게 한 
경우, 갑과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계약은 유효
하다.

18. [출제의도] 연소 근로자의 근로 계약 이해하기
③ A는 B에게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A의 법정 리인은 A를 리하여 B와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⑤ A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7세
이므로 취직 인허증 없이도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9.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 기관 이해하기
A는 국무 회의, B는 통령, C는 국무총리, D는 국
무 위원이다. ① 국회 의원은 국무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국회는 통령이 비준한 조약에 한 동의
권을 가진다. ③ 통령은 국회의 동의가 없더라도 
국무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국무 회
의의 부의장이다.

20. [출제의도] 선거 제도 이해하기
(가)는 단순 다수 표제에 해당하며, (나)는 절 다
수 표제 중 결선 투표제에 해당한다. 표는 □□국 
○○ 지역의 표 선출 방식이 (가)인 경우와 (나)
인 경우 갑 ～ 정의 득표 결과 및 당선자를 나타낸다.

구분 갑 을 병 정
(가)인 경우 5,000

(당선) 4,000 2,000 500

(나)인 
경우

1차 
투표 5,000 4,000 2,000 500
결선 
투표

6,000
(당선) 5,500 ㆍ ㆍ

(단위: 표)

② 결선 투표제에서 결선 투표가 실시되면 단순 다수 
표제에 비해 당선자 결정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③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면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므로 당선자의 표
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④ ○○ 지역의 표 선출 
방식이 (가)라면 갑이 당선되며, 갑의 득표율은 약 
4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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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사회ㆍ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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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사회ㆍ문화 현상의 특징 이해하기
㉠, ㉡은 사회ㆍ문화 현상, ㉢은 자연 현상이다. ①
사회ㆍ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② 사회ㆍ문화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작용한다. ③ 자연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작용한다. ④ 자연 현상은 존재 법
칙을 따른다.

2. [출제의도]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
해하기
제시문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
점은 사회 실재론이다. ㄴ, ㄹ. 사회 명목론에 부합하
는 진술이다.

3. [출제의도] 지위, 역할, 사회화 이해하기
① 아버지, 군인은 모두 성취 지위이다. ② 가족은 비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③ 육군사관학교, 군 는 모
두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⑤ 역할 갈등이란 개인에
게 요구되는 서로 다른 역할들이 충돌하여 나타나는 
심리적 갈등을 의미한다.

4. [출제의도] 문화의 속성 이해하기
㉠에는 문화의 공유성, ㉡에는 문화의 전체성이 부각
되어 있다. ㄱ. 문화의 변동성에 한 진술이다. ㄷ.
문화의 축적성에 한 진술이다.

5. [출제의도] 연구 윤리 이해하기
자료를 임의로 만들어서 첨가하는 것, 자신이 기 한 
연구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삭제 또는 변경
하는 것 등은 자료의 위조ㆍ변조에 해당한다. 타인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 출처를 제 로 표기하지 않는 
것, 타인의 연구 내용을 자신의 연구 내용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 등은 표절에 해당한다.

6. [출제의도] 문화의 의미 이해하기
밑줄 친 ‘문화’는 넓은 의미의 문화이다. ㄱ. 선천적이
고 본능적인 행위나 유전적 요인에 따른 행동은 문
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좁은 의미의 문화에 한 
설명이다.

7. [출제의도] 빈곤의 유형 이해하기
A는 절 적 빈곤, B는 상 적 빈곤이다. ② 상 적 
빈곤은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측정된다. ③ 절 적 
빈곤, 상 적 빈곤은 모두 상 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8. [출제의도] 사회ㆍ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이해하기
A는 양적 연구 방법, B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 ② 양
적 연구 방법은 인간 내면의 동기를 심층적으로 파악
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 양적 연구 방법, 질
적 연구 방법은 모두 경험적 자료를 통해 사회ㆍ문
화 현상을 연구한다. ④ 질적 연구 방법은 연구 상
의 주관적 세계에 한 해석을 중시한다. ⑤ 양적 연
구 방법은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추구한다.

9. [출제의도]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는 관점 이해하기
갑의 관점은 기능론, 을의 관점은 갈등론이다. ㄱ. 기
능론은 개인의 가정 배경이 사회 불평등 현상에 미
치는 향력을 간과한다. ㄹ. 갈등론은 희소가치의 차

등 분배 정도와 개인의 성취동기 사이에 정(+)의 관
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는다.

10. [출제의도]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 이해하기
A는 공식 조직, B는 자발적 결사체, C는 이익 사회
이다. ㄱ. A에 해당하는 사례 중 ㉣이 누락되었다. 
ㄹ. 공식 조직은 공식적인 규범에 따라 구성원을 통
제한다.

11. [출제의도] 문화 이해 태도 이해하기
갑의 문화 이해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 을의 문화 
이해 태도는 문화 상 주의이다. ①, ② 문화 사 주
의에 한 설명이다. ④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 제
국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⑤ 문화 
상 주의는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할 수 있다.

12. [출제의도] 사회ㆍ문화 현상의 연구 사례 이해하기
표에는 면접법을 활용한 질적 연구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가)는 연구 설계, (나)는 자료 수집 및 해석, 
(다)는 결론 도출이다. ① 질적 연구는 방법론적 이
원론에 입각하여 수행된다. ③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된다.

13. [출제의도] 주류 문화, 하위문화, 반문화 이해하기
A는 하위문화, B는 주류 문화, C는 반문화이다. ①
한 사회의 구성원 전반이 사용하는 공용어는 주류 
문화의 사례이다. ③ 하위문화, 주류 문화는 한 사회 
내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⑤ 반문화, 하위문화
는 모두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들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14. [출제의도] 일탈 이론 이해하기
갑의 이론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 을의 이론은 차별 
교제 이론이다. ① 낙인 이론은 2차적 일탈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③ 차별 교제 이론은 일탈 
행동의 해결책으로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를 중시
한다. ④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 괴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⑤ 낙인 
이론은 일탈 행동 자체보다 그에 한 사회적 반응
에 주목한다.

15. [출제의도] 계층 구조 분석하기
표는 갑국의 시기별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다.

구분 t기 t+1기
상층(B) 15 20
중층(A) 30 50
하층(C) 55 30

(단위: %)

② 시기별 인구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t기의 중
층 인구와 t+1기의 하층 인구를 비교할 수 없다. ④
t기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이고 t+1기는 다이아몬
드형 계층 구조이므로, t+1기의 계층 구조가 t기에 
비해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16. [출제의도] 사회ㆍ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이해하기
제시문에 나타난 사회ㆍ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은 상
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① 기능론은 사회가 스스로 균
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고 본다. ② 갈등론은 
사회 제도가 기존의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 수단이
라고 본다. ③ 갈등론은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 

립을 사회 변화의 원동력으로 본다. ④ 거시적 관점
은 행위 주체인 개인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17. [출제의도] 문화 변동의 요인 및 양상 이해하기
제시문에는 이슬람 세력과 가톨릭 세력 간의 직접적
인 접촉에 의해 두 문화의 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진 문화 융합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18. [출제의도]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유형 이해

하기
A는 사회 보험, B는 사회 서비스, C는 공공 부조이
다. 사회 보험은 공공 부조에 비해 사전 예방적 성격
이 강하다.

19. [출제의도]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 이해하기
A는 문헌 연구법, B는 면접법, C는 질문지법이다. ①
면접법은 문맹자를 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질
문지법은 양적 자료의 수집에 적합하다. ④ 면접법, 
질문지법은 모두 언어적 응답을 통한 자료 수집이 
필수적이다. ⑤ 문헌 연구법은 2차 자료의 수집에 활
용된다.

20. [출제의도] 사회 불평등 현상에 관한 통계 자료 분
석하기
표는 갑국의 연령 별ㆍ성별 시간당 평균 임금을 나
타낸다.

구분 남성 시간당 
평균 임금

여성 시간당 
평균 임금

t년
30  이하 10 5.5

40 15 6
50  이상 20 7

t+30년
30  이하 30 27

40 40 32
50  이상 60 48

(단위: 달러)

ㄷ. t년 비 t+30년에 30  이하, 40 , 50  이상 
모두 성별 임금 격차 지수가 작아졌으며, 남녀 간 시
간당 평균 임금액의 차이도 작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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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과학탐구 영역 •
[물리학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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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전자기파 이해하기
ㄱ, ㄴ, ㄷ. A는 자외선, B는 적외선, C는 라디오파
이다. 진공에서 전자기파의 속력은 파장과 관계없이 
모두 같다.

2. [출제의도] 질량-에너지 등가성 이해하기
A. 질량수가 큰 원자핵이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들로 
분열되었으므로 핵분열 반응이다. B. 

U의 양성자
수는 92, 

Xe의 양성자수는 54이다. C. 핵반응에서 
결손된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된다.

3. [출제의도] 열기관 이해하기
열기관의 열효율 =

  =1-

 이다. 따라서 

0.2=1-

 이므로 

 =0.8이다.

4. [출제의도] 뉴턴 운동 제3법칙 결론 도출 및 평가하기
ㄱ. A는 정지해 있으므로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0
이다. ㄴ. B에 작용하는 중력과 B가 지구를 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고, B에 작용하는 중력과 q
가 B를 당기는 힘은 평형 관계이다. ㄷ. B의 질량을 
B라 할 때, = B 이므로 B=이
다.

5. [출제의도] 파동의 요소 자료 분석 및 해석하기
파장이 4m이고 주기가 2초이므로 진행 속력은 2m/s
이다. 파동이 6m만큼 이동할 때, =9m에서 파동의 
변위가 처음으로 –1m가 되므로 =3초이다.

6. [출제의도] 충격량 이해하기
공이 받은 충격량은 공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0.1
초부터 0.3초까지, 공이 스틱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
의 크기 =s

kg·mskg·ms =20N이다.
7. [출제의도] 고체의 에너지띠 이해하기

ㄱ. a, b에서 방출되는 광자 1개의 에너지는 각각 
0.66eV, 1.89eV이다. ㄴ. 에너지띠는 여러 개의 에너
지 준위가 겹쳐져 있으므로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모두 같지 않다. ㄷ. (나)에서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원자가 띠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1.12eV 
이상이다. 빛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므로 a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나)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
동수의 최솟값보다 작다.

8. [출제의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 적용하기
자동차가 p에서 q까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데 걸
린 시간을 각각 , 라 하고, 자동차의 가속도의 크
기를 , p와 q 사이의 거리를 이라 할 때, =
-




, =-




, =

 이다. p에서 q까
지, q에서 r까지 자동차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각
각 , 이므로 =이다. 따라서 =


이다.

[별해] p에서 q까지, q에서 r까지 자동차의 평균 속

력은 각각 


, 이다. =이므로 =


이다.

9. [출제의도] 운동량 보존 법칙 자료 분석 및 해석하기
ㄱ. 운동량의 크기는 물체의 속력에 비례하므로 충돌 
후 B의 속력은 


이다. ㄴ. 충돌 전 A의 운동 방향

을 (+)라 할 때, 충돌 전 A, B의 운동량은 각각 
, 이다. B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후가 충
돌 전보다 크므로 충돌 후 B의 운동량은 이다. 
따라서 B의 운동 방향은 충돌 전과 후가 서로 반
이다. ㄷ. 충돌 전 A, B의 운동량의 합은 이므
로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 충돌 후 A의 운동량은 
이다. 따라서 ㉠은 이다.

10. [출제의도] 발광 다이오드(LED) 탐구 설계 및 수
행하기
ㄱ. (가)에서 LED에 불이 켜졌으므로 LED에는 순방
향 전압이 걸린다. ㄴ. 전원 장치의 (+)극과 ⓐ, 
(-)극과 ⓑ가 연결될 때 순방향 전압이 걸리므로 
ⓐ, ⓑ에는 각각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연결되어 
있다. ㄷ. (나)에서 LED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리므
로 LED의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p-n 접합면에
서 멀어진다.

11. [출제의도] 전반사 원리 적용하기
ㄱ. 전반사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클 때 일어난다. 
따라서 A와 B 사이의 임계각은 45°보다 작다. ㄴ. 
단색광이 A와 C의 경계면에서 굴절할 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작으므로 단색광의 속력은 A에서가 C에
서보다 작다. ㄷ. A와 B 사이의 임계각이 A와 C 사
이의 임계각보다 작으므로 A와 B의 굴절률 차는 A
와 C의 굴절률 차보다 크다. 따라서 굴절률은 
A>C>B이다.

12. [출제의도] 특수 상 성 이론 적용하기
ㄱ, ㄴ. 관찰자에 한 우주선의 속력이 클수록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관
찰자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이 B의 시간보다 느리
게 간다. 우주선의 축과 나란한 방향의 고유 길이
는 A가 B보다 길다. ㄷ.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p까지 빛이 진행하는 경로의 길이가 광원에서 q까지 
빛이 진행하는 경로의 길이보다 짧으므로 빛은 q보
다 p에 먼저 도달한다.

13. [출제의도] 파동의 간섭 결론 도출 및 평가하기
위상이 서로 반 인 두 파동이 중첩되면 상쇄 간섭
이 일어나 파동의 진폭이 감소하게 된다.

14. [출제의도] 뉴턴 운동 법칙 탐구 설계 및 수행하기
(가)에서 A와 B가 정지해 있으므로 A와 B에 작용하
는 알짜힘은 0이다.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이므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이다. 
따라서 빗면과 나란한 아래 방향으로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이다. (나)에서 빗면과 나란한 아래 
방향으로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이고, A

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이다. 따라서 

 


=이므로  


이다.

15. [출제의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결론 도출 및 평가하기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반
비례한다. O에서 P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평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평면에서 수
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Q가 일 때 O에서 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이므로 는 

0이고, Q가 일 때 O에서 Q에 흐르는 전류에 의
한 자기장의 세기는 이므로 는 이다.

16. [출제의도] 전자기 유도 현상 적용하기
ㄱ, 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변하여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한다. ㄷ. 바퀴의 회전 속력이 빠를수록 단위 시간 
동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변화량이 크므로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크다.

17. [출제의도] 물질의 자성 탐구 설계 및 수행하기
ㄱ, ㄴ. A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여도 자성을 유지
하 으므로 강자성체이다.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A와 C는 서로 당기는 자
기력이 작용하 으므로 C는 상자성체이고, B는 반자
성체이다. ㄷ. 상자성체,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성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B와 C 사이에는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18. [출제의도] 열역학 법칙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하기
ㄱ. A는 단열 압축하므로 온도는 증가한다. ㄴ. B의 
압력, 부피, 온도는 증가한다. B에서 C로 열이 전달
되므로 C는 온도와 압력이 증가한다. ㄷ.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A가 받은 일과 같고, A가 받은 일
은 B가 한 일과 같다.

19. [출제의도] 전기력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하기
(가)에서 B가 받는 전기력이 0이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방향이므로 A는 양(+)전하, B
는 음(-)전하이다.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
기를 AB,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CB

라 할 때 (가),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각
각 -AB+CB=0, AB+CB=이므로 AB=CB

=이다. 따라서 (가)에서 A가 C에 작용하는 전기
력은 방향이 방향이고, 크기가 이다. A와 C 사
이의 거리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3배이므로 (나)
에서 A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방향이 방향이
고, 크기가 이다. B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방
향이 방향이고, 크기가 이므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이다.

20. [출제의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적용하기
(나)에서 용수철이 원래 길이에서 압축된 길이가 
(가)에서 용수철이 원래 길이에서 늘어난 길이의 3
배이므로 용수철의 원래 길이는 


이다. 용수철 상

수를 라 할 때, (가) → (나)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
지는 보존되므로 =




















이다. 

(나) 이후 용수철이 원래 길이 


가 되었을 때 물

체의 운동 에너지를 k라고 하면, 용수철이 원래 길
이가 될 때까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어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물체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 
증가량)=(탄성 퍼텐셜 에너지 감소량)이므로 k+



=







이다. 따라서 k=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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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과학탐구 영역 •
[화학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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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실생활 문제 해결에 기여한 물질 이해하기
암모니아(NH)를 원료로 만든 질소 비료는 식량 문
제 해결에 기여하 다.

2. [출제의도] 탄소 화합물 이해하기
ㄱ. 메테인(CH)은 액화 천연가스(LNG)의 주성분
이다. ㄴ. 메탄올(CHOH)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
루어진 탄소 화합물이다. ㄷ. 플라스틱은 고분자 화
합물로 량 생산이 가능하다.

3. [출제의도] 루이스 전자점식 이해하기
X~Z는 2주기 원소로 각각 Li , F , O이다. 따라
서 원자 번호는 Y(F)>Z(O)>X(Li)이다.

4. [출제의도] 오비탈과 양자수 이해하기
ㄱ. (가)는  오비탈, (나)는  오비탈로 방위(부) 
양자수()는 각각 0, 1이다. ㄴ. 주 양자수()와 의 
합이 2인 (가)는 =2, =0이므로 2 오비탈이고, 
(나)는 +=3이므로 =2, =1인 2 오비탈이다. 
ㄷ. 수소 원자에서 가 같으면 오비탈의 에너지 준
위가 같으므로 (가)와 (나)의 에너지 준위는 같다.

5. [출제의도] 용해 평형 이해하기
용해 평형 상태에서 물 100g일 때 X가 36g  녹으므
로 (가)에서 X 20g은 모두 녹는다. 같은 온도와 압
력에서 (나)~(라)의 수용액은 물의 질량이 같고, 용
해 평형 상태에 도달하 으므로 수용액에 녹아 있는 
X의 질량은 서로 같다. 따라서 =20, =36이다.

6. [출제의도] 몰 농도 용액 제조하기
용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 기구는 전자저
울(㉠)이고, 몰 농도 용액을 만드는 과정에서 표시선
이 있어 특정 부피의 용액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실험 
기구는 부피 플라스크(㉡)이다.

7. [출제의도] 몰 농도 이해하기
분자량이 180인 포도당 1mol의 질량은 180g이므로 
포도당 1.8g은 0.01mol이다. 포도당 1.8g(=0.01
mol)이 들어 있는 100mL  수용액에서 1mL를 취한 
용액 속 포도당은 1.8g×mL

mL (=mol)이고, 
물을 첨가하여 만든 1L  수용액의 몰 농도는 
× mol /L=× M이다.

8. [출제의도]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이해하기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점은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
을수록,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높다. NaCl의 녹는
점(㉠)은 NaF보다 낮고, CaO의 녹는점(㉡)은 BaO

보다 높으므로 ㉠, ㉡은 각각 Ⅰ, Ⅲ에 속한다.
9. [출제의도] 바닥상태와 들뜬상태 전자 배치 이해하기

X에 하여 바닥상태 전자 배치 중 2 오비탈에 들
어 있는 홀전자 수가 1인 경우는 122(B) 또
는 122(F)이다. X가 F인 경우, 들뜬상태 
전자 배치 중 전자가 들어 있는 오비탈이 1 , 2 , 2
이면서 2 오비탈에 들어 있는 홀전자 수가 2인 
경우는 없다. 따라서 (가)는 122이고, (나)는 

122 또는 122이다. ㄱ. X는 13족 원소
이며, 원자가 전자 수는 3이다. ㄴ. (나)는 1  또는 
2  오비탈을 모두 채우지 않고 에너지 준위가 상
적으로 높은 2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지므로 쌓음 
원리에 어긋난다. ㄷ. 전자가 들어 있는 오비탈 수는 
(가), (나)에서 각각 3, 4이다.

10. [출제의도] 화합 결합과 물질의 성질 이해하기
A~D는 각각 H, O , F , Mg이다. ㄱ. HOF는 비금
속 원소로 이루어진 공유 결합 물질이다. ㄴ. Mg

과 O 이 결합하여 MgO이 생성된다. ㄷ. 고체 상
태에서 전기 전도성은 금속 결합 물질이 이온 결합 
물질보다 크므로 Mg>MgO이다.

11. [출제의도]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의 주기적 
성질 이해하기
전자 수가 같은 이온은 원자 번호(=양성자수)가 클
수록 이온 반지름이 작아진다. 따라서 원소 ~의 
원자 번호는 순서 로 7, 8, 9, 11, 12, 13이다. 원자 
반지름은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크다. 따라서 ~

의 원자 반지름은 >>>>>이다.
12. [출제의도] 전기 음성도와 결합의 극성 이해하기

ㄱ. A와 C는 17족, B는 16족 원소이다. 전기 음성
도가 A>C이므로 A는 플루오린(F), C는 염소(Cl)
이다. 또한 전기 음성도가 B>C이므로 B는 황(S)
이 될 수 없고 산소(O)이다. ㄴ. 전기 음성도가 서
로 다른 원자 사이의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이다. 
ㄷ. (나)에서 C는 부분적인 양전하( )를 띤다.

13. [출제의도] 분자의 구조와 극성 이해하기
분자 (가) CO (나) CH (다) HO

구조식
ㄱ. (나)의 공유 전자쌍 수는 5이다. ㄴ. (다)의 분자 
모양은 굽은 형이다. ㄷ. (가)는 무극성 분자이고, 
(다)는 극성 분자이므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다)>(가)이다.

14. [출제의도] 중화 적정 실험 이해하기
NaOH()을 HCl()으로 중화 적정할 때, 중화점
에서 반응한 OH 의 양(mol)은 H 의 양(mol)과 
같으므로 필요한 HCl()의 양(mol)(=몰 농도
(mol /L)×부피(L))은 NaOH의 양(mol)과 같다. 
NaOH의 질량(∝양(mol))은 (나)=(다)>(가)이므
로 (가)~(다)를 1M HCl()으로 완전히 중화시킬 
때, 필요한 최소 부피(mL)는 (나)=(다)>(가)이다.

15. [출제의도]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  이해하기
ㄱ. (가)의 pH=8이므로 염기성이다. ㄴ. 25℃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 w=[HO

][OH ]=× 이
고, pH+pOH=14이므로 =10, =6이다. 따라서 


 =

 이다. ㄷ. (나)에서 OH 의 양은 × M

×0.1L=× mol이다.
16. [출제의도] 동위 원소의 평균 원자량 이해하기

1mol에 들어 있는 중성자의 양(mol)은 CuO와 
CuO가 서로 같다. (-29)+(16-8)=(-29)+ 
(18-8)이므로 =+2이다. Cu의 평균 원자량은 

×

 +×

 =63.6이므로 =65, =63이다.
17. [출제의도] 원소의 주기적 성질 이해하기

2, 3주기 바닥상태 원자에서 (원자가 전자 수-홀전
자 수)가 2인 경우(W)는 2족, 13족, 14족, 15족일 
때이고, 4인 경우(X, Y)는 16족일 때이며, 6인 경우

(Z)는 17족일 때이다. 이온화 에너지는 Y>X이므로 
X, Y는 각각 3주기, 2주기이다. 이온화 에너지는 
Y>Z이므로 Z는 3주기 17족이며, 이온화 에너지가 
W>Y>Z이므로 W가 2주기 15족이다. ㄱ. W는 
15족이다. ㄴ. X와 Z는 모두 3주기이다. ㄷ. 같은 
주기에서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크므로 Y>W이다.

18. [출제의도] 원자량, 분자량 이해하기
ㄱ.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1g의 부피는 분자량
에 반비례한다. 1g의 부피비는 (가):(다)=5:10이고 
분자량은 XY가 XY의 2배이므로 (가), (다)의 분
자식은 각각 XY, XY이며, (나)의 분자식은 XY이
다. ㄴ. 1g에 들어 있는 전체 원자 수는 (1g의 부피
비(∝분자 수))×(분자당 구성 원자 수)에 비례하므
로 (나):(다)=(6×4):(10×2)=6:5이다. ㄷ. X, Y의 
원자량이 각각 X, Y일 때 분자량의 비는 (나):
(다)=X+3Y:X+Y=

 :

 이므로 X:Y

=2:1이다.
19. [출제의도]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분석하기

HX()과 HY()의 몰 농도가 같으므로 같은 부
피를 넣었을 때 OH 의 양(mol)이 급격하게 감소
한 (가)가 2가 산의 수용액인 HY()이다. HY

() 10mL에 들어 있는 H 은 OH  mol과 반
응하므로 HX() 20mL에 들어 있는 H 은 OH  
mol과 반응하고 =30이다. 또한 2×0.1M×10
mL=0.002mol=mol이므로 M×10mL=2mol

=0.004mol이고 =0.4이다. 따라서 × =12이다.
20. [출제의도]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분석하기

실험 Ⅰ에서 반응 전후 전체 기체의 질량은 10 g으
로 같고, 반응 후 전체 기체의질량g

C의 질량g =0.5이므로 생
성된 C의 질량은 5 g이며, 반응한 A와 B의 질량
의 합도 5 g이다. 따라서 B는 모두 소모될 수 없
고, A, B는 각각  g , 4 g이 반응한다. A, B, C

의 분자량을 각각 A, B, C라 하면, A

 :B

 :

C

 =1:2:2(반응 계수비)이므로 A:B:C=2:4:5 
=2:4:5이다. Ⅰ에서 각 기체의 양(mol) 변화
는 다음과 같다.

실험 Ⅰ A + 2B → 2C

반응 전 



 0

반응 -
 -

 +


반응 후 0 





Ⅰ에서 반응 후 전체 기체의 양은 


mol이고, 부

피가 9이므로 실험 Ⅱ에서 A 6 g이 모두 반응한
다면, C는 30 g(=


mol)이 생성되고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부피가 14보다 크다. 따라서 Ⅱ에서 
B가 모두 소모되었다. Ⅱ에서 각 기체의 질량(g) 변
화는 다음과 같다.

실험 Ⅱ A + 2B → 2C
반응 전 6 ㉠ 0

반응 -㉠ -㉠ +

 ㉠
반응 후 6-㉠ 0 

 ㉠

Ⅱ에서 반응 후 전체 기체의질량g

C의 질량g =0.5이므로 6-


㉠ =

 ㉠이고, ㉠=4이다. 따라서 ㉠×B의 분자량
C의 분자량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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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과학탐구 영역 •
[생명과학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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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생물의 특성 적용하기
얕은 바다에 서식하는 해마는 꼬리로 수초나 산호를 
감고 매달릴 수 있어 약한 조류가 있는 바다에서 살
기에 적합하다. 해마의 이러한 특성은 생물의 특성 
중 적응과 진화에 해당한다.

2. [출제의도] 물질 사 이해하기
물질 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으로 
운동하는 사람의 근육 세포에서 일어난다. 미토콘드
리아에서 세포 호흡을 통해 ATP가 생성된다. ATP
가 ADP로 분해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근육 운동, 
체온 유지, 생장 등의 생명 활동에 사용된다.

3. [출제의도] 생명 과학의 탐구 방법 분석하기
이 탐구 과정은 연역적 탐구이다. ㄱ. 아메바의 생존
율은 B에서가 A에서보다 낮으므로 ㉠은 ‘핵 제거 안 
함’, ㉡은 ‘핵 제거함’이다. ㄴ. 조작 변인은 핵 제거 
여부이고, 종속변인은 아메바의 생존율이다.

4. [출제의도]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분석하기
A는 소화계, B는 호흡계이다. 위에서 일어나는 소화 
작용은 이화 작용에 해당한다.

5. [출제의도] 생태계 적용하기
생태계 구성 요소에는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
이 있다. 비생물적 요인에는 토양, 햇빛, 온도 등이 
있다. 생물적 요인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
으며 소나무는 생산자에 해당한다. B. 혹등고래가 오
징어를 먹는 것은 생물과 생물 사이의 상호 작용의 
예이다.

6. [출제의도] 내분비계와 호르몬 이해하기
㉠은 에피네프린, ㉡은 인슐린이다. (가)는 이자, 
(나)는 부신이다. 글루카곤과 인슐린은 혈당량 조절
에 길항적으로 작용한다. ㄱ. (가)는 이자이다. ㄴ. 
에피네프린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혈당량이 증가한다.

7. [출제의도] 병원체 이해하기
A는 고지혈증, B는 무좀, C는 말라리아이다. 고지혈
증은 사성 질환에 해당한다. ㄴ. 무좀은 병원체가 
곰팡이인 감염성 질병이다. ㄷ.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원생생물이다.

8. [출제의도] 염색체 이해하기
염색체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된다. 상동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동일한 1쌍의 염색체로 부
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는다. ㄱ. Ⅰ과 Ⅱ는 염
색 분체이다.

9. [출제의도] 신경계 적용하기
감각 신경은 구심성 신경이며 척수의 후근을 이룬다. 
운동 신경은 원심성 신경이며 척수의 전근을 이룬다. 
자율 신경계에는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이 있다. 
심장에 연결된 부교감 신경이 흥분하면 심장 박동이 
억제된다. ㉡은 다리에 연결된 체성 운동 신경이다. 
㉡의 말단과 ㉣의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 분비
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모두 아세틸콜린이다. ① ㉠
은 척수의 후근을 이룬다.

10. [출제의도] 세포 주기 분석하기
㉠은 G2기, ㉡은 G1기이다. ⓐ는 세포 1개당 DNA 
상 량이 1이므로 G1기인 ㉡이다. ⓑ는 세포 1개당 
DNA 상 량이 2이므로 G2기인 ㉠이다. G1기, S기, 
G2기는 모두 간기에 속한다. M기의 전기에 핵막이 
소실되고, 말기에 핵막이 생성된다. ㄱ. ⓐ는 ㉡이다.

11. [출제의도] 근수축 분석하기
H 의 길이는 2일 때가 1일 때보다 0.2 ㎛ 짧으므
로 2일 때 X의 길이는 2.2 ㎛이다. 2일 때 A 에서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분
과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 모두 관찰된다. 
ㄱ. ㉠은 2.2 ㎛이다. ㄷ. X에서 액틴 필라멘트의 길
이는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서 변하지 않으므로 1일 
때와 2일 때가 같다.

12. [출제의도] 혈액형 분석하기
어머니의 혈액형은 B형, 자녀 ㉠의 혈액형은 O형이
다. 이 가족 구성원의 ABO식 혈액형은 서로 다르므
로 아버지의 혈액형은 A형이다. 어머니의 혈액에는 
응집원 B와 응집소 가 있고, 자녀 ㉠의 혈액에는 
응집원이 없으며, 응집소 와 가 있다. ㄷ. 아버지
의 혈액형의 유전자형은 AO이고, 어머니의 혈액형의 
유전자형은 BO이므로 ㉠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
이가 가질 수 있는 혈액형의 유전자형은 AB, AO, 
BO, OO이다. 따라서 이 아이가 응집원 A를 가질 확
률은 

 이다.
13. [출제의도] 티록신의 분비 조절 분석하기

(나)에서 ㉠의 농도가 증가할 때 ㉡의 농도는 감소
하므로 ㉠은 티록신, ㉡은 TSH이다. 시상 하부에서
는 TRH가,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TSH가 분비된다. 
뇌하수체 전엽에 TRH의 표적 세포가, 갑상샘에 
TSH의 표적 세포가 있다. TRH의 분비가 촉진되면 
TSH의 분비가 촉진되고, TSH의 분비가 촉진되면 
티록신의 분비가 촉진된다. 혈중 티록신의 농도가 증
가하면 TRH와 TSH의 분비가 억제된다. ㄱ. ㉠은 티
록신이다.

14. [출제의도] 방어 작용 분석하기
실험 결과에서 A 주사 후 생쥐 X에서 A에 한 혈
중 항체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 으므로 기억 세포
가 형성된 생쥐는 X이다. 따라서 구간 Ⅰ에서 A에 

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생쥐 Y에서 A와 특
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생성하므로 구간 Ⅱ에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생쥐 X에서만 A에 
한 기억 세포가 형성되었으므로 A에 한 백신으로 
㉠이 ㉡보다 적합하다.

15. [출제의도] 흥분의 전도와 전달 분석하기
(가)의 1에서 막전위는 -80 mV이고, 2에서 1까
지의 거리는 3 cm이다. 2에서 1까지 자극이 전도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 ms이므로 A의 흥분 전도 
속도는 3 cm/ms이다. (나)에서 3에 역치 이상의 자
극 Ⅱ를 주었을 때, 1과 2에서 모두 막전위 변화가 
있으므로 B에서 A로 흥분이 전달되었다. 따라서 ㉠
에는 B의 축삭 돌기 말단과 A의 가지 돌기 말단이 
시냅스를 이룬다. (나)의 1에서 막전위는 -60 mV, 
2에서 막전위는 0 mV이므로, (나)의 1에서 Na+이 
세포 안으로 확산된다. ㄴ. A의 흥분 전도 속도는 3
cm/ms이다.

16. [출제의도] 사람의 유전 분석하기
(가)는 1쌍의 립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며, 립유전
자가 3개이므로 (가)의 유전은 복 립 유전이다. 자
녀 Ⅰ이 태어날 때 자녀 Ⅰ이 가질 수 있는 (가)의 
유전자형은 EE, EG이며, 표현형은 최  1가지이므로 

E는 G에 해 완전 우성이다. 자녀 Ⅱ가 태어날 때 
자녀 Ⅱ가 가질 수 있는 (가)의 유전자형은 EF, EG, 
FG, GG이며, 표현형은 최  2가지이므로 G는 F에 

해 완전 우성이다. 따라서 (가)의 립유전자에서 
우열 관계는 E > G > F이다. ㄴ. 유전자형이 EF인 
사람과 FF인 사람의 표현형은 서로 다르다. ㄷ. 자녀 
Ⅱ의 (가)의 표현형이 ㉣과 같을 확률은 

 이다.
17. [출제의도] 염색체 비분리 분석하기

아버지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AB, Ab, aB, ab 4가지이고, 
어머니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aB 1가지이다. 아버지와 어
머니로부터 자녀가 태어날 때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의 수는 1, 2, 3이다. 따라서 ⓐ는 자녀 2이다. 자
녀 2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의 수는 3이며, 유전자
형은 AAB 또는 ABB이다. 따라서 P가 형성될 때 염
색체 비분리는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났다. ㄴ. ⓐ가 
태어날 때 염색체 비분리는 상염색체에서 일어났고, 
성염색체 수는 정상이므로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염
색체 이상을 보이지 않는다.

18. [출제의도] 혈장 삼투압 조절 적용하기
A는 ADH이다. 혈장 삼투압의 조절 중추는 시상 하
부이다. ADH는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ㄷ.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1일 때가 2일 때보
다 많다.

19. [출제의도] 가계도 분석하기
유전 형질 (가)와 (나)에 한 유전자를 가계도에 
나타내면 그림과 같다.

(나)가 발현되지 않은 4와 5사이에서 (나)가 발현된 
6이 태어났으므로 (나)는 열성 형질이다. 만약 (나)
가 X 염색체 유전이라면 5에서 (나)가 발현되어야 
하지만 (나)가 발현되지 않았으므로 (나)의 유전자
는 상염색체에 있다. 2는 H와 h 중 한 가지만 가지
고, 3과 4에서 (가)의 표현형이 서로 다르므로 2의 
(가)에 한 유전자형은 hh이며 (가)는 우성 형질이
다. ㄴ. 6의 (나)의 유전자형은 tt이며, tt 중 하나는 
5로부터, 다른 하나는 4로부터 물려받았다. 4의 t는 
2로부터 물려받았다. ㄷ. 6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
만 발현될 확률은 

 이고, (나)만 발현될 확률은 


이다. 따라서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 중 한 가지 
형질만 발현될 확률은 

 이다.
20. [출제의도] 생식세포의 형성 분석하기

㉠은 Ⅰ, ㉡은 Ⅳ, ㉢은 Ⅲ, ㉣은 Ⅱ이다. ⓐ는 1, ⓑ
는 2이다. ㉣의 X 염색체 수가 0이므로 ㉣은 정자 
형성 과정에 있는 Ⅱ이고 핵상은 이다. ㉡의 7번 
염색체 수가 1이므로 핵상은 이고, ㉡은 Ⅳ이다. ㉢
의 X 염색체 수가 2이므로 ㉢은 Ⅲ이다. 따라서 ㉠
은 Ⅰ이고, 성염색체는 XY이므로 ⓐ는 1이다. ㉢의 
핵상은 2이므로 ⓑ는 2이다. ㄱ. ㉡은 Ⅳ이다. ㄴ. 
ⓐ ＋ ⓑ =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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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과학탐구 영역 •
[지구과학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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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해양저 확장설 이해하기
ㄱ. 고지자기 줄무늬 분포로 보아 A 지점의 해양 지각이 
생성될 당시는 역자극기에 해당한다. ㄴ. 해령 부근
에서는 열곡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다. 
따라서 해양 지각의 나이는 B 지점보다 C 지점이 많다. 
ㄷ. 해령 부근에서 열곡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고지자기 
줄무늬와 해저 퇴적물 두께의 칭적 분포는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이다.

2. [출제의도] 판의 운동과 열점의 특징 이해하기
ㄱ. 열점에 의해 생성된 화산의 분포와 생성 시기로 
보아 화산 A보다 화산 B가 열점에 가깝게 위치한다. 
ㄴ. 화산 A가 생성된 이후 화산 A가 속한 판은 북상
하 다. ㄷ. 화산이 속한 판은 30Ma ~ 8Ma 동안보다 
45Ma ~ 32Ma 동안에 더 먼 거리를 이동하 다. 
따라서 판의 평균 이동 속도는 30Ma ~ 8Ma 동안보다 
45Ma ~ 32Ma 동안에 빨랐다.

3. [출제의도] 판의 운동 이해하기
ㄱ. A는 수렴형 경계 부근에 위치하므로 A의 하부에는 
맨틀 류의 하강류가 있다. ㄴ. 지진의 평균 진원 
깊이는 A에서 100km, B에서 400km이다. ㄷ. B의 
하부에는 침강하는 나즈카판이 존재하므로 섭입 가 
발달하며, 섭입 에서 침강하는 판에는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4. [출제의도] 점이 층리 이해하기
ㄱ. A를 구성하는 퇴적물의 입자 크기는 B를 구성하는 
퇴적물의 입자 크기보다 체로 작으므로 ㉠은 A, 
㉡은 B의 입자 분포이다. ㄴ. 자갈은 입자 크기가 
2mm 이상이고, A는 입자 크기가 2mm보다 작은 
퇴적물로 이루어져 있다. ㄷ. 점이 층리는 입자의 크기에 
따른 퇴적 속도 차이에 의해 형성되므로 점이 층리를 
통해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5. [출제의도] 절  연령 이해하기
ㄱ. 방사성 동위 원소 붕괴 과정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모원소의 함량은 감소하고 자원소의 함량은 증가
하므로 Y의 함량 변화는 ㉠이다. ㄴ. 방사성 동위 원소 
X의 함량과 Y의 함량이 같은 시간이 반감기이므로 
T는 2억 년이다. ㄷ. 3T일 때 X의 함량은 12.5%, Y의 
함량은 87.5%이므로 X의 함량

X의 함량 + Y의 함량  0.125
이다.

6. [출제의도] 화성암의 특징 이해하기
유문암은 반려암보다 SiO 함량이 높고 암석을 구성
하는 철과 마그네슘의 함량비가 작다. 반려암은 유문암
보다 깊은 곳에서 생성되었으므로 광물의 결정 크기는 
유문암보다 반려암이 크다. 따라서 A는 유문암, B는 
반려암이다.

7. [출제의도] 지질 구조 이해하기
ㄱ. 이 지역은 단층면에 해 상반이 아래로 이동한 
정단층이 나타난다. ㄴ. 단층의 하반에는 지층이 아래로 
오목하게 휘어진 향사 구조가 나타난다. ㄷ. 지층이 
쌓여 있는 순서로 보아 지층 A는 지층 B보다 먼저 생성

되었다.
8. [출제의도] 지질 시  환경과 생물 이해하기

육상 식물인 고사리의 화석은 육상 환경에서 형성된 퇴
적층에서 발견될 수 있다. 삼엽충은 고생 의 표적
인 표준 화석이므로 지질 시 를 구분하는 데 사용
될 수 있다. 암모나이트가 번성했던 중생 는 현재보
다 체로 온난하 다.

9. [출제의도] 태풍의 특징 이해하기
ㄱ, ㄴ. 태풍은 세력이 약해짐에 따라 중심 기압은 
높아지고 강풍 반경은 작아진다. 따라서 A는 강풍 반경, 
B는 중심 기압이다. ㄷ. 12시 ~ 18시 동안 태풍은 1일
보다 2일에 더 먼 거리를 이동하 으므로 태풍의 평균 
이동 속도는 1일보다 2일이 빠르다.

10. [출제의도] 기후 변화 이해하기
ㄱ. 기후 변화 시나리오 A와 B의 지구 표면 온도 변화 
경향으로 보아 2020년부터 2100년까지 지구 표면 
온도 변화량은 B보다 A가 크다. ㄴ. A에 의하면 
2060년과 2080년 사이에 습지가 받는 위험의 정도는 
‘보통’에서 ‘높음’으로 변한다. ㄷ. 2050년의 지구 표면 
온도 변화는 시나리오 A에서 약 2.3℃ 증가, 시나리오 
B에서 약 1.5℃ 증가이므로 산호가 받는 위험의 정도는 
모두 ‘매우 높음’이다.

11. [출제의도] 해수의 성질 이해하기
ㄱ. 표층 수온은 (가)보다 (나)에서 높게 나타나므로 
(가)는 12월의 자료이고 (나)는 9월의 자료이다. ㄴ. 
혼합층은 해수면으로부터 깊이에 따른 수온이 일정
하게 유지되는 구간이므로 혼합층의 두께는 (나)보다 
(가)에서 두껍다. ㄷ. (나)의 A 구간에서 깊이가 깊어
질수록 수온이 감소하고 염분은 증가하므로 해수의 

도는 증가한다.
12. [출제의도] 기 순환과 해수의 표층 순환 이해하기

ㄱ. 기 순환에 의해 저위도에는 무역풍, 중위도
에는 편서풍이 형성되므로 ㉠은 동풍, ㉡은 서풍이다. 
ㄴ. 중위도 지역에 위치하는 해역 A와 해역 C에 흐르는 
해류는 편서풍의 향을 받는다. ㄷ. 무역풍의 향을 
받는 해역 B에는 북적도 해류가 흐른다.

13. [출제의도] 악기상의 특징 이해하기
ㄱ. 레이더 상에서 A 지역의 강수량은 30mm/시 
이상이므로 A에 집중 호우가 발생했다. ㄴ. (나)는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 발달한 성숙 단계의 뇌우이다. 
ㄷ. 우박은 기가 불안정하여 발생한 적란운 내에서 
강한 상승 기류를 타고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성장
한다.

14. [출제의도] H - R도 이해하기
H - R도상에서 ㉠은 주로 적색 거성으로, ㉡은 백색 
왜성으로 구성된 집단이다. 별 (가)와 (나)의 절  
등급과 분광형으로 보아 (가)는 집단 ㉡, (나)는 집단 
㉠에 속한다. 적색 거성은 백색 왜성에 비해 광도와 
반지름이 크고 도는 작다.

15. [출제의도] 별의 물리량 이해하기
ㄱ. a는 HⅠ 흡수선, b는 CaⅡ 흡수선이다. ㄴ, ㄷ.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의 상  세기로 보아 표면 
온도는 ㉢ < ㉡ < ㉠이고, HⅠ 흡수선의 세기는 ㉢ 
< ㉠ < ㉡이다.

16. [출제의도] 온  저기압의 특징 이해하기
우리나라 부근을 지나는 온  저기압은 편서풍의 향을 
받아 동쪽으로 이동한다. A 지역은 12시와 13시에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 사이에 위치하므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 시기의 강수는 한랭 전선의 향을 
받았다.

17. [출제의도] 심층 순환 이해하기
ㄱ, ㄴ. 서양의 심층 순환을 구성하는 각 해수의 
평균 도는 남극 중층수 < 북 서양 심층수 < 남극 
저층수이므로 ㉠은 남극 저층수이다. ㄷ. 남극 륙의 
빙하가 녹은 물이 유입된 해역에서는 표층 해수의 

도가 작아지므로 해수의 침강이 약해진다.
18. [출제의도] 별의 진화 이해하기

ㄱ. (나)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B의 내부 구조이다. 
ㄴ. 주계열성의 질량은 B보다 A가 크므로 주계열 단계에 
도달 후 이 단계에 머무는 시간은 A보다 B가 길다. 
ㄷ. 반지름의 변화량 값은 B가 B′으로 진화했을 때 
약 100R⊙이고, A가 A′으로 진화했을 때는 100R⊙보다 
작다.

19. [출제의도] 엘니뇨 남방 진동(ENSO) 이해하기
ㄱ. 엘니뇨 시기에는 평상시에 비해 적도 부근 동태
평양의 월평균 표층 수온이 0.5°C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고 워커 순환이 약해진다. 따라서 
(나)는 엘니뇨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ㄴ. 엘니뇨 시기
에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기압이 평상시보다 
낮고 고온 다습하므로 A 해역의 강수량은 평상시보다 
많다. ㄷ. 라니냐 시기에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기압이 평상시보다 높고 서태평양의 해수면 기압은 
평상시보다 낮으므로 A 해역의 해수면 기압은 평상시
보다 높다.

20. [출제의도] 별의 에너지원 이해하기
ㄱ, ㄴ. (나)는 CNO 순환 반응이므로 C가 촉매로 
작용한다. 중심부 온도가 약 × K인 태양의 중심부
에서는 CNO 순환 반응보다 p - p 반응이 우세하므로 
주로 p - p 반응에 의해 에너지가 생성된다. ㄷ. 
(가)에서 주계열성 A와 B의 중심부 온도로 보아 

p - p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산량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한 총 에너지 생산량 은 B보다 
A가 크다.



29

• 4교시 직업탐구 영역 •
[성공적인 직업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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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직업 윤리 덕목 개념 및 원리 이해하기
제시문에서 지난 10년간 쉬지 않고 연구 개발에 몰두한 
것이 성공의 원인이었다는 내용은 직업 윤리 덕목 
중 전문가 의식에 해당한다.

2. [출제의도] 직업기초능력 개념 및 원리 이해하기
제시문에서 직무 기술서의 직무 수행 내용 중 조주에 
필요한 다양한 주류와 음료를 비율에 맞게 계량하는 
직업기초능력은 수리 능력이며, 여러 식음료와 부재료를 
특성에 맞게 위생적으로 보관 및 관리하는 직업기초
능력은 자원 관리 능력이다.

3. [출제의도] 제품 생산 방식 개념 및 원리 이해하기
제시문의 내용은 제품 생산 방식 중 프로젝트 생산 
방식으로 댐, 교량, 고속도로 건설 등에 적합하며, 제한된 
기간 내에 규모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4. [출제의도] 노사 관계 안 실행 및 적용하기
제시문(가)에서 ○○기업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제시문(나)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노사가 참여한 회의를 통해 파업을 중단
했다는 내용으로 볼 때, 노동위원회(제3자)는 노동 쟁의 
조정을 실시하 으며, 제시문(가)에서 기업의 불법 파견 
종식을 위한 사내 집회와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는 내용과 
제시문(나)에서 파업을 중단했다는 내용으로 볼 때 
(가), (나)의 노동조합은 단체 행동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 

5. [출제의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안 평가 및 
일반화하기
제시문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구성 내용을 노트에 
정리한 것으로 ‘시장 조사하기’는 능력 단위를 구성
하는 핵심 하위 능력 기술인 능력 단위 요소이며, 
‘24. 농림어업’은 NCS 분류 체계 중 분류에 해당한다. 
‘04. 과수 재배’는 세분류로서 직무를 의미한다. 능력 
단위 요소를 성취하기 위해 도달해야 하는 수행 기준은 
수행 준거이다. 

6. [출제의도] 창업의 방법 안 실행 및 적용하기
제시문에서 질문의 내용은 창업의 방법 중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것이다. 프랜차이즈는 계약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가 
모기업의 경험, 명성, 로고, 생산 기술, 훈련 방법 등을 
그 로 이용하게 되는 창업 방식으로 (가)에 들어갈 
내용은 창업자가 가맹점 가입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7. [출제의도] 직무 능력 개념 및 원리 이해하기
제시문은 직업 능력 구조에 한 수업 장면이고, 직업 
능력은 직무 수행 능력과 직업기초능력으로 구성된다. 
직무 수행 능력은 개인이 해당 분야에서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 필수 직업 능력, 선택 
직업 능력, 산업 공통 직업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직업인으로서 누구나 갖추어야 
할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능력은 직업기초능력으로 
의사소통 능력, 정보 능력 등이 있다.

8. [출제의도] 서비스와 서비스 산업 개념 및 원리 이해하기
제시문을 통해 A기업은 배송을 행하는 서비스 업체임을 

알 수 있다. 서비스업은 무형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고가 발생하면 보관 후 재
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제조업의 특징에 해당하며, 배송 
서비스업은 클라크(Clark, C. G.)의 산업 분류 중 3차 
산업에 해당한다. 

9. [출제의도] 평생 학습 제도 개념 및 원리 이해하기
제시문의 수행 평가 보고서에 나타난 평생 학습 제도는 
일학습 병행제에 관한 설명으로 산업 현장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일터 기반 학습이 가능한 제도이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시행하며 근로자는 직무 관련 교육 훈련과 
일을 병행하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일학습 병행제 유형에는 산학 
일체형 도제 학교가 있다. 

10. [출제의도] 구직 활동 문제 인식 및 명료화하기
제시문은 NCS 기반 능력 중심의 신입 사원 채용 공고에 

한 내용으로 서류 전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출신지, 가족 관계, 학력, 외모, 성별 등의 차별적 항목을 
배제하고, 직무 능력만을 평가하고 있다. 1차 면접은 
집단 토론 면접으로 6 ~ 8명 정도의 지원자가 특정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방식이고, 
2차 면접은 프레젠테이션 면접으로 특정 주제에 

하여 발표 자료를 만들어 면접관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제출 서류에는 채용 
분야 직무와 관련한 경험 및 활동 내용을 포함한 경력 
기술서가 있다. 

11. [출제의도] 직업 윤리 문제 인식 및 명료화하기
제시문 (가)의 디지털 장의사는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온라인상의 개인 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나타난 신종 직업으로 정보 윤리와 관련된 사례이다. 
제시문(나)는 지적장애 직장인들을 위한 특별 고용법 
제정에 관한 내용으로 장애인 윤리와 관련된 사례이다.

12. [출제의도] 진로 의사 결정 안 탐색 및 선택하기
제시문은 교사와 학생들의 진로 의사 결정 유형에 관한 

화로 A 학생은 직관적 유형, B 학생은 합리적 유형, 
C학생은 의존적 유형에 해당한다. 직관적 유형은 즉흥적
이고 감정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유형이고, 합리적 
유형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유형이다. 그리고 의존적 유형은 자신이 
내린 결정에 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유형으로 
타인의 기 와 요구 등에 의하여 크게 향을 받으며 
실패 시 남을 쉽게 탓한다.

13. [출제의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안 탐색 및 선택하기
제시문의 A 씨는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으므로 사회보험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보상받게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복지
공단을 통하여 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으며, 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제시문에 따라 A씨는 2년간 요양 
급여와 휴업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고, 2년 후 
중증요양상태 1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상병 보상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14. [출제의도] 고용보험 제도 안 실행 및 적용하기
표에서 A 씨와 B 씨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상태로 
6개월 이상 근무했고, 퇴직 사유가 구직 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A씨와 B씨의 
구직 급여 소정 급여 일수는 이직일 당시의 나이와 
피보험 기간을 통해 정해지는데 A 씨는 50세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210일이고, B 씨는 
50세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210일
이다. 또한 구직 급여 수급 기한은 퇴사일 기준 1년까지
이고,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일 이후에는 수급이 불가능
하므로 A 씨는 2021년 1월 31일까지, B 씨는 2021년 
3월 31일까지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A씨와 B씨는 

모두 소정 급여 일수 기한 내에 재취업하 으므로 연장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한 A 씨는 소정 급여 일수의 
1/2 이내에 재취업하 고, 재취업 이후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므로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B 씨는 
소정 급여 일수의 1/2이 지난 후에 재취업하 으므로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

15. [출제의도] 기업의 경  활동 문제 인식 및 명료화하기
제시문에서 ○○기업의 규모는 자산 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고, 제조업으로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이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기업은 유한 회사로 
유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이며, 인터뷰 내용 중 

표는 경  관리 순환 과정 중 통제 단계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고, 과장은 지휘 단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16. [출제의도] 기업가정신 개념 및 원리 이해하기
제시문은 기업가정신 중 자율성에 한 내용으로 기업의 
조직적 측면에서 개인이나 팀에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
하도록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17. [출제의도] 생애 발달 단계 안 탐색 및 선택하기
제시문에서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새로운 
일을 하며 살아왔다는 내용은 변화 지향의 가치를 중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아 정체감 형성하기’는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에 해당하고, ‘성인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 
수용’은 교육 사업을 창업한 성년기의 발달 과업에 해당
한다. 

18. [출제의도] 일과 직업의 가치 안 탐색 및 선택하기
제시문의 화에서 학생 A는 해고나 조기 퇴직의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직업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학생 B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므로 자신의 이익보다는 
사회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다. 학생 A, B의 답변에서는 
금전적 보상의 가치에 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19. [출제의도] 기업의 경  활동 문제 인식 및 명료화하기
제시문의 근로 계약서에서 ○○전자(주)는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는 물적 회사의 표적 형태이며, 주주는 
출자액 한도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일반 

중에게 주식, 사채와 같은 자본 증권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며, 출자자는 회사 의사 결정 시 1주당  
1의결권을 행사한다.

20. [출제의도] 근로 관계와 법 안 평가 및 일반화하기
제시문은 근로 계약서의 사례로, 휴게시간은 근무 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근로 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1부씩 교부되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A 씨가 근로 계약 로 주 40시간 
근무한다면 1주에 한 주휴수당은 ‘8시간×12,000원’이
므로 96,000원이다. 또한 2022년에 80% 이상 출근하

다면 2023년의 연차 유급 휴가는 15일이며, 평일 
21시까지 연장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50%를 가산한 18,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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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직업탐구 영역 •
[농업 기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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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용도에 따른 목공구의 종류 파악하기
설계 도면의 규격에 맞게 목재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 ‘줄자’를 사용하 으며, 목재를 규격에 맞게 자
르기 위해 ‘양날톱’을 사용하 다. 그리고 조립한 목
재에 나사못을 박아 고정하여 완성하기 위해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하 다. ‘끌’은 목재를 파거나 구멍
을 낼 때 사용하는 공구이다. 

2. [출제의도] 잼의 젤리점 판정 적용하기
졸인 액을 숟가락으로 떠서 떨어뜨려 졸인 액 일부
가 붙어 얇게 퍼지면서 끝이 젤리 모양으로 굳어서 
떨어지거나, 찬물이 들어 있는 컵에 졸인 액을 떨어
뜨려 밑바닥까지 그 로 떨어지면 젤리점에 이른 것
이다. 또한, 굴절 당도계로 졸인 액의 당도를 측정하
여 20℃에서 60 ~ 65°Brix가 되면 젤리점에 이른 것
이다. 젤리화에 최적의 pH는 3.0이다.

3. [출제의도] 소의 품종 이해하기
홀스타인은 흑백 무늬가 뚜렷한 소로 원산지는 네덜
란드이다. 이 소는 연간 우유 생산량이 많아 우리나
라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다. 또한 추위에는 강
하지만 더위에는 약하다. 암컷은 착유용으로 사육되
며 수컷은 육용으로 사육된다.

4. [출제의도] 병해충 방제 종류 안 탐색하기
제시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방제 방법은 미생물이 
곰팡이나 해충의 젤라틴을 분해하여 방제 효과를 나
타냈으므로 천적이나 기생성 생물을 이용하여 방제
하는 생물적 방제에 해당한다. ①은 화학적 방제, ②
와 ④는 재배적 방제, ⑤는 물리적 방제에 해당한다.

5. [출제의도] 수박의 병해 특징 파악하기
제시문에 나타난 식물 병은 덩굴쪼김병으로, 표적인 
토양 전염성 병이다. 병원체는 곰팡이이고 고온 건조
한 환경 조건에서 잘 발생한다. 또한 산성 토양과 박
과 작물에서 주로 발병한다. 비래 해충은 날개를 가
진 해충으로 외부에서 날아와 식물체의 일부를 갉아
먹거나 즙을 빨아 먹는 등 피해를 준다. 표지색이 노
란색인 농약은 제초제이다.

6. [출제의도] 트랙터에 사용하는 작업기의 안 평가
하기
농업인 A 씨에게 농업 기계 리점 직원이 유니버셜
조인트 안전 커버, 강한 재질의 날 등의 특징을 지닌 
작업기를 추천하는 것으로 보아 구입하고자 하는 작
업기는 로터베이터임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  
경운·정지 작업을 할 수 있다. 볏짚 운반 작업은 트레
일러, 보리 탈곡 작업은 탈곡기, 옥수수 파종 작업은 
파종기, 복숭아 엽면 살포 작업은 동력 분무기이다.

7. [출제의도] 사과의 형태적 특징 이해하기
제시문에서 후지, 홍옥과 같은 품종이라는 내용을 통
해 이 과수는 사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과는 쌍
떡잎식물로 관다발은 물관, 형성층, 체관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원형으로 규칙적인 배열이 특징이다. 뿌
리는 1차 뿌리인 원뿌리와 2차 뿌리인 곁뿌리로 이
루어져 있다. 꽃은 갈래꽃이며 열매는 꽃받기가 발달
하여 형성되었다.

8. [출제의도] 증산 작용에 한 개념 및 원리 이해하기
증산 작용은 뿌리에서 흡수된 수분이 식물의 기공을 
통해 수증기로 배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뿌리의 수분 
흡수력을 증가시키며, 수분의 배출량은 낮에는 증가
하고 저녁에는 감소한다. 세포 내 K+ 유입에 향을 
받으며, 수분 및 CO2가 부족할 때에는 기공이 닫혀 
증산 작용이 감소한다.

9. [출제의도] 가축의 질병 파악하기
구제역은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급성, 열성 전염병
에 해당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구강과 코의 점막, 발
굽 사이에 수포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며 공기를 
통하여 육지는 50 ㎞, 바다는 250 ㎞ 이상까지 전파
가 가능하다. ㄱ의 인수 공통 전염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인수 공통 전염병에는 흑사병, 결핵, 브루셀
라 등이 있다. 치료 방법으로는 격리하여 치료하지 
않고 증상이 발현하면 당국에 신고 후 살처분하므로 
ㄷ은 잘못된 선택지이다.

10. [출제의도] 농산물 거래의 특징 파악하기
제시문에서 농조합법인이 업체와 매년 정해진 가
격에 수박을 공급하기로 맺은 계약은 선도 거래로 
비트를 미리 약속한 로 가공업체에 납품하는 거래 
방식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사례이다. ①과 ②는 현
물 거래 중 시장 거래(도매 시장 거래)이다. ③은 전
자 상거래, ⑤는 현물 거래 중 시장 외 거래(산지 직
거래)에 한 내용이다.

11. [출제의도] 생장조절물질 이해하기
실험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생장조절물질은 옥신
으로, 굴광성을 유도하며 식물의 생장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옥신을 농업에 이용한 사례는 ⑤이다. 
①은 지베렐린, ②와 ④는 에틸렌, ③은 B-9이다.

12. [출제의도] 작물의 생태적 분류 명료화하기 
(가)는 세계 3  식량 작물의 하나인 벼이고, (나)는 
간식, 사료로 이용되고 있는 옥수수이다. 벼는 볏과
에 속하는 한해살이 작물로, 생육 형태에 따라 ‘주
형’, 생육 적온에 따라 ‘고온성’, 일장 반응에 따라 
‘단일성’, 수분 저항성에 따라 ‘내습성 작물’로 분류한
다. 옥수수는 볏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작물로, 생육 
형태에 따라 ‘직립성’에 가까우며, 생육 적온에 따라 
‘고온성’, 일장 반응에 따라 ‘단일성’, 수분 저항성에 
따라서는 ‘내건성 작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벼
와 옥수수의 공통적인 생태적 분류는 재배 기간에 
따라 한해살이 작물이다.

13. [출제의도] 동물 복제 기술 개념 및 원리 이해하기
제시문의 생명 공학 기술은 핵을 제거한 난세포에 
복제하고자 하는 공여 소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고, 
이를 리모가 되는 소의 자궁에 이식하는 체세포 
복제 기술이다. 체세포 복제 기술은 우수한 유전 형
질의 소를 보존할 수 있으며, 복제된 소는 체세포 공
여 소와 유전 형질이 동일하다. DNA 염기 서열을 통
해 질병을 미리 진단할 수 있는 것은 분자 표지 기술
이다.

14. [출제의도] 잎의 구조에 한 안 탐색하기
비모란 선인장의 가시 주위에 있는 흰색의 잔털은 
표피 세포가 돌출되어 형성된 털로 모용이라고 한다. 
모용은 병해충의 감염을 막고 강한 햇빛을 굴절시킴
으로써 그늘을 형성하여 잎을 보호한다. 일부 모용은 
자극성 물질을 분비하여 포식자로부터 잎을 보호하
기도 한다. 세포 분열로 줄기를 신장시키는 조직은 
생장점이며,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양분을 생성하는 
것은 광합성으로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15. [출제의도] 들깨 종자의 휴면 타파 방법 일반화하기
제시문은 지베렐린을 사용한 휴면 타파 방법으로 화
학적 휴면 타파 방법에 해당한다. 같은 범주로 목화 
종자를 진한 황산에 처리하는 방법 등이 있다. 당근 
종자를 물에 씻는 방법, 보리 종자를 저온 처리하는 
방법, 야자류 종자를 온탕 침지하는 방법, 자운  종
자를 모래와 마찰시키는 방법은 물리적 휴면 타파 
방법이다.

16. [출제의도] 파의 북주기 효과 안 탐색하기 
파를 심은 후 호미나 괭이와 같은 농기구를 이용

하여 흙을 긁어모아 주는 작업을 북주기라 한다. 북
주기를 하면 파의 도복이 방지되고 줄기를 흙으로 
덮어 연백 부위를 길게 할 수 있다. 추 는 양파, 상
추 등의 채소에서 줄기가 길게 자라는 현상이며, 북
주기 작업으로는 토양 전염병을 방제할 수 없다.

17. [출제의도] 용도에 따른 실습 도구 명료화하기
거름종이 위에 놓은 종자에 물을 몇 방울 떨어뜨리
기 위해 ‘스포이트’, 부푼 종자를 절개하기 위해 ‘메
스’,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조정하면서 입체적인 상을 
얻기 위해 ‘해부 현미경’을 사용하 다. ‘전자저울’은 
시료의 무게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실습 기구이다. 
따라서 모든 질문에 옳게 응답한 학생은 C 학생이다.

18. [출제의도] 돼지의 사양 관리 이해하기
화에서 알 수 있는 새끼 돼지의 사양 관리 방법은 

꼬리 자르기이며 ‘단미’라고 불린다. 돼지는 호기심이 
많고 입으로 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꼬리가 길
거나 서열이 낮고 움직임이 둔한 돼지는 공격을 받
고 상처를 입어 이를 통해 질병의 감염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생후 3일령 이내에 단
미기를 이용하여 꼬리를 잘라 준다. ①은 초유 먹이
기, ③은 철분 주사 놓기, ④는 거세하기, ⑤는 한우 
비육 방법에 해당한다.

19. [출제의도] 특징에 따른 조경 식물 안 일반화하기
(가)에는 봄에 개화하는 한해살이 초화류로, 팬지, 
피튜니아 등을 식재 설계할 수 있다. (나)에는 상록
성의 교목으로, 전나무, 소나무 등을 식재 설계할 수 
있다. 튤립은 봄에 개화하는 여러해살이 초화류이고, 
회양목과 꽝꽝나무는 상록성 관목이다. 따라서 [식재 
평면도] (가)에는 팬지, (나)에는 전나무를 식재 설
계한다.

20. [출제의도] 식재 평면도 안 적용하기
학생이 작성한 [식재 평면도]에서 부지 경계선은 굵
은 2점 쇄선으로 되어 있으며, 화단의 북동쪽에 휴게 
시설물인 퍼걸러가 설계되어 있다. 낙엽수는 단풍나
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산철쭉으로 4종 192그루가 
식재 설계되어 있으며, 상록수는 전나무(나), 소나무
로 2종 10그루가 식재 설계되어 있다. 느티나무의 
규격은 H3.0×R6으로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낙엽수
가 상록수보다 많이 식재 설계되어 있으며, 느티나무
의 수고(H)는 3 m, 근원 직경(R)은 6 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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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직업탐구 영역 •
[공업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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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직업관과 직업의식에 한 개념 및 원리 
이해하기
평소 환자를 돌보는 일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소임
이라 여기는 것에서 소명적 직업관을, 감염병 환자를 
간호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어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서 책임 의식을 알 수 있다.

2. [출제의도] 중화학 공업의 특징에 한 안 평가 및 
일반화하기
(가) 공업은 조선 공업, (나) 공업은 자동차 공업에 해당
한다. 조선 공업은 주문 생산 방식 위주로 제품을 생산
하는 수주 공업이다. 자동차 공업은 표적인 조립 공업
으로 다른 공업에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에는 해당
하지 않는다. 제시문의 두 공업 모두 탄소 중립 실현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친환경 운송 수단을 
생산하므로 지구 온난화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제품 설명서를 통한 문제 인식 및 명료화하기
IEC 인증은 국제전기표준회의에 한 것으로 국제 표준에 
해당한다. 내구재는 여러 번 사용해도 소모되지 않고 
오랜 기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필터의 재질은 금속
이므로, 한국 산업 표준의 분류 항목 중 KS D에 해당
한다. 특허권은 지금까지 없었던 물건이나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경우에 주어지는 권리로 권리의 유지는 출원일로
부터 20년간이다. 확장 제품은 소비자가 얻는 편익을 실제 
형태로 유형화한 제품에 다른 기업과 구별되는 추가적인 
다양한 서비스가 부가된 제품이다.

4. [출제의도] 생산 혁신 사례를 통한 안 실행 및 적용하기
우수 선진 기업의 고객 취향 분석 시스템을 자사의 여건에 맞게 
도입하는 것은 벤치마킹 경  기법에 해당한다.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 높은 자동화 생산 시스템은 유연 
생산 시스템(FMS)에 해당한다.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고객의 정보를 축적해서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은 고객 관계 관리(CRM)이다. 미리 설정된 순서, 조건 
등의 정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로봇은 시퀀스 로봇이
다.

5. [출제의도] 제품 개발 과정의 개념 및 원리 이해하기
CAD(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 이용 설계)는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프로그램으로, 도면 작성, 수정, 분석 등을 수행한다.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기법은 상 방의 의견에 하여 
비판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내는 방법이다. 3D 프린터의 적층형 
가공 방식은 고분자 재료를 얇은 층으로 겹겹이 쌓아가며 입체 
형상을 만드는 방식이다. 재료를 깎아 입체 형상을 만드는 가공 
방식은 3D 프린터의 절삭형 가공 방식이다.

6. [출제의도] 경  활동의 안 평가 및 일반화하기
기업의 핵심 역량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핵심적인 생산 
부문 외 부수적인 생산을 외부의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은 아웃소싱(outsourcing) 방식에 해당한다. 안전
재고는 제품 수요 변동에 응하기 위한 재고로 불확실한 
고객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처하기 위한 재고이다. 
사내 공모 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은 창의력 계발의 원칙에 해당한다.

7. [출제의도] 화재 발생 사례를 통한 문제 인식 및 명료화하기
토치램프에서 발생한 불티가 외부 단열재에 튀어 화재가 

발생하 으므로 일반 화재인 A급 화재에 해당하고 화재 
유형의 구분색은 백색이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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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작업자에게 
직접 안전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 관리 
전담 부서를 신설하 는데 이러한 안전 관리 조직은 
참모형 조직에 해당한다. 질식 소화법은 화재가 발생하

을 경우 초기에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공기 중의 산소 
농도를 낮춰 진압하는 방법이다. 연소의 3요소는 가연물, 
점화원, 산소로 화재의 원인에서 토치램프의 불티는 점
화원에 해당한다.

8. [출제의도] 채용 정보에 한 SNS 게시글을 통해 
직업 사회의 문제 인식 및 명료화하기
A학생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기업에 취업
하고자 하므로 자기 이해 요소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능사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는 국가기술자격이다. 
‘승강기 정비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분류 항목 중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 해당한다.

9. [출제의도] 산업 안전사고 사례에 한 안 탐색 
및 선택하기
연삭 작업 중 파편이 날아와 부상을 입은 사고는 비래
(날아옴)이다. 특성 요인도는 문제의 결과가 어떤 원인에 
의해 일어났는지 도식화하여 그 해결점을 찾는 기법이다. 
따라서 사고 발생 원인 분석 시 활용한 도표는 특성 요
인도에 해당한다. 기계 설비의 안전화 방안 중 외형의 
안전화는 덮개를 설치하여 기계의 외형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조치 결과 중 ‘방호 덮개 교체’ 부분은 ‘외형의 
안전화’에 해당한다. ‘보안경 착용’은 산업안전보건표지 중 
‘지시 표지’에 해당한다. 버드(Bird, F. E.)의 재해 이론에서 
직접 원인에는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해당
된다.

10. [출제의도] 공장 설립 계획에 한 안 탐색 및 선택하기
공장 설립을 위해 매입 예정인 토지는 ‘유형 자본’에 
해당한다. 합성고무와 합성수지는 호프만(Hoffman, W.)의 
산업 분류 중 생산재 산업의 생산품에 해당한다. 설문 
조사 결과 입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중요 요인으로 ‘공장 
부지의 구입 비용’, ‘유사 산업의 근접성’, ‘운송 비용’을 중시
하는 비율이 80%, ‘지역 사회의 주민 성향’과 ‘문화 수준’을 
중시하는 비율이 20%이므로 ‘사회적 입지 조건’보다 ‘경
제적 입지 조건’을 더 중시함을 알 수 있다.

11. [출제의도] 국제 협약의 개념 및 원리 이해하기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은 람사르 
협약이다.

12. [출제의도] 노사 합의문의 안 실행 및 적용하기
인턴사원제는 일정 기간의 현장 실습 후, 업무 평가에 따라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이다. 법정 외 복리 후생은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 주택 자금 출 지원 
등이 있다. OJT(On The Job Training)는 직무 현장 교육 
훈련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 시간 중에 업무 수행과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는 형태이다. 성과급제는 직무 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13. [출제의도] 신소재 특성에 한 개념 및 원리 이해하기
형상 기억 합금은 외형이 변형되어도 일정한 온도에서 
원래의 형태로 복원되는 소재이다. 입안의 온도에 반응하여 
원래의 형태로 복원하는 힘을 사용해 교정하는 제시문의 
사례는 형상 기억 합금임을 알 수 있다.

14. [출제의도] 경공업의 특징에 한 개념 및 원리 이해하기
‘가축 사육 관리’에서 돼지 귀에 부착된 전자 태그를 무선으로 
인식하여 돼지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무선 식별 시스템(RFID) 
기술을 활용한 것이다. ‘가축 건강 관리’에서 돼지 혈액 검사를 통해 

얻은 돼지 건강 상태 정보를 무선으로 스마트폰에 전송하는 것은 
정보 통신 기술이 적용된 사례이다. 제품 생산 시 정지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 이동식 조립 라인은 컨베이어 
시스템을 활용한 것이다.

15. [출제의도] 첨단 기술 적용 사례에 한 안 실행 및 
적용하기
미나마타병은 인체에 수은(Hg)이 축적되어 생긴 중추 
신경계 질환이다. 산성비는 pH 5.6 이하의 빗물로 기 
중에 방출된 황 산화물(SOx), 질소 산화물(NOx)이 기 
중의 수증기와 반응하여 황산과 질산이 되어 산성화된 
비이다. 용존 산소량(DO)은 하천, 호수 등의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량을 나타낸 수치로 DO값이 클수록 맑은 물이다.

16. [출제의도] 기업의 경  사례의 안 실행 및 적용하기
벤처 기업은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의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인증은 
CE 인증이다. NeP 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이다.

17. [출제의도] 생산 시스템 개선 방안에 한 안 평가 및 
일반화하기
제조 실행 시스템(MES)은 제조 현장의 실시간 모니터링, 
불량 관리, 물류 및 작업 내역 관리 등을 실행하는 시스템이다. 
자재 소요 계획(MRP)은 제품 생산 시 제품의 생산 수량, 
원자재, 부분품 등의 소요량 및 소요 시기를 역산해서 
자재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을 관리하는 효율적인 
자재 관리 시스템이다. 적시 생산 시스템(JIT)은 부품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만큼 공급하는 자재 공급 관리 
시스템이다. 생산 지점 정보 시스템(POP)은 생산 현장의 
작업에서 시시각각 발생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공급 사슬 관리(SCM)는 최초의 공급
업체로부터 최종 고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 하는 시스템이다.

18. [출제의도] 직업병 사례의 안 실행 및 적용하기
진폐증은 장기간 분진 흡입에 의해 분진이 폐 조직에 들러 
붙어 발병한 질환이다. 특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
으로 운 하는 TFT(Task Force Team)는 프로젝트 조직에 
해당한다. 진폐증은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 중 ‘화학적 
요인’에 해당하며, 우울증은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 중 
‘사회 심리적 요인’에 해당한다.

19. [출제의도] 제품 생산 계획의 안 탐색 및 선택하기
수요 예측을 반 하여 생산 계획을 수립한 후, 제품을 미리 

량으로 생산하는 것은 계획 생산이다. 생산 제품 중 몇 개의 
표본을 선정하여 검사하는 방법은 샘플링 검사이다. 
제품의 수명 주기 단계 중 성장기는 제품의 수요 및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윤이 상승하는 단계이다.

20. [출제의도] 퍼트(PERT)를 활용하여 안 탐색 및 선택
하기
작업 소요 시간 변경 전 최초 완제품이 생산될 때까지 
걸리는 작업 시간은 다음과 같다. A 작업이 끝난 후, 
B와 C 작업이 동시에 시작될 때 B 작업이 C 작업과 
D 작업을 합친 시간보다 많이 소요되므로 전체 작업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A → B → E의 시간을 더하면 
된다. 따라서 최초 완제품이 완성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60분(5분+40분+15분)이 소요된다. 작업 소요 시간 
변경 후 최초 완제품이 생산될 때까지 걸리는 작업 시간은 
다음과 같다. B 작업의 단축 시간만 고려하면 되므로 
최초 완제품이 완성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50분(5분
+30분+15분)이 소요된다. 작업 소요 시간 변경 전과 후 
최초 완제품이 생산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차이는 60분-
50분으로 1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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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직업탐구 영역 •
[상업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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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물류 정보 시스템 개념 및 원리 이해하기
제시문에 나타난 물류 정보 시스템은 무선 주파수 
식별(RFID) 시스템이다. 무선 주파수 식별 시스템은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반도체 칩이 내장된 전자 
태그, 카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비접촉으로 
읽어 내는 인식 시스템이다. 제시문 중 ‘상품에 내장된 
전자 태그를 비접촉식으로 읽어 내는 시스템을 도입
하기로 하 다.’라는 문구에서 해당 시스템이 무선 
주파수 식별 시스템임을 알 수 있다.

2. [출제의도] 기업의 부문별 활동 문제 인식 및 명료화하기
기업의 부문별 활동에는 인적 자원 관리 활동, 생산 
관리 활동, 마케팅 관리 활동, 재무 관리 활동, 회계 
정보 관리 활동이 있다.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이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 입사하면서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과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인력 선발에서부터 
개발, 성과 평가 및 보상, 인력 유지와 감축 등을 계획·
집행·통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시된 업무 일지의 내용은 
신입 사원의 선발 인원, 선발 계획서 작성 및 검토, 
교육 프로그램에 한 내용으로 인적 자원 관리에 
해당한다.

3. [출제의도] 마케팅 전략 문제 인식 및 명료화하기
마케팅 믹스(4P’s) 전략은 제품(Product), 가격(Price), 
유통(Place), 촉진(Promotion)의 요소를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활동이다. 제시문의 ‘4 in 1! 정수 + 온수 +
얼음 + 커피, AI를 적용한 음성 인식 정수기’라는 
문구는 정수기라는 제품의 물리적이고 기능적인 내용
으로 제품 전략에 해당하며, ‘한  구입 시 한  
더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실제 고객이나 잠재 
고객에게 구매를 설득하고 있으므로 이는 촉진 전략에 
해당한다. 

4. [출제의도] 경  혁신 개념 및 원리 이해하기
○○은행의 신입 사원 연수 내용 중 보안 기술이 뛰어난 
외부의 클라우드 업체에 고객의 데이터를 위탁 관리
하게 하여 비용을 절감한 것은 아웃소싱에 해당한다. 
아웃소싱이란 기업의 활동 중 특정 역을 외부 
기업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있더라도 
외부에 맡기는 것이 비용 절감 또는 업무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경우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경  혁신 기법이다.

5. [출제의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안 탐색 및 선택하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피라미드 이론(A. B. Carroll)에서 
제시한 역은 경제적 책임, 법률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이다. 화의 내용 중 ○○(주)가 제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역 사회의 취약 계층 지원에 
쓰는 것은 자선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자선적 책임은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자발적 책임이며 보건 
복지·교육·문화 지원 사업, 비 리 재단 운  등이 그에 
해당한다.

6. [출제의도] 경쟁 매매 안 탐색 및 선택하기
경쟁 매매의 방식으로는 입찰 매매, 경매, 경매매가 
있다. 제시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경쟁 매매의 방식은 
경매이다. 경매는 한 사람의 판매자가 다수의 구매자

에게 매입 가격을 경쟁하게 하여 최고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적상법과 적하법이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구두, 손짓, 전자적인 방법 등이 있다.

7. [출제의도] 전자 상거래 유형 개념 및 원리 이해하기
거래 주체에 따른 전자 상거래 유형에는 B2B(기업-
기업), B2C(기업-소비자), B2G(기업-정부), C2C
(소비자-소비자), G2C(정부-소비자)가 있다. 제시문
에서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 소비자들 간의 
매매는 C2C에 해당한다. 

8. [출제의도] 해외 진출 방식 문제 인식 및 명료화하기
A 기업의 해외 진출 방식은 턴키 계약 방식이다. 이는 
모든 설비가 완공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상태에서 
소유주에게 인도하는 방식이다. B 기업의 해외 진출 
방식은 국제 라이선싱이다. 이는 기업이 소유한 기술,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노하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이다. 턴키와 국제 라이
선싱은 계약 방식에 속한다.

9. [출제의도] 경제 활동의 주체 개념 및 원리 이해하기
민간 경제는 소비 주체인 가계와 생산 주체인 기업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는 가계에 해당한다. 가계는 
생산 요소 시장에 (나)인 노동, 토지, 자본을 제공하고 
반 급부로 임금, 지 , 이자를 받는다. 기업은 생산물 
시장으로부터 판매 수입을 얻으며 (다)는 기업의 입장
에서 매출액에 해당한다. 

10. [출제의도] 국제 환경 협약 안 탐색 및 선택하기
기사의 내용은 친환경 전기 자전거를 사용하여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줄인 사례이다. 이산화탄소와 같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국제 환경 
협약은 파리 협정이다.

11. [출제의도] 상업의 주체 안 실행 및 적용하기
A 씨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매매를 알선하는 중개인
으로 보조 상인에 속하며, B 씨는 특정 상인에게 고용
되어 계속적으로 외적인 업 활동을 보조하는 상업 
사용인이다. 중개인은 타인 명의로 불특정 다수와 거래
하고 거래 쌍방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 상업 
사용인은 특정 상인에게 종속되어 근로의 가로 보수를 
받으며 경업 금지 의무를 지닌다.

12. [출제의도] 산업 정책 보험 개념 및 원리 이해하기
정책 보험에는 사회 보험과 산업 정책 보험이 있다. 
제시문에 나타난 ○○보험은 산불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들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정책 보험 중 농업 재해 보험에 해당한다. 농업 재해 
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며, 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물보험이다. 또한 가입의 
의무 사항은 없으며, 농작물 피해에 해 비례 보상한다.

13. [출제의도] 유통 관리 방법 안 실행 및 적용하기
현장 실습 일지를 통해 ○○기업은 자사 제품의 취급을 
원하는 A 지역의 모든 소매상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개방적 유통 경로 정책으로 변경하 음을 알 수 있다. 
개방적 유통 경로 정책은 최 한 많은 점포를 확보
하여 자사 제품의 시장 노출이 증가하나 판매처에 한 
통제가 어려운 정책이다.

14. [출제의도] 무역의 형태 개념 및 원리 이해하기
제시문의 A 기업은 상품을 수입하여 원형 그 로 재
수출하는 과정을 통해 매매 차익을 얻는 중계 무역을 
수행하고 있다.

15. [출제의도] 주식 안 탐색 및 선택하기
6월 3일의 장중 최고가는 8,400원이다. 6월 7일의 

종가(9,930원)는 전일 비 상승 금액이 2,290원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긴 하 으나 6월 10일의 종가가 
전일 비 3,050원 상승한 것에 비하면 상승 금액이 
가장 크지는 않다. 6월 8일의 최초 체결 가격은 
10,800원이다. 6월 9일의 장중 최고가는 11,350원으로 
전일 종가인 11,450원보다 낮다. 6월 10일 당일의 
가격 변동 폭은 해당일 고가와 저가의 차이인 3,530원이다.

16. [출제의도] 통화 신용 정책 문제 인식 및 명료화하기
뉴스에 나타난 상황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물가 상승
이며 한국은행에서 통화 신용 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국채를 매각하여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통화량을 줄일 수 있다. 반면 기준 금리 인하, 
지급 준비율 인하, 통화 안정 증권의 매입, 금융 
기관에 한 출 총액 증가는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이 가중된다. 

17. [출제의도] 환율 안 평가 및 일반화하기
그래프는 미 달러화 비 원화의 환율 변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국 통화 표시법으로 나타낸 것이다. 
A시점은 환율이 제일 낮은 시점으로 미국으로의 여행을 
앞둔 국내 여행자가 달러를 매입하기에 가장 유리한 
시점이다. A시점은 B시점보다 달러 비 원화 가치가 높다. 
A 시점은 C 시점보다 환율이 낮아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자재 금을 환전하여 지급할 때 부담이 더 적다. 
달러로 표시된 매출 채권을 회수할 때 환율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C 시점이 가장 유리하다. C 시점은 
환율이 가장 높은 시점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여 
받은 배당금을 원화로 환전할 때 가장 유리하다.

18. [출제의도] 경제 통합 안 탐색 및 선택하기
A 국과 B 국은 경제동맹 체결로 역내 관세 철폐, 역외 
공동 관세 적용, 역내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과 더불어 역내 재정 및 금융 정책을 상호 조정
하여 역내 공동 경제를 수행하게 된다. C 국과 D 국은 
관세동맹 체결에 따라 역내 관세를 철폐하고 역외 
공동 관세를 적용한다. D 국과 E 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회원국 간 관세를 포함한 각종 무역 
제한을 철폐한다.

19. [출제의도] 국제 수지 안 실행 및 적용하기
경상 수지는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로 구성되어 있다. 1분기 경상 수지 
총액은 8,831백만 달러이며 2분기 경상 수지 총액은 
6,730백만 달러이다. 여행, 지식 재산권 사용료가 속한 
서비스 수지는 2분기에 흑자로 전환되었다. 정부 간 무상 
원조가 속한 이전 소득 수지는 1분기 비 2분기에 
적자 폭이 감소하 다. 재화의 수출과 수입이 속한 
상품 수지의 흑자 금액은 1분기가 더 크다. 외국 주식 
투자로 받은 배당금이 속한 본원 소득 수지는 1분기와 
2분기의 합계액이 3,707백만 달러이다.

20. [출제의도] 수출입 절차 안 평가 및 일반화하기
수정 청약 사항을 모두 반 한 후 가격과 금 결제의 
매매 조건이 수정된다. 가격 조건은 FOB INCHEON
에서 CIF OSAKA로 수정되어 기존 수출업자가 
INCHEON까지만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에서 OSAKA
까지의 해상 운임 및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금 결제 조건은 기존 후지급 방식인 
Usance L/C에서 동시 지급 방식인 At Sight L/C로 수정
된다. 가격 조건 변경에도 물품 인도에 따른 위험 분기
점은 선적항의 본선 상으로 동일하다. 해상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은 피보험자인 수입업자가 수령하며 품질 
조건은 USQ(보통 표준 품질 조건)로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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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직업탐구 영역 •
[수산ㆍ해운 산업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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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수상 레저 기구의 종류 탐색하기
제시문의 A 학생이 체험할 수상 레저 기구는 카약이다. 
카약은 양날의 패들(노)을 사용하며, 스프레이 스커트로 
배의 상부를 덮어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 하게 
한다. 폭이 좁아 균형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중심을 
잡으면서 패들링을 하면 오랜 시간 저어 나갈 수 있다. 

2. [출제의도] 사료 효율 실험 결과 일반화하기
제시문은 양 구성 성분이 다른 3개의 배합 사료를 
동일한 조건으로 공급하여 강도다리의 사료 효율을 
실험한 결과이다. ‘증육량 = 사육 종료 시 총중량 -
사육 시작 시 총중량’, ‘사료 계수=사료 공급량/ 증육량’, 
‘사료 효율(%)=1 / 사료 계수×100’의 수식으로 구한다. 
수조 (가) ~ (다)의 사료 계수, 사료 효율, 증육량은 
다음과 같다.

수조 (가) (나) (다)
사료 계수 1.5 2.0 1.2
사료 효율 66.7% 50.0% 83.3%

증육량 400 kg 300 kg 500 kg
3. [출제의도] 컨테이너 화물의 할증료 적용하기

제시문에서 선적한 화물이 기준 화물에 비해 무게가 
무거워 부과되는 할증료는 중량 할증료이다. □□항의 
봉쇄로 인한 하역 작업의 지연으로 부과되는 할증료는 
체화 할증료이며, 도착항에서 선박의 가동률이 저하
되어 선박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화주에게 
청구한다.

4. [출제의도] 해저 광물의 특징 이해하기
제시문에 나타난 해저 광물은 망간 단괴이다. 망간 
단괴는 해수에 용융된 금속 성분이 침전하여 만들어
지며, 평균 수심 5,000 m인 양 심해저에서 주로 
나타난다. 형태는 둥근 모양으로 상어 이빨, 암석, 골편 
등을 핵으로 삼아 나무의 나이테처럼 동심원을 그리면서 
성장한다. 또한 산업의 주요 원자재가 되는 철, 니켈, 
구리, 코발트 등 유용한 금속 광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바다의 검은 황금’이라 불린다. 열수 광상은 
마그마에서 방출된 열수가 상승하면서 그 속에 포함
하고 있던 유용 광물이 침전하여 만들어진 광상이다.

5. [출제의도] 선박의 톤수 인식하기
제시문의 (가)는 배수 톤수로 중량 톤수에 속한다. 
배가 물에 뜰 때 배제되는 물의 전체 무게를 톤의 
단위로 나타낸 것이며 군함의 크기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나)는 총톤수로 용적 톤수에 속한다. 선체의 
총용적에서 상갑판 상부에 있는 추진, 항해, 안전, 위생과 
관계되는 공간을 제외한 용적을 톤수로 환산한 것이며 
어선의 크기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재화 중량 톤수는 
만재 배수량에서 경하 배수량을 뺀 값이며, 배가 실을 
수 있는 화물의 무게를 말한다.

6. [출제의도] 수산물 가공 원리 일반화하기  
제시문의 ㉠은 수산물의 가공 방법 중에서 수산물을 
염장한 후 말린 염건품의 가공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 원리가 적용된 식품으로는 염건 고등어, 굴비 등
이 있다. 동건 명태는 명태를 동결과 융해를 반복하여 

말린 동건품이다. 마른미역, 마른오징어는 수산물을 
그 로 또는 간단히 전처리하여 말린 소건품이다. 
가다랑어포는 손질된 가다랑어를 쪄서 충분히 건조한 
뒤에 숙성시킨 후 얇게 포를 뜬 자배건품이다.

7. [출제의도] 수산물 도매 시장 구성원 탐색하기
제시문의 (가)에 들어갈 수산물 도매 시장 구성원은 
매매 참가인이다. 수산물 도매 시장의 구성원은 도매 
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 산지 
유통인, 경매사 등으로 구분된다. 매매 참가인은 
수산물 도매 시장, 수산물 공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경매에 참여하여 직접 매수하는 가공업자 , 수출업자 
및 형 유통업체 등의 실수요자를 말한다.

8. [출제의도] 어구의 특징 이해하기 
제시문의 (가) 어구는 주낙(연승), (나) 어구는 트롤
이다. 주낙은 낚기 어구의 한 종류로 모릿줄에 여러 
개의 아릿줄이 달려 있는 형태이다. 트롤은 끌그물 
어구의 한 종류로 전개판을 사용하여 그물 입구를 
벌려 상물을 쫓아가 어획한다. 원통과 헛통으로 구성된 
어구는 정치망(낙망)이다.

9. [출제의도] 선박의 종류 적용하기
제시문의 선박은 쌍동선이다. 쌍동선은 모양이 같은 
배 2척의 갑판을 연결하여 하나로 만든 선박이다. 선체 
2개가 나란히 늘어서 있어 각 선체가 만드는 물결이 
서로 간섭하기 때문에 물결의 저항이 작아져 속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일반 배에 비해 폭이 넓어 
안정성이 뛰어나다.

10. [출제의도] 수산 · 해운 분야의 직업 탐색하기
제시문의 직업은 수족관 관리자(아쿠아리스트)이다. 

형 수족관에서 고객이 관람할 수중 생물을 사육 ·
관리 · 연구하고, 전시회를 기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도선사는 도선 구역을 통과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입 ·
출항로를 안내 및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해양 
기술자는 항만 개발, 임해 공업 단지 조성 및 개발 
등을 위한 해양 환경을 조사 · 분석하는 일을 수행한
다. 수산물 원료 처리원은 수산물을 가공하고자 어패류를 
세척하고 부위별로 절단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수산물 
품질 검사원은 각종 수산 제품의 원산지 확인 및 위생 
안전 등의 품질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11. [출제의도] 계류 시설의 특징 이해하기
제시문의 계류 시설은 돌핀(dolphin)이다. 돌핀은 육지와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있으며 일정 수심이 확보되는 
위치에 선박이 계류하여 하역할 수 있도록 만든 말뚝형 
구조물이다. 육지와는 도교로 연결되며 안벽(berth)을 
별도로 건설하지 않아 경제적이며, 형 선박 계류에 
적합하다. 바닷물의 수위에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다리와 
부유체인 폰툰이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계류 시설은 부잔교
(floating pier)이다.

12. [출제의도] LNG 선박의 구조와 특징 명료화하기
제시문의 선박은 멤브레인(membrane)형의 LNG선이다. 
멤브레인형은 화물인 LNG의 압력과 중량을 화물창뿐만 
아니라 선체에도 분산시키는 박판 형태의 화물창으로 
초저온에 유효한 인바 합금으로 만들어 수축에 의한 
변형에도 유연하게 응할 수 있다. LNG선의 다른 종류로는 
모스(moss)형이 있으며, 화물의 단위 TEU는 컨터이너선
에 쓰이고 원유 세정 장치는 유조선(원유 운반선)에 설치
되어 있다.

13. [출제의도] 기관 자동화 시스템의 종류 선택하기
제시문의 (가)는 기관 자동화 시스템 중 하나인 전력 
제어 시스템이다. 화에서 육상 전원으로 전환 후 선박 
내에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지를 점검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이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력 제어 시스템은 발전기 제어 시스템과 전력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박 내의 전력 공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14. [출제의도] 수산 양식의 방법 적용하기
제시문에서 A 학생이 다녀온 곳은 유수식 양식장이다. 
이는 사육지에 물을 가두어 놓지 않고 흘려보내며 주로 
냉수성 어종을 키우는 시설이다. B 학생이 다녀온 곳은 
수하식 양식장이다. 이는 생물이 부착할 수 있는 기질을 
밧줄에 매달아 물속에 넣어 부착성 생물을 키우는 
시설이다.

15. [출제의도] 집어 방법 사례 일반화하기
제시문에 나타난 집어 방법은 구집이다. 구집은 어군에 
특정 자극을 주어 자극원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도록 
함으로써 한곳에 모이게 하는 집어 방법이다. 구집의 
예로는 물속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줄을 후리는 방법
(트롤 어구의 후릿줄) 등이 있다. 정치망의 길그물로 
방어를 집어하는 방법은 차단 유도이며, 봉수망 어업
에서 집어등으로 꽁치를 집어하는 방법은 유집이다. 

16. [출제의도] 유  동물의 특징 이해하기
제시문의 유  동물은 홍어이다. 홍어는 물 물 한 
뼈를 가진 연골어류이며, 난각란을 낳는 난생이다. 
체형은 상하로 납작한 형태의 편평형이며, 방패비늘을 
가지고 있다. 빗비늘은 주로 경골어류가 가지고 있다.

17. [출제의도] 품질 인증 제도 마크 인식하기
제시문은 수산물 이력제에 관한 내용이다. 수산물 
이력제(Seafood Traceability System)는 생산자가 
생산 단계(생산지)에서 판매 단계(소비지)에 이르기
까지의 수산물 이력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공개하는 
제도이다. 해당 수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산물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18. [출제의도] 컨테이너 터미널 시설의 특징 명료화하기
제시된 컨테이너 터미널 배치도에서 (가)는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Container Freight Station)으로 통관 
업무가 이루어지며, 컨테이너에 적입하기 위해 화물을 
집하，혼재 작업을 하는 장소이다. (나)는 컨테이너 
장치장(Container Yard)으로 컨테이너 하역 작업 전후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인수· 인도· 보관하는 장소이다. (다)는 
마셜링 야드로 선적할 컨테이너를 직접 선적하거나 양륙
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정렬해 놓은 장소이다. (라)는 
에이프런으로 선박 하역 작업을 하거나 갠트리 크레인이 
주행할 수 있도록 레일이 설치된 장소이다.

19. [출제의도] 저서생물의 특징 이해하기
제시문에 나타난 저서생물(해조류)은 미역이다. 미역은 
갈조류이며, 주로 조하 에 서식한다. 그리고 엽록소 
A를 함유하고 있어 광합성을 하며, 육상 식물과는 
다르게 양분과 물을 운반하는 조직인 관다발이 없다.

20. [출제의도] 항만 운  정보 시스템 이해하기
제시문은 항만 운  정보 시스템(Port-MIS)이다. 
이 시스템은 선박의 출· 입항 관련 업무와 선박의 안전 
항해에 관련된 항만 운  정보를 처리한다. 안내문에서 
접속이 지연되는 업무로는 선박 출· 입항 신고, 화물 
반· 출입 신고, 항만 시설 사용 신청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항만 운  정보 시스템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선박의 입· 출항 보고서 및 허가서 등 항만 관련 
업무를 전산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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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직업탐구 영역 •
[인간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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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인간 발달의 개념 및 원리 이해하기

제시문은 신체 활동을 통해 정서·사회적 역이 발달
하고 인지적 역도 함께 성장한다는 내용이므로 인간 
발달의 원리 중 발달 역의 상호 관련성에 해당한다. 

2. [출제의도] 유아기 인지 발달 안 실행 및 적용하기
그림의 아동은 배열한 형태에 따라 사탕의 개수를 
다르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보존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유아기에 해당한다. 피아제의 이론에 근거하면 
보존 개념은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지 않는 한 형태
나 모양이 바뀌어도 수, 양, 부피와 같은 물리적 특
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며 아동
기에 획득된다. 추상적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는 청소
년기, 보상성의 개념을 이해하는 시기는 아동기이다.

3. [출제의도] 청소년기 발달 안 실행 및 적용하기
기사의 청소년은 자신은 특별하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리라 믿기 때문에 개인적 우화의 사례에 해당한
다. 동조 현상은 또래 집단이 요구하는 행동을 함께
하면서 동질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상상적 관중은 자
신이 청중 앞에 있으며 모든 사람의 주의와 관심이 
자신에게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상주의적 사고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과 실제와의 차이로 인해 현실
에 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사고이다. 체계
적·조합적 사고는 문제 해결을 위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해결책을 시도하는 것이다.

4. [출제의도] 비고츠키 이론 안 평가 및 일반화하기
비고츠키의 사회 문화적 인지 이론에 근거하면 ㉠은 
실제적 발달 수준, ㉡은 비계(발판화), ㉢은 잠재적 
발달 수준에 해당한다. 실제적 발달 수준은 아동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
는 수준이다. 비계(발판화)는 아동 스스로 과제를 해
결할 수 있을 때까지 자신보다 더 유능한 성인이나 
또래가 지원해 주는 것이다. 잠재적 발달 수준은 비
계(발판화)를 통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5. [출제의도] 아기 발달 문제 인식 및 명료화하기
제시문의 아동 A는 자기 코를 만지지 않고, 거울에 
비친 코를 만지므로 자아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다. 
자아 개념은 24개월경에 발달한다. 아동 B는 분리 
불안과 낯가림을 보이는데 이는 6 ~ 8개월에 나타나 
12개월 전후에 최고조에 달한다. 그러므로 아동 A와 
B는 아기에 해당한다. 태변을 보는 시기는 신생아
기, 조망 수용 능력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아
동기이다.

6. [출제의도] 태내 발달 문제 인식 및 명료화하기
태내 발달 단계는 발아기, 배아기, 태아기로 나뉜다. 
제시문의 아내가 태동을 처음 느낀 시기는 임신 5개
월경이며 태내 발달 단계 중 태아기이다. 발아기는 수
정에서부터 착상까지의 약 2주, 배아기는 임신 2주부
터 8주까지, 태아기는 임신 8주부터 출생까지의 기간
이다.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시기는 배아기이다.

7. [출제의도] 유아기 인지 발달 안 실행 및 적용하기
그림의 아동 A는 빗자루를 기타로 상징화하는 상징
적 사고를 하고 있다. 아동 B는 공룡 인형에게 함께 

자자고 하며 공룡 인형이 살아 있다고 생각하는 물
활론적 사고를 하고 있다. 직관적 사고는 어떤 사물
과 행동의 특징을 눈에 보이는 로 판단하는 것이
다. 인공론적 사고는 세상의 모든 사물이나 현상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8. [출제의도]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 안 평가 
및 일반화하기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단계는 전도덕 단계(출생 후
~ 5세), 타율적 도덕성 단계(5 ~ 10세), 자율적 도덕
성 단계(10세 이후)로 나눈다. 제시문의 아동 A는 
신호는 누구든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 타
율적 도덕성 단계, 아동 B는 위급한 상황을 고려하
여 판단하므로 자율적 도덕성 단계에 해당한다. 타율
적 도덕성 단계에서는 규칙이 절 적이라고 생각하
며, 옳고 그름을 행위의 결과만으로 판단한다. 반면 
자율적 도덕성 단계에서는 사회 규칙도 구성원의 합
의로 바뀔 수 있으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행위의 
의도를 고려한다.

9. [출제의도] 유아기 언어 발달 안 탐색 및 선택하기
제시문의 ‘인형이가’에서는 언어의 과잉 일반화, ‘안 
밥 먹었어요.’에서는 부정문이 나타나므로 유아기에 
해당한다. 유아기에는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기본 생
활 습관을 기르도록 지원해야 한다. 가설적 사고의 
발달을 돕는 것은 청소년기, 이유식의 양을 늘리는 
시기는 아기의 지원 방안이다.

10. [출제의도] 다중 지능 이론 안 평가 및 일반화하기
다중 지능 검사지의 결과를 분석하면 음악 지능이 
약점 지능이고 수‧논리 지능이 강점 지능이다. 약점 
지능을 보완하기 위해 작곡 및 편곡, 악기 연주 등을 
한다. 강점 지능인 수‧논리 지능의 관련 직업으로는 
수학자, 과학자, 회계사가 있다. 동식물 키우기는 자
연 지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다. 심리 상담가, 성
직자는 자아(자기 성찰) 지능의 관련 직업이다.

11. [출제의도] 유아기 놀이 개념 및 원리 이해하기
파튼은 놀이 유형을 사회적 상호 작용 정도에 따라 
몰입되지 않은 놀이, 방관자적 놀이, 혼자 놀이, 병행 
놀이, 연합 놀이, 협동 놀이로 구분하 다. (가)는 서
로 역할을 나누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협동 놀이, 
(나)는 각자 다른 놀잇감을 가지고 자신의 놀이에만 
몰두하므로 혼자 놀이에 해당한다.

12. [출제의도] 아동기 기억 전략 안 평가 및 일반화
하기
제시문의 아동 A는 정보를 여러 번 되풀이하여 외우
는 반복 시연, 아동 B는 정보를 상호 관련짓거나 의
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서 외우는 정교화를 활용하고 
있다. 종류별로 묶어서 외우는 것은 조직화이다. 단기 
기억은 기억 전략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된다.

13. [출제의도] 중년기 발달 문제 인식 및 명료화하기
제시문에서 남편은 자녀의 독립 후 쓸쓸함, 공허감, 
무기력, 우울 증상을 겪고 있고, 아내는 불면과 안면 
홍조 등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부부
가 공통으로 속하는 시기는 중년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성년기에 비해 유동성 지능과 남성의 테스
토스테론 분비가 감소한다.

14. [출제의도] 프로이트 이론 안 탐색 및 선택하기
프로이트의 성격 구성 요소는 원초아(본능), 자아, 
초자아로 구성된다. 제시문에서 ㉠은 쾌락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므로 원초아(본능), ㉡은 도덕의 원리에 
따라 판단하므로 초자아(양심과 도덕)에 해당한다. 
㉢은 현실의 원리에 맞추어 원초아(본능)와 초자아의 
타협점을 찾으려 하므로 자아에 해당한다. 무의식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원초아(본능)이다.

15. [출제의도] 마샤의 자아 정체감 유형 안 탐색 및 
선택하기
마샤의 자아 정체감 유형은 다음과 같다.

전념  위기 유 무
유 정체감 성취 정체감 유예
무 정체감 유실 정체감 혼미

제시문의 ㉠은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부모가 정한 
진로를 그 로 수용하여 과제 수행에 전념하고 있으
므로 정체감 유실 유형에 해당한다. ㉡은 위기를 경
험하지 않고 구체적인 과제에 몰입하지 못하고 있으
므로 정체감 혼미 유형에 해당한다. 정체감 성취 유
형은 자아 정체감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과제 
수행에 전념하는 유형이다.

 16. [출제의도] 배우자 선택 여과망 이론 안 탐색 
및 선택하기
우드리의 이론에서 배우자 선택 여과망의 순서는 근
접성 여과망, 매력 여과망, 사회적 배경 여과망, 일치 
여과망, 상호 보완성 여과망, 결혼 준비 상태 여과망
이다. ㉠은 외모, 성격, 능력 등 서로의 특성이 상
방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매력 여과망, ㉡은 연령, 
직업, 교육 수준, 종교, 가정 환경 등 사회적 배경이 
유사할수록 선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회적 배경 여
과망, ㉢은 서로가 가진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상호 보완성 여과망에 해당한다.

17. [출제의도] 노년기 발달 문제 인식 및 명료화하기
제시문에서 글쓴이는 80세로 노년기이다. 노년기에
는 빛과 어둠에 적응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손 움직
임의 정교성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는 성년기이다. 

18. [출제의도] 사랑의 삼각형 이론 안 실행 및 적용
하기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서 사랑의 구성 요
소는 열정(동기 유발적 요소), 친 감(정서적 요소), 
결심/헌신(인지적 요소)이다. 제시된 A 씨의 사랑은 
열정과 결심/헌신으로 이루어진 얼빠진 사랑이다. A
씨의 사랑에서 열정의 요소가 빠지면 결심/헌신의 요
소만 있는 공허한 사랑, 결심/헌신의 요소가 빠지면 
열정의 요소만 있는 도취적 사랑이다.

19. [출제의도] 중년기 적응 유형 안 평가 및 일반화
하기
파렐과 로젠버그의 중년기 적응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위기에 한 인식
생활 만족도 수용 거부

만족 탁월한 생성층 유형 억압된 우울 유형
불만족 정체감 위기 유형 처벌-권위주의적 유형

제시문에서 A 씨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긴장
감과 갈등을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억압된 우
울 유형에 해당한다. B 씨는 위기를 새로운 도전에 

한 기회로 생각하고 자아 통합감이 높으므로 탁월
한 생성층 유형에 해당한다. 자기 혐오감에 빠져 있
는 것은 처벌-권위주의적 유형이다. A 씨와 B 씨의 
유형은 생활에 만족한다.

20. [출제의도] 노년기 성격 적응 유형 문제 인식 및 
명료화하기
라이카드 등의 노년기 성격 적응 유형에는 성숙형, 
은둔형(흔들의자형), 무장 방어형, 분노형, 자학형이 
있다. 제시문에서 장인어른은 노화를 받아들기 싫어 
계속 활동하는 무장 방어형에 해당한다. 인생의 실패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자학형, 복잡한 
사회생활에서 벗어나 조용히 지내기를 원하는 것은 
은둔형(흔들의자형)이다.



이 면은 여백입니다.



이 면은 여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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