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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공통

1.� 정답 :� ①

� � � 해설 :� 윗글의 1문단에서 학술적 지식이 부족하면 책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곰브리치의 「서

양미술사」를 선정한 이유는 미술에 대해 막 알아가기 시작한 나와 같은 독자도 이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윗글을 쓴 학생이 책을 선정할 때 고려한 사항은 ‘자신의 지식수준에 비

추어 적절한 책인가’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2.� 정답 :� ③

� � � 해설 :� 윗글에서 독서 방법으로 자신의 경험과 저자의 경험을 연관지어 읽었다는 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3.� 정답 :� ⑤

� � � 해설 :� <보기>는 ‘저자가 해설한 내용을 저자의 관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는 ㉠

에 대한 조언이다.� <보기>에서 책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다양한 해설을 염두에 두고 자

신의 주관을 가지고 책의 내용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따라서 ⑤가� 적절한 조언이

다.

4.� 정답 :� ②

� � � 해설 :� (가)는 광고가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다고 하였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상품의

차별성을 알리는 방법이 된다고 하였다.� 광고를 통해 판매자는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노리며 신규 판

매자도 상품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광고를 빈번하게 사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②가�적절하다.

5.� 정답 :� ③

� � � 해설 :� � (가)의 둘째 단락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더라도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

라서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상품 공급량에 따라 어느 정도인지를 판매자가 감안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고 한 ③은 적절하지 않다.

� � � � � � � �

6.� 정답 :� ②

� � � 해설 :� (나)의 둘째 단락에서 ‘광고가 구매자의 내면에 잠재된 필요나 욕구를 환기하여 대상 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합쳐지면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경제 전반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를 ‘한계소비성향’이라고 하는데,� 한계소비 성향은 양(+)의 값이어서,� 경제 전반

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광고가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일으키

는 정도는 한계 소비성향이 커질 때 작아진다고 한 ②는 적절하지 않다.

7.� 정답 :� ①

� � � 해설 :� 독점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그 상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광고를 통해 독점

적 지위를 가지게 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화는 정도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을 때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①이 적절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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