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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의식이나 정신을 넋이라고 하는데, 우

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육체는 죽어도 넋은 그대로 

남는다는 영혼관이 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

한 굿을 넋굿이라고도 하는데, 씻김굿은 기본적

으로 제의로서 의미를 갖는다. 

씻김굿의 연행 과정은 전승되는 지역이나 굿의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경우에나 공통적으로 

전반부, 중반부, 종반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씻김굿의 전반부에 진행되는 굿들은 주로 

안방에서 이루어지며 산 사람들의 복락을 축원하

는 내용을 갖고 있다. 전반부 굿의 대표적인 굿

거리는 안당굿과 제석굿을 들수 있는데, 안당굿

은 집의 최고신인 성주신에게 굿을 하게 된 내력

을 아뢰고 집안의 평안을 비는 성격을 갖는다. 

또한 제석굿은 가정의 번창과 자손의 수복, 재수

를 관장하는 신인 제석신에게 복덕을 축원하는 

굿거리이다.

씻김굿의 중반부에 진행되는 굿들은 마당에서 

이루어지며 망자의 저승 천도*를 기원하는 내용을 

갖는다. 중반부에 이루어지는 굿거리들은 씻김굿

의 전 과정에서 가장 연희성이 큰데, 대표적으로

는 고풀이, 씻김, 길닦음 등이 있다. 고풀이는 

망자의 한(恨)을 푸는 의식으로, 긴 무명 천에 

매듭 지어진 일곱 개의 고(코)*를 무당이 하나하

나 풀면서 무가를 부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씻

김은 망자가 저승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육

신을 깨끗이 씻기는 의식으로, 무당은 망자의 육

신으로 간주되는 신체에 쑥물과 향물을 조금씩 

붓고 씻어 내면서 망자의 천도를 비는 무가를 부

른다. 길닦음은 망자가 가야 할 저승길을 안내해 

주는 의식이다.

씻김굿의 종반부는 대문간에서 이루어지는 거

리굿으로, 객귀들을 달래 먹이는 굿거리이다. 이 

굿거리에서는 굿판에 정식으로 초대받지는 못했

으나 한을 품고 죽은 객귀들이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대접해 보내는 것이다.

  

*천도 : 죽은 사람의 넋이 정토나 천상에 이르도록 기원하는 일. 

*코 : 그물이나 뜨개질한 물건의 눈마다의 매듭.

국 어 

1. 다음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점)

① ‘씻김굿의 연행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② ‘씻김굿의 연희적 특성’이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③ 연행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천도 내용은 더

욱 심화된다. 

④ ’씻김굿의 제의적 기능’을 병렬식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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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글의 목적 : 학교 축제 운영 방식의 변화 건의

* 글의 독자 : 학생회 임원들

* 조건 

  - 축제 운영 방식의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언급할 것.

  - 설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용적 표현을 

사용할 것.

최근 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홍채 인식은 사람

의 눈의 홍채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식별하는 기

술이다. 홍채 인식 기술은 일반적으로 영상 취

득, 홍채 영역 검출, 홍채 패턴 및 코드 추출, 

홍채 코드 매칭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홍

채의 영상은 근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하여 얻는

다. 근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유는 가시광

선을 이용해 촬영할 경우 홍채가 가시광선에 반

응해 움직이거나, 주변의 다른 빛에 영향을 받아 

안정적인 홍채 영상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촬영된 영상에서 홍채 영역만을 검출

한다. 홍채 영역을 검출하려면 동공과 홍채, 홍

채와 공막* 사이의 경계면을 모두 구분하여, 동

공과 홍채 사이의 내부 원, 홍채와 공막 사이의 

외부 원을 검출하게 된다. 

다음으로 검출한 홍채 영역을 바탕으로 고유한 

홍채 패턴을 추출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홍채 

영역을 홍채 중심과의 거리와 각도로 표시한다. 

전체 홍채 영역은 홍채 중심과의 거리에 따라 8

개의 트랙으로 구분되고, 홍채 중심과 이루는 각

도에 따라 256개의 픽셀로 나뉘어, 결국 모든 홍

채 영역은 2,048개의 표준화된 홍채 영역으로 구

획된다. 그리고 각각의 구획은 그 구획에서 확인

된 흑백 명암의 단계가 사전에 설정한 임계치*를 

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진수인 0과 1로 변환되

어 홍채 코드로 추출된다. 

마지막으로 홍채 코드 매칭 과정에서는 추출된 

홍채 코드가 이미 등록된 홍채 코드와 얼마나 일

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밍 거리

를 측정하여 판단하는데, 해밍 거리란 같은 개수

의 이진수 사이에 대응되는 이진수의 값이 일치

하지 않는 개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해밍 거리가 

정해진 기준보다 작으면 홍채 코드가 일치된 것

으로 간주하고, 정해진 기준보다 클 경우에는 홍

채 코드가 다른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 공막 : 안구의 대부분을 싸고 있는 흰색의 막으로, 눈의 흰

자위에 해당하는 부분.

* 임계치 :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대상이 분간되는 한계 수치.

2.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은? (6점)

① 사람마다 홍채의 패턴은 다르다.

② 해밍 거리가 클수록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 

③ 근적외선은 가시광선에 비해 홍채가 반응하는 

정도가 작다.

④ 홍채 인식 기술을 적용하려면 사전에 홍채 

코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보기>에 따라 ㉠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점)

발표회 무대에 서게 될 팀을 선정하는 방식도 달

라지면 좋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댄스 동아

리, 록 밴드부처럼 전통 있는 몇몇 동아리에만 

발표 기회가 주어졌지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

로 완성도 높은 공연을 ‘관람하는 축제’는 될 

수 있었을지 몰라도, 보다 많은 사람이 주인공으

로 ‘참여하는 축제’가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

었다고 생각합니다. (         ㉠         )

① 누구나 재능을 뽐낼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준다

면 구성원 전체의 화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② 그동안 준비한 재능을 뽐낼 수 있도록 모든 

동아리에 참여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③ 어느 동아리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동아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면 좋겠습니다.

④ 지금까지의 관행이 바뀐다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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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 야, 오늘 날씨 참 좋네. 현장 체험 학습 

때도 이런 날씨였으면 좋겠다. 그나저나 

지희야, 헌인릉에 대해 준비 좀 했니?

지희: 헌인릉은 헌릉과 인릉의 두 왕릉이 있어서 

이름 붙여진 곳이야. 헌릉은 조선 3대 임금

이신 태종과 그 왕비이신 원경 왕후의 능이

고, 인릉은 조선 23대 임금이신 순조와 그 

왕비이신 순원 왕후의 능이야.

환윤: (안내도를 가리키며) 여기가 우리가 있는 곳

이야.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보았을 때, 왼쪽

에 있는 것이 인릉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헌릉이야. 그런데 인릉은 봉분이 하나인데, 

헌릉은 봉분이 왜 두 갤까?

지희: 인릉은 순조와 순원 왕후를 합장해서 봉분이 

하나이고, 헌릉은 태종과 원경 왕후의 무덤

을 달리해서 두 개로 만들었기 때문이야.

효연: 그럼, 헌릉의 두 봉분 중에 어느 쪽이 태종

의 능이니?

지희: 조선 시대의 왕릉은 우상좌하(右上左下)의 

원칙으로 왕이 오른쪽에 묻히는 경우가 일반

적이래. 그런데 우상좌하란 참배객 위치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 왕의 위치에서 바라본 거

야. 따라서 태종의 능 위치는 봉분 뒤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거야.

효연: (오른손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역시 미래의 역사학자는 뭐가 

달라도 달라! 반 친구들이 현장 체험 학습을 

오면, 반 친구들에게도 설명해줄 수 있겠니?

지희: (웃으며) 누가 반장 아니랄까봐, 그래, 알았

어. 그런데 효연아, 태종과 원경 왕후의 일

화는 지난 수업 시간에 환윤이가 발표했었는

데, 그 일화를 알면 헌릉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환윤: (자신 있는 목소리로) 그럼, 그 부분은 내가 

아이들에게 말해 줄게.

동하: 이야! 이번 현장 체험 학습은 정말 역대 급

이 되겠는데.

 단어의 구조에 따른 분류 예

단

어

단일어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
㉠

복

합

어

합성어 어근 + 어근 ㉡

파생어
접두사 + 어근 ㉢

어근 + 접미사 ㉣

4. 다음 대화 속 인물들이 헌인릉에 간 목적으

로 가장 적절한 것은?  (5점)

① 헌인릉에 대한 역사적 고찰

② 헌인릉에 대한 문제점 해결

③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한 사전 답사

④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한 대안 제시

5. 다음 문장 중 어법에 맞게 쓰인 것은? (5점)

① 오늘 모임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② 윗층에 자리 있습니다.

③ 등굣길에 철수를 만나 하루 종일 기분이 좋

았다.

④ 저 산 넘어에 누가 살까?

6.  다음의 ㉠~㉣에 들어갈 단어로 바른 것은? 

(5점) 

① ㉠ : 오가다

② ㉡ : 지우개

③ ㉢ : 첫사랑

④ ㉣ : 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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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사(春詞) 10

  일(來日)이 또 업스랴 봄밤이 몃 덛 새리

   브텨라  브텨라

  낫대로 막대 삼고 싀비(柴扉) 자 보자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와(於思臥)

  어부(漁父) 애(生涯) 이렁구러 디낼로다

하사(夏詞) 3

  마람닙희 람 나니 봉창(蓬窓)이 서코야

  돋 라라 돋 라라

  녀 람 뎡소냐 가 대로  시겨라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와(於思臥)

  븍포(北浦) 남강(南江)이 어 아니 됴흘리니

추사(秋詞) 1

  ㉠믈외(物外)예 조 일이 어부(漁父) 

애(生涯) 아니러냐

 떠라  떠라

어옹(漁翁)을 욷디 마라 그림마다 그렷더라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와(於思臥)

시(四時) 흥(興)이 가지나 츄강(秋江)이 

읃듬이라

동사(冬詞) 4

   간밤의 눈 갠 후(後)에 경믈(景物)이 달랃고야

   이어라 이어라

   압희 만경류리(萬頃琉璃) 뒤희 쳔텹옥

산(千疊玉山)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와(於思臥)

   ㉡션계(仙界)ㄴ가 ㉢불계(佛界)ㄴ가 ㉣인간

(人間)이 아니로다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7. 다음의 ㉠~㉥ 중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것을 모두 찾은 것은? (5점)

㉠ 그는 맏이로 태어났다.

㉡ 그는 맏아들로 태어났다.

㉢ 그는 밭이랑 논을 모두 팔았다.

㉣ 그는 밭이랑에 고구마를 심었다.

㉤ 그는 사진을 벽에 붙이고 있었다.

㉥ 그는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를 겪었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8-9]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7점)

① 비유와 대구를 통해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②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④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통해 배경을 드러

내고 있다.

9. 밑줄 친 ㉠~㉣ 중 함축적 의미가 가장 성격

이 다른 것은? (6점)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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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줄거리] 일찍 부모를 잃고 장가를 들지 

못한 채 외로이 살아가던 ㉠양생은 어느 날 만복사 

불당에서 부처님과 저포 놀이를 하여 이긴 후, 부

처님께 좋은 배필을 점지해 달라고 기도하는 아름

다운 여인을 만난다.

바야흐로 밤은 깊어 가고 달이 동산에 떠올라 

그림자가 창을 비추는데, 갑자기 창밖으로부터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여인이 문을 열고 내다

보니, 여인의 수발을 드는 시녀(侍女)였다.

여인은 반가워서 물었다. 

“얘야,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느냐?”

아이가 말했다. 

“예, 평소에는 문밖에도 나가시지 않던 아가씨가 

가신 곳이 없어 허둥지둥 찾아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

니다.”

여인은 말했다. 

“응, 오늘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구나. 높

으신 하느님과 자비하신 부처님께서 점지해 주신 덕에 

고운임을 맞이하여 백년해로의 가약을 맺게 되었다. 

미처 알리지 못한 것은 예도에 어그러지나 꽃다운 인

연을 맺게 된 것은 평생의 기쁨이니, 의아하게 생각지 

말고 빨리 돌아가 주연을 갖추어 오너라.”

시녀가 지시를 받고 물러간 지 얼마 안 되어 돌아

와 뜰에서 잔치를 베푸니, 밤은 벌써 사경(四更)이 가

까웠다. 양생이 가만히 살펴보니 탁상에 놓인 ㉡기명

(器皿)은 희맑고 무늬가 없으며 술잔에서는 이상한 향

기가 풍기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솜씨가 아니

었다. 그는 속으로 괴이하게 여겼으나, 여인의 말씨와 

웃음이 맑고 얼굴과 몸가짐이 매우 얌전하여 ‘이는 

아마도 어느 귀족 집 아가씨가 한때의 정서를 걷잡지 

못하여 황혼의 가약을 찾아온 것이겠지.’라고 생각하

고는 마음을 진정하였다.      

<중략>

㉢마침 서쪽 산봉우리에 달이 걸쳐있고, 먼 마을

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윽고 절에서 들려오

는 새벽 종소리에 날이 새려고 하였다.

여인이 시녀에게 지시하였다.  

“얘야, 주연을 거두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시녀가 곧 어디론가 사라지자, 여인은 양생에게 말

했다. 

“꽃다운 인연을 이미 이루었으니 저는 당신을 모시

고 집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양생은 쾌히 승낙하고는 여인의 손을 잡고 앞을 향하

여 걸었다. 둘이 저자 복판을 지날 때에는 벌써 울타리 

밑에서 개가 짖고 사람들이 길에 나다녔다. 그런데 ㉣

지나가던 이들은 양생이 여인과 함께 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다만 이렇게만 물을 뿐이었다.

 “총각, 새벽에 혼자서 어딜 다녀오시오?”

 “예, 어젯밤에 만복사에 갔다가 취하여 누웠다가 

친구 집에 가는 길입니다.”하고 양생이 여인의 뒤를 

따라 깊은 숲을 헤치고 가는데, 이슬이 길을 흠뻑 덮어 

갈 길이 아득하였다.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10-11]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0. 윗글의 ㉠~㉣ 중 ‘전기적(傳奇的) 성격’으

로 볼 수 없는 것은? (7점)

① ㉠

② ㉡

③ ㉢

④ ㉣ 

11. ‘만복사저포기’와 같은 고전소설 속 주인공

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6점)

① 갑남을녀(甲男乙女)

② 재자가인(才子佳人)

③ 초동급부(樵童汲婦)

④ 필부필부(匹夫匹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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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

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 이

글이글 앳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여, 달밤이 싫여,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여,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

여…….

해야, 고운 해야. 늬가 오면 늬가사 오면, 나는 

나는 청산이 좋아라. 훨훨훨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래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칡범을 따라 칡범을 따라 칡범을 만나면 칡범과 

놀고……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 워

어이 워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앉아 앳되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 박두진, ‘해’

12. 위의 시어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7점)

① 해     ② 달밤     ③ 청산     ④ 칡범

13. 위 시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에 대한 설

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6점)

① 의인화를 통해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

고 있다.

② 의태어를 활용하여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나

타내고 있다.

③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간절함을 나

타내고 있다.

④ 반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시적 긴장감을 조성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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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 학교에 말씀예요, 그 제 대신 들어온 

급사가 저보다 근력이 세게 생겼습죠?”

“나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소.”

하니 그는 은근한 말소리로 히죽거리며,

“제가 거길 또 들어가 볼랴굽쇼, 운동을 합

죠.”

 한다.

“어떻게 운동을 하오?”

“그까짓 거 날마당 사무실로 갑죠. 다시 써 

달라고 졸라 댑죠. 아, 그랬더니 새 급사란 녀석

이 저보다 크기도 무척 큰뎁쇼, 이 녀석이 막 불

근댑니다그려. 그래 한번 쌈을 해야 할 턴뎁쇼, 

그 녀석이 근력이 얼마나 센지 알아야 뎀벼들 턴

뎁쇼…… 허.”

“그렇지, 멋모르고 대들었다 매만 맞지.”

하니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또 은근한 말을 

한다.

“그래섭쇼, 엊저녁엔 큰 돌멩이 하나를 굴려

다 삼산 학교 대문에다 놨습죠. 

그리구 오늘 아침에 가보니깐 없어졌는뎁쇼. 

이 녀석이 나처럼 억지루 굴려다 버렸는지, 뻔쩍 

들어다 버렸는지 그만 못 봤거든입쇼, 제―

길…….”

 (중략)

“그래 삼산 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

소?”

물으니 그는,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고스카이(사환) 

노릇을 합쇼. 밑천만 있으면 삼산 학교 앞에 가

서 뻐젓이 장사를 할 턴뎁쇼.”

한다.

“무슨 장사?”

“아, 방학될 때까지 차미* 장사도 하굽쇼, 가

을부턴 군밤 장사, 왜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합죠. 삼산 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겝쇼. 저를 선생들보다 낫게 치는뎁쇼.” 

한다.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뻐젓이 참외 장사라

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 오

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

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굽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

다.

그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른하

지 않았다.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

가 들어 밑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

다. 저희끼리 금실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

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

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

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벙긋거리

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죠.”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

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

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

을 지각하였다. 쫓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돗값을 

물어 주었다. 포돗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안

에 굴려 보며 먹었다.

*차미 : 참외의 사투리

 - 이태준, ‘달밤’

[14-15]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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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의 공장과 감옥은 모두 ‘관리’라는 기

능이 필요한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관리는 

‘감시’와 ‘처벌’을 의미했다. 이런 기능들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구성 형식이 중앙집중형이었

다. 건물의 중심에 감독관이 자리하면 방사선 방

향으로 360도를 돌아가며 건물 전체를 감시할 수 

있었다. 시립병원(Hotel-Dieu)과 종합수용소

(Hospital Generale)도 동일한 경우였다. 계몽주

의 때 이런 시설들은 지금 개념의 의료시설이기

보다는 수용시설에 더 가까웠다. 부랑아나 정신

병자를 수용, 감금하는 교정시설에 더 가까웠다. 

이를 위해 공장이나 감옥과 동일한 중앙감시체계 

및 이에 맞는 중앙집중형 공간구도가 필요했다.

철학자 푸코는 권력 개념을 새롭게 정의함으로

써 계몽주의에 대한 기존의 상식을 뒤집었다. 계

몽주의는 근대화의 기틀이 닦인 발전과 긍정의 

시대가 아니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근대적 착

취 수단이 등장한 불운한 시대라는 주장이었다. 

그 중심에 공장과 감옥이 있었다. 공장은 생산 

증대를 통해 풍요로운 물질 이상향을 가져다주는 

고마운 건물이 아니라 감옥과 함께 무서운 감시

와 처벌이 자행되는 억압과 착취의 공간이라는 

주장이었다.

계몽주의 때 홍수를 이룬 교육기관의 설립과 

도덕이론의 등장은 이런 탄압구도를 부추기며 뒷

받침한 장치들이었다. 한 마디로 ‘열심히 일해

서 더 많은 생산을 냄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자’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공권력을 통한 

제재와 처벌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합리화했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L'esprit des lois, 

1748) 등은 대표적 예들이었다.

이런 이론들에서는 노동효율을 위한 순종과 근

면·성실을 도덕과 동의어로 제시했다. 이것을 

받아 효율 중심의 경제사상으로 발전시킨 것이 

제레미 벤담(Jeremy Bantham, 1748-1832)의 공리

주의(Utilitarianism)였다. 그는 인간의 본성과 

마음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정량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인간의 정신을 숫자를 통해 객관화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여러 단계의 목적을 가졌다. 제

일 먼저 게으름뱅이, 걸인, 광인 등 저효율 노동

력이나 사회 부적응자를 분류해내기 위한 것이

다. 그 다음은 이들을 훈련, 교육, 체벌 등을 통

해 교정시켜 높은 노동 효율을 갖는 모범적 정상

인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

해 궁극적으로 풍요로운 물질이 넘쳐나는 유토피

아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1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7점)

① 황수건에 대한 ‘나’의 애정과 연민의 감정이 

드러나는 소재이다.

② ‘나’에 대한 황수건의 고마움이 표현되는 소

재이다. 

③ 애상적, 서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소재이

다.

④ 황수건의 슬픈 처지를 부각하는 소재이다. 

15. 위 작품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6점)

① 황수건은 삼산 학교에서 급사로 일하고 있다. 

② 황수건은 ‘나’를 찾아와 장사의 결과를 이야

기하였다.

③ 황수건은 ‘나’의 눈치를 보며 이야기를 이어

나가고 있다.  

④ ‘나’는 선물을 준 황수건의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16.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6점)

① 18세기 이전의 감옥은 허술한 건축적 장치를 

갖고 있었다.

② 공리주의자의 관점에서 병원은 노동 효율 향

상을 위한 공간이다.

③ 벤담은 노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훈련

과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④ 벤담은 자신의 건축물로 경제를 살릴 수 있

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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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유변성 유체는 전기장이 생성되고 소멸하

는 수천 분의 일 초 사이에 액체에서 고체로, 고

체에서 액체로 상변화(相變化)*가 일어나는 물질

이다. 전기유변성 유체는 주어진 전기장의 세기

에 따라 물처럼 자유롭게 흐르기도 하고, 젤라틴

처럼 찐득해지기도 하며, 강철처럼 단단해지기도 

한다.

전기유변성이라는 성질은 전하를 띤 입자의 전

기 분극 현상에서 기인한다. 두 금속판 사이에 

전압을 걸어 전기장을 생성했을 때 양으로 하전*

된 양성자는 음극 방향으로, 음으로 하전된 전자

는 반대 전극 방향으로 정렬되면서 전기적 극성

을 가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분극이라 한다. 전기

장이 형성되었을 때 분극 정도가 큰 물질은 더 

많은 양의 전하가 입자의 반대쪽으로 이동하고, 

분극 정도가 작은 물질은 입자가 거의 반응을 보

이지 않는다.

전기유변성 유체가 분극 입자가 많고 그 입자

가 구 형태를 띤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된

다. 먼저 전기장을 생성하는 순간 양전하는 입자

의 위쪽으로, 음전하는 입자의 아래쪽으로 배열

된다. 이때 서로 다른 두개의 입자는 접근하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 만약 

한 개의 입자가 다른 입자의 밑으로 다가가 쌍극

의 방향에 대해 수직에 가깝게 배열되면 입자의 

양극이 다른 입자의 음극에 만나게 되어 서로를 

끌어당기는 인력을 가지게 된다. 반대로 한 개의 

입자가 다른 입자의 옆에 나란히 배열되면 아래

쪽의 음극은 다른 입자의 음극과, 위쪽의 양극은 

다른 입자의 양극과 나란히 놓이게 되고, 두 입

자는 서로 반발력, 즉 척력을 지니게 된다. 입자

들이 서로 어떠한 각도를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인력 또는 척력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력과 척력에 의해 움직이던 분극 입자들은 점

차 인력의 힘을 받으면서 점점 다가가기 시작하

고 결국 전극판의 끝에서 끝으로 이어진 입자 사

슬을 만들게 된다.

*상변화 : 물질이 온도, 압력, 외부 자기 마당 따위의 일정

한 외적 조건에 따라 기체, 액체, 고체의 한 상

(相)에서 다른 상으로 바뀌는 현상.

*하전 : 전하(electric charge)를 띠게 됨.

<보기>

두 금속판 사이에 전압을 걸었을 때, 음으로 하

전된 전자는 (  ㉠  ) 방향으로 정렬되고, 분극

의 정도가 (  ㉡  ) 물질은 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구 형태의 전기유변성 유체 한 

개의 입자가 다른 입자의 옆에 나란히 배열되면 

(  ㉢  )을 띠게 된다. 

㉠ ㉡ ㉢

① 음극 작은 척력

② 음극 큰 인력

③ 양극 작은 척력

④ 양극 큰 인력

17. 다음 글을 바탕으로 <보기>와 같이 정리

할 때, ㉠~㉢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배열

된 것은?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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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게 병,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다. 

알아도 제대로 알면 문제가 없다. 대충 알고 잘

못 아니까 도리어 병이 된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싶을 때도 많다. 모를 때는 불편하기는 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 막상 알고 나니 더 혼란스럽다.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새롭고 낯선 일이

나 미지의 세계에 첫걸음을 내디딜 때는 두근대

고 설레지만, 막상 구체적 상황 속에 놓이면 아

무 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도 어쩔 줄 몰라 허둥

지둥한다. 당황해서 헤매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혼란에 빠진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들은 날마다 수없

이 많은 정보를 받아들여 처리한다. 그런데 정보

의 양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고, 그 속에

는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있다. 또 전문 지식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정보의 효용 가치는 수명

이 짧아지고 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앞을 못 

보다가 갑자기 앞을 보게 되자 도리어 제 집조차 

못 찾은 사람이나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는 것이 

도리어 강물에 휩쓸리고 만 사람들처럼, 복잡한 

정보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계속 바뀌는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하려면 정보 

자체보다 정보에 대한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 먼

저이다. 문제는 항상 문제에 있지 않다. 문제가 

무언지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고전은 왜 읽는가? 고전 속에는 오랜 세월을 

견뎌 온 삶의 지혜가 살아 있다. 고전은 시간을 

타지 않는다. 아주 오래 전에 쓰인 고전이 지금

도 힘이 있는 까닭이다. 고전은 길을 잃은 사람

에게 길을 알려 주는 든든한 지팡이다. 뱃길을 

잃고 캄캄한 밤바다를 헤매는 배에게는 멀리서 

방향을 일러 주는 듬직한 등댓불이다.

평소 눈길조차 주지 않아도 고전은 늘 우리 곁

을 지키고 있다. 삶이 문득 방향을 잃고 갈팡질

팡할 때 고전의 힘은 눈먼 사람의 지팡이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당황

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생각의 힘을 든든하게 길러 놓지 않으면 안 된

다. 다양한 고전을 늘 가까이에 두고 읽어야 하

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전 속에서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타개할 깨달음을 얻게 될 때의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고전에 대한 든든

한 신뢰를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고전을 늘 가까

이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18.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7점)

① 고전에는 정보 자체보다 정보에 대한 판단력

을 기를 수 있는 힘이 있다.

②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전문적인 지식은 효용

가치가 늘어나고 있다.

③ 아무 것도 아닌 사소한 일도 모를 때는, 어

쩔 줄 몰라 당황한다.

④ 문제를 타개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고전

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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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은 단세포 생물로 보통의 세균들은 온도가 

어는점 아래로 내려가면, 세포가 얼면서 제 기능

을 하지 못해 죽게 된다. 하지만 식중독을 일으

키는 리스테리아는 –18℃에서도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추위에 강해 냉장고의 냉동실 안에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리스테리아가 저온에서도 

죽지 않는 이유는 삼투 현상을 조절하는 방법으

로 세포가 어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리스테리아는 주변의 온도가 어는점 아래로 떨

어져 바깥쪽의 수용액에 얼음이 생기면 ‘삼투 

보호 물질’을 만들어 낸다. 리스테리아의 삼투 

보호 물질은 분자량이 작으면서 물에 잘 녹는 글

리신베타인으로, 이 물질은 수산화기(-OH)를 갖

고 있다. 수산화기는 친수성을 띠기 때문에 물에 

잘 녹아 물의 농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이 

물질이 리스테리아 안에 많아지면, 이 세균 밖 

수용액의 농도가 높아지더라도 리스테리아 안의 

수용액 농도가 밖의 농도보다 높아져서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되거나, 바깥쪽의 물이 리

스테리아의 안으로 들어와 이 세균 안쪽의 물이 

유지될 수 있게 된다. 한편 온도가 계속 내려가

더라도 리스테리아는 글리신베타인을 계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바깥쪽보다도 어는점을 낮추어 안

쪽에 얼음이 어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리스테리아의 이런 생존 방식 때문에 실제로 

아이스크림에서 이 세균이 검출된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각국은 냉동식품에서 리스테리아 검사

를 철저히 하고 있다. 리스테리아는 인간에게는 

위험한 세균이지만 리스테리아가 냉동식품에서 

살아남는 방식은 남극이나 북극 지방의 단세포 

생물이 생존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극지방의 단

세포 생물 중 일부는 세포 밖에서 얼음이 생기면 

글리신베타인과 같은 삼투 보호 물질로 세포 안 

수용액의 농도를 높이는 메커니즘을 통해 생존을 

하기 때문에 리스테리아는 극지방 단세포 생물의 

생존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19.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6점)

① 수산화기를 가진 삼투 보호 물질은 물에 잘 

녹는 특성이 있다. 

② 세포 안 수용액의 농도를 높일 수 있는 단세

포 생물들이 극지방에 존재한다.

③ 글리신베타인은 세포 안 수용액의 농도를 낮

게 한다. 

④ 리스테리아는 세포 안의 어는점을 냉장고의 

냉동 온도보다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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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데에 필

수적인 성분이기도 하다. 지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 특징은 무엇일까?   

지방은 머리 하나에 세 개의 다리가 달린 구조

인데, 머리 부분을 글리세롤이라고 하며, 세 개의 

다리 부분을 지방산이라고 한다. 다리에 해당하는 

지방산은 탄소가 막대처럼 길게 결합되어 있고 각

각의 탄소에 수소 원자가 결합해 탄소 주위를 둘

러싸고 있는 사슬 모양이다. 정확한 탄소와 수소

의 개수는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지방의 

종류에 상관없이 글리세롤의 구성과 구조가 같기 

때문에, 지방은 지방산의 구조나 모양에 따라 그 

종류가 구분된다.

모든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이 단일 결합이고 

각각의 탄소에 두 개의 수소 원자가 붙어 있는 지

방산을 포화 지방산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탄소 

사이에 하나 이상의 이중 결합이 있으며, 탄소에 

두 개의 수소 원자가 붙어 있지 않고 하나만 붙어 

있어 수소 원자의 자리가 비어 있는 곳이 있는 경

우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부른다. 

불포화 지방산에는 트랜스 지방산과 시스 지방

산이 있다. 트랜스 지방산과 시스 지방산의 유일

한 차이는 이중 결합의 위치를 기준으로 탄소 사

슬의 방향이 어떻게 꺾여 있느냐이다. 트랜스 지

방산의 경우 부분적으로 꺾여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슬의 모양이 대체로 곧은 직선 형태인 

반면, 시스 지방산은 트랜스 지방산과 달리 이중 

결합이 있는 곳에서 눈에 띄게 많이 꺾여 있는 형

태이다. 

지방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에너지 저장이

다. 지방은 1 g 당 9 kcal의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어 1 g 당 4 kcal를 축적할 수 있는 탄수화물보

다 에너지 저장 효율이 높다. 지방의 또 다른 기

능은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원료가 된다는 것이다. 우

리 몸에 꼭 필요한 호르몬이나 비타민 A, D, K, E 

등은 지방산을 원료로 만들어진다.   

20.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7점) ① 트랜스 지방산은 탄소 사슬의 모양이 대체로 

곧은 직선 형태이다.

② 지방의 종류에 따라 글리세롤의 구성과 구조

는 다르다.

③ 에너지 저장 효율에 있어 탄수화물이 지방보

다 높다.

④ 포화 지방산은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이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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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면은 여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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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학

21.   ,   일 때, 

     의 값은? (5점)

  ①       ②       ③       ④ 

22. 이차방정식    의 두 

근을   라 할 때,    을 만족

하는 정수  값은? (6점)

①       ②       ③       ④ 

23. 부등식 ≤ 를 만족하는 정수  

  의 개수는? (6점)

①       ②      ③      ④ 

24. 두 점       를 지나는 직선이 

원   과 두 

점에서 만날 때, 실수   값의 범위 중 가

장 작은 자연수는? (6점)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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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전체집합      에 대하여 

      ∩ ≠∅을 만족시키는  의 부

분집합  의 개수는? (5점)

①       ②      ③      ④ 

26. 함수     의 역함수

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정수 의 개수는?  

(7점)

①       ②       ③       ④ 

 

27. 두 함수        ≥  
 , 

          에 대하여 

     ∘  ∘  의 값은? (5점)

①       ②       ③       ④ 

28. 




의 값은? (6점)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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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log ≤  인 실수  에 대하여

    log  log  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값의 곱을 라 할 때, log 의 값

은? (6점)

①       ②       ③       ④ 

30. 수열 에 대하여 


∞



 
일 때, 

     lim
→∞



의 값은? (단,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이다.) (6점)

① 


     ② 


     ③ 


     ④ 



31. 극한값 lim
→∞

 



이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의 최댓값이 일 때, 

      모든 자연수 의 값의 합은? (6점)

①       ②       ③       ④ 

32. 두 다항함수   에 대하여 

     lim
→



  lim

→



   일 때, 

     lim
→



의 값은? (7점)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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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삼차방정식  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의 개수

는? (6점)

①       ②       ③      ④ 

34. 미분 가능한 함수  에 대하여 

     ′  이고, 함수   일 

때, lim
→



의 값은? 

(5점)

①        ②        ③        ④ 

35. 곡선  과 이 곡선 위의 점 

 에서의 접선 및 두 직선 

        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 
라고 할 때, S 의 최솟값과 그 때  값의 

합은?(단,    ) (7점)

① 


      ② 


     ③      ④ 


 

       

36. 
 


의 전개식에서 이 아닌 

    상수항이 존재한다고 하자. 양의 정수 이 

최소일 때, 상수항의 값은? (6점)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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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정규분포표>

  ≤≤

1.5 0.43

1.9 0.47

2.0 0.48

2.3 0.49

37. 농구공, 축구공, 핸드볼 공을 섞어서 공 

12개가 들어 있는 상자를 만들려고 한다. 

상자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수는?

(단, 세 종류의 공을 적어도 한 개씩은 넣

는다.) (5점)

①      ②      ③      ④  

38. 좌표평면의 원점 위에 놓인 점 P를 동전 

한 개를 던질 때마다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이동시킨다.

   

앞면이 나오면 점 P를 축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이고, 뒷면이 나오면 점 P를 

축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다.

   한 개의 동전을 6번 던져 규칙대로 점 P를  

   이동시킬 때, 원점 O와 점 P 사이의 거리  

   가 일 확률은? (7점)

① 


    ② 


    ③ 


    ④ 



39.        가 적혀있는 카드가 각각 장

씩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이 상자에 들어

있는  장의 카드 중 동시에  장의 카드

를 꺼내어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의 합을 구

했더니  이었다. 이 때, 꺼낸  장의 카드 

중  이 적힌 카드가  장 들어있을 확률

은? (6점)

① 


     ② 


      ③ 


      ④ 



40. 2018학년도 을지대학

교 A 학과에서 5명을 

선발하는 수시전형에 

500명의 학생이 지원

하였다. 지원자들의 

점수분포는 100점 만

점에 평균이 67점, 표준편차가 10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1차 합격자로 2배수

를 선발한다고 할 때, 1차 합격자의 최저점

수를 위의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7점)

① 79      ② 82      ③ 86      ④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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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면은 여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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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ng is actually quite difficult for linguists

to find out about. You will have your local

slang that you use in your school or in your

town, and there’s no way I would ever know

about it unless you told me what it was.

Indeed, in your area you’ll probably have

several different kinds of slang. The slang

that kids use in primary school is likely to be

different from what is used in secondary

school. If your town has several schools, there

are often differences in the kind of slang

heard in each school. And there may even be

words that are used differently within a single

school. I once worked with a group of

students in the final year of senior school,

who listened out for the slang used in their

school. They found that the slang used by

first-year students was very different from

their own.

*slang 속어

She made herself a cup of tea and came

and sat in the armchair beside the fire. She

turned on the radio but they were reading

sports results and she turned it off. On

going upstairs, she found that the boys were

sound asleep and she stood watching them

before closing the door and leaving them to

the night. Downstairs, she wondered if there

might be something interesting on the

television. She went over and turned it on

and waited for the picture to appear. How

would she fill these hours? When the

television came on, it was an American

comedy. She watched it for a few moments

but the canned laughter continued and she

turned it off. The house was now

except for the crackling of wood in the

fireplace.

Making movies is an inherently

business because film is neither a

commodity like potato chips nor a stable

enterprise. Research and development rarely

pay off, and the success of one film does not

ensure the success of the next one. Much of

the design of Hollywood’s studio system can

be explained as strategies for managing the

dangers involved in creating expensive,

collaborative, and unique products. Hollywood’s

reliance on movie stars and genre films is

only the most obvious attempt to build some

predictability into movie-making and the

movie-going experience.

영 어

41.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

한 것은? (5점)

① risky

② profitable

③ temporary

④ prosperous

42.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점)

① 언어학자들에게도 slang을 파악하는 것이 어

렵다. 

②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사용되는 slang은 비

슷하다.

③ 같은 마을에 있는 학교에서도 다른 slang을 

사용하기도 한다.

④ 한 학교 내에서도 서로 다르게 사용되는 

slang이 있다.

[43-44]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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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ers have hit on one particularly

effective way of seeming to argue against

their own interests. ( A ) They mention a

minor weakness or drawback of their product

in the ads promoting it. ( B ) That way,

they create a perception of honesty from

which they can be more persuasive about the

strengths of the product. ( C ) Attorneys are

taught to ‘steal the opponent’s thunder’ by

mentioning a weakness in their case before

the opposing lawyer does, thereby

establishing a perception of honesty in the

eyes of jury members. ( D ) When jurors

heard an attorney bring up a weakness in

his own case first, jurors were more

favorable to his overall case in their final

verdicts.

If you are a student athlete, you’ll

understand that pressure comes from a

variety of sources. If you’re involved in

individual sports such as tennis or skiing,

you might feel pressure to win every time

you play or race. In a team sport, you might

feel pressure to perform up to various

expectations―a certain number of rebounds

or strikeouts, for example. If you’re hoping to

play in college, you might feel pressure to

impress college scouts. If you’re a freshman

or sophomore, you might feel pressure to

impress the coach in order to earn a starting

spot or move up to varsity. If you have

super-involved parents who have poured a

lot of time and money into your sport, you

might feel pressure to please them. Above all

these sources, however, is . Some

of you expect perfection from yourselves

every time you’re out there―a super goal,

but one that’s guaranteed to stress you out

since no one is perfect.

43. 윗글의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5점)

① festive

② noisy

③ lively

④ boring

44.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점)

① silent

② romantic

③ delightful

④ tense

[45-46]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45.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7점)

① the task laid on you

② the challenge you face

③ the anxiety people generate

④ the pressure you put on yourself

4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점)

① 개인 종목 스포츠에 참여할 때 이기기 위해

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② 단체 종목에서는 어떤 스트레스도 받지 않을 

것이다.

③ 대학 대표팀 코치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

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④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 한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47.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

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점)

Advertisers are not alone in the use of this

tactic.

 ① (A) ② (B) ③ (C) ④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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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midst of the civil war in the Roman

Empire, one emperor, Vespasian, assumed

power. His hold on power was not secure,

and he had to think quickly about how to

gain acceptance from the people and bring

about stability to his rule. In this, he came

to understand that he could fascinate the

masses by providing them with sports

spectaculars. If he could supply them with

such enthusiastic events, they would perceive

it as a great achievement on his part. As

part of this effort, Vespasian, along with his

son, Titus, ordered a huge sports arena to be

built. At the time, it was called the Flavian

Amphitheater, but it would later be known

as the Colosseum.

There are some bees taking advantage of

the hard work of other bees. (A)These

thieving bees sneak into the nest of an

unsuspecting ‘normal’ bee (known as the

host), lay an egg near the pollen mass, and

then sneak back out. (B)When the egg of the

thief hatches, it kills the host’s offspring and

then eats the pollen meant for its victim.

(C)These bees are also referred to as cuckoo

bees, because they are similar to cuckoo

birds, which lay an egg in the nest of

another bird and leave it for that bird to

raise. (D)This is how bees co-exist with

other animals in ecosystem.

Each new idea in mathematics involves the

children in learning in three areas―linguistic,

conceptual and procedural. The children learn

in that order. This means that if the children

are unsure of the language of mathematics

they will not understand the concept and, as

a result, they definitely will not be able to

do anything with that concept. For example,

when learning about shape, words such as

quadrilateral and even triangle can be

difficult for some pupils. By linking those

words to something the children already

know such as tricycles or quad bikes, they

can have that link which will help children

move toward the next learning step.

48.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6점)

① the power of the Roman emperor

② the reason for building Colosseum

③ the positive effect of sports complex

④ the difficulty of ruling the empire

49.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것은? 

(6점)

① (A) ② (B) ③ (C) ④ (D)

50.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6점)

① 어린이들은 본 것을 그대로 모방한다.

② 어린이들은 수학을 단계적으로 배운다.

③ 수학적 사고는 어린이들의 언어발달에 도움

이 된다.

④ 다양한 일상적 경험이 어린이들의 학습에 토

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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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mary reason people degrade with

age is that they believe they will. Our

physical form is a manifestation of our

nonphysical self, and it does what we expect

it to do. If an authority figure like a scientist

or doctor tells people they will degrade

because they have reached a certain age,

then they are likely to believe it―and will do

just that. If you believe your body is

breaking down, you will cause it to break

down. It’s much like when a physician tells a

patient he has three months left to live and

the patient dies precisely three months later,

or when a witch doctor puts a curse on a

person and it works.

*witch doctor 주술사

A day after New Orleans thought it had

narrowly escaped the worst of Hurricane

Katrina, water broke two river banks on

Tuesday. The flood virtually submerged and

isolated the city, causing massive destruction

and making (A)it impossible to live there for

weeks to come. Across the region, rescue

workers were not even trying to gather up

and count the dead, officials said, but

(B)push them aside for the time being as

they tried to find the living. New Orleans is

below sea level, and the mayor estimated

that 80 percent of the city (C)was under

water. More than 10,000 people remained

(D)isolated in the Louisiana Superdome, a

huge football stadium, which was without

power and surrounded by three to four feet

of water.

If you wonder how things work and you

follow your curiosity, you never know where

the information you gather will lead you.

When my daughter Molly was little, one of

her favorite things was a paper-folding kit

and book. I was curious about it and found

myself unexplainably drawn to playing with

it―and years later, when I wanted to design

a wastebin with some cardboard, I realized

the art of paper-folding held the answer to

the burning question, “How do I fold this so

it’s nice and compact?” Not only that, I just

took a blacksmithing course for no other

reason than I was curious about it. Now I’m

wondering how I’ll use what I learned later

on!

51.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6점)

① 당장은 쓸모없어 보여도 호기심이 이끄는 대

로 해라.

② 호기심은 결과를 궁금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

다.    

③ 무엇인가를 배울 때 호기심의 근거를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하다.

④ 호기심을 따르는 것은 결과를 알 수 없으니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52.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점)

① (A) ② (B) ③ (C) ④ (D)

5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6점)

① 신체의 노화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② 전문가의 의견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

③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에서 생긴다.

④ 우리의 마음이 신체를 지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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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 counterargument should be presented

as respectfully as possible. (A) , you

must know how to disagree with others

politely. If you think someone’s idea won’t

work, it does no good to say “It’s stupid.”

This type of comment simply insults your

colleague. The goal of a meeting is not to

demonstrate your own intelligence by

one-upping on someone else. This just

creates hard feelings. The goal of each

meeting is to create a good working

atmosphere among the participants. By

working together you should be able to

increase each other’s effectiveness. It’s almost

impossible to work together, (B) , if a

meeting is being torn apart by serious

disagreements. These must be handled very

carefully.

Some people believe that the future of the

planet depends on the creation of new ways

of living.

(A) (B)

① That is however

② However therefore

③ For example in short

④ In other words in addition

In the first minutes of its existence, the

universe cooled at so rapid rate (A)which it

was impossible to manufacture elements

heavier or more complex than hydrogen,

helium, and (in minute amounts) lithium. In

the heat and chaos of the early universe,

nothing more complex could survive. From a

chemical point of view, the early universe

was very simple, far too simple (B)to create

complex objects such as our earth or the

living organisms that inhabit it. The first

stars and galaxies were (C)constructed from

little more than hydrogen and helium. But

they were a sign of our universe’s

astonishing capacity to build complex objects

from simple building blocks. Once created,

stars laid the foundations for even more

complex entities, including living organisms,

because in their fiery cores they practiced an

alchemy (D)that turned hydrogen and helium

into all the other elements.

54.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

장 적절한 것은? (6점)

(A) The urban homesteaders even collect

rainwater for washing. If there are any

essentials that they cannot make or grow, they

get them by trading with other homesteaders.

(B) These people belong to the urban

homesteaders movement. Urban homesteaders

live in the middle of large cities.

(C) However, they stay away from supermarkets,

malls, and gas stations. They grow fruit and

vegetables. They raise animals in their small

urban backyards. They make their own fuel to

power their cars and trucks.

① (B) - (A) - (C)

② (B) - (C) - (A)

③ (C) - (A) - (B)

④ (C) - (B) - (A)

55.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점)

[56-57]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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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 is probably the best example of

what I mean. When golfers step up to hit

a golf shot, they know that the closer to

the hole, the better the result. In fact,

amateurs will try to hit the ball as hard as

possible in order to go as far as possible.

They focus on the result of hitting the ball

a long way. When they do this, they often

mis-hit the ball or lose control. On the

other hand, professionals don’t think about

hitting the ball as far as possible; they

think about . They think

about the way they stand, the swing, the

rhythm, and their own routine.

Professionals don’t seek to hit the ball

hard; they try to hit it correctly. The irony

here is that they hit the ball a long way

and with great control.

In 1840, the famous German chemist Baron

Justus von Liebig, also perhaps the best

teacher of chemistry of his day, published a

book on organic chemistry. In the book, he

argued that plants do not feed directly on

humus, as was then generally believed, but

exist on simple, inorganic chemicals taken

directly from the air and soil. By analyzing

the chemical composition of plants he was

able to make a list of these substances, and

he showed that plant growth ceases if the

availability of just one essential nutrient falls

below a certain minimum, regardless of the

abundance of all other nutrients. In other

words, it is the availability of the (A)

nutrient, not the most (B) , that

determines success or failure for plants: if the

soil is deficient, say, in boron, no amount of

phosphorus will remedy the lack and

stimulate vigorous plant growth.

*humus 부식질(지표 및 땅속에 존재하는 생물 이

외의 유기물 총체)

**boron 붕소

***phosphorus 인(비금속 원소)

(A) (B)

① abundant rare

② scarcest abundant

③ chemical natural

④ mineral organic

56. 윗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6점)

①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풍부하다.

② 생물체가 만들어지면서 우주는 단순해졌다.

③ 우주는 생성 당시에는 단순했으나, 생물체를 

만드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④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복잡성을 

알아야 한다.

57. 윗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

은? (7점)

① (A) ② (B) ③ (C) ④ (D)

58.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은? (7점)

① achieving success

② trying various approaches

③ getting the process right

④ winning the game

59.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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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accurate, assumptions . For

example, seeing storm clouds in the sky may

prompt you to grab your umbrella, as you

assume you may need it even though it’s not

raining at the moment. Noticing an expired

date on your yogurt and assuming it’s no

longer edible may save you from having to

use one of your sick days. Imagine how

tedious it would be if you had to research

and check out every minute detail of your

day to make sure you had every piece of

information available. No one has that much

time! But as useful as assumptions are, they

can also get you into trouble. Not accurately

processing the information in your

environment or only seeing what you want

to see can lead to incorrect assumptions.

60.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은? (7점)

① face the miserable future

② make research more accurate

③ keep you safe and make your life easier

④ lead us to check out every detail of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