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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맨손으로 음식을 먹는 

인구가 약 4할, 나이프와 포크로 먹는 인구가 약 

3할, 젓가락을 사용하는 인구가 약 3할이라 한

다. 그러나 처음에는 어느 민족이나 모두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었다. 포크가 전 유럽에 보편화된 

것은 18세기에 이르러서였다. 16세기 사상가 몽

테뉴가 너무 급하게 먹다가 종종 손가락을 깨물

었다는 기록으로도 당시에 손가락이 사용되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손으로 음식을 먹

는 일이 서양보다 훨씬 일찍 사라졌다. 손 대신

에 숟가락을 쓰기 시작했고, 이어서 젓가락을 만

들어 숟가락과 함께 썼던 것이다. 그러다가 우리

나라 고려 후기를 즈음해서 중국과 일본에서는 

숟가락을 쓰지 않고 젓가락만 쓰기 시작했다. 선

조 때의 윤국형은 임진왜란 때 조선에 온 중국인

들이 상하를 막론하고 숟가락을 쓰지 않는 것을 

보고 기이하게 생각하였고, 일본에 다녀온 신숙

주도 일본에는 젓가락만 있고 숟가락이 없는 것

을 특별히 기록으로 남겨 놓았다.

우리는 지금도 숟가락을 밥상 위에 내려놓는 

것으로 식사를 마쳤음을 나타낼 정도로 숟가락은 

식사 자체를 의미하였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숟가락이 사라지지 않은 것은 음식에 물기가 많

고 또 언제나 밥상에 오르는 국이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우리의 국은 국물을 마시는 것도 있으나 

대개는 건더기가 많고 밥을 말아 먹는 국이다. 

특히 국밥은 애초부터 밥을 국에 말아 놓은 것인

데 이런 식생활 풍습은 전 세계에 유일한 것이라

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젓가락과 숟가락을 모두 

사용하여 식사를 하는 유일한 민족이 되었다.

국 어 

1. 다음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점)

① 우리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모두 사용하는 유

일한 민족이다.

② 포크는 16세기에 전 유럽에 보편화되었다.

③ 중국과 일본은 처음부터 젓가락만 사용하였다.

④ 오늘날의 사람들은 모두 음식을 먹을 때 도

구를 사용한다.

2.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6점)

사과를 깎아 둔 채 오래 두면 표면이 갈색으로 변

한다. 이러한 갈변 현상은 사과의 폴리페놀 성분과 

관련이 있다. 껍질을 벗긴 사과의 단면이 공기와 접

촉하면 폴리페놀 물질들이 산소와 닿게 되고, 폴리

페놀 산화 효소의 도움을 받아 갈색 물질로 변하는 

것이다. 폴리페놀 산화 효소는 pH 5.5~7의 약산성 

환경과 철이나 구리 금속에 의하여 더 활성화되고, 

염소 이온에 의하여 억제된다. 갈변 현상은 폴리페

놀, 폴리페놀 산화 효소, 산소가 모두 갖추어져 있

을 경우에만 일어난다. 갈변은 식품 외관을 손상시

키고 향을 나쁘게 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필수 

아미노산을 영양상 무효로 만들거나 감소하게 하므

로 막아야한다. 갈변 방지 방법에는 먼저, 사과를 

식초에 담가 pH 농도를 떨어뜨려 효소의 활성화를 

줄여 주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또한 사과를 

소금물에 담가 염소 이온을 통해 폴리페놀 산화 효

소의 활성을 억제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 외에도 사

과 표면에 비타민C를 많이 함유한 레몬즙을 바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① 폴리페놀 산화 효소의 작용은 pH의 영향을 

받는다.

② 사과의 단면이 갈색으로 변해도 영양소 손실

은 전혀 없다.

③ 염소이온, 철이나 구리금속은 갈변을 촉진한다.

④ 폴리페놀은 화학적 연쇄 반응의 촉매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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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평소 책을 많이 읽

으시나요? 최근 교육과정이나 대학 입시에서 독

서가 강조되면서 지속적이면서도 올바른 독서 습

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지

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독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왜 어려운가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조사해보았더니 가장 많은 답변

은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

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교과목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독서를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적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이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독

서 계획을 세운 후, 계획에 맞춰서 독서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재 독서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읽을 수 있는 책의 양에 맞게 계획을 세워

야만 계획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리한 계획은 

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독

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독

서 습관 기르기의 첫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책 선정입니다. 좋은 책

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해도 자신의 관심이나 수준과 맞

지 않는 책을 읽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독

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책과 친해지는 것이 

중요한데, 무턱대고 어려운 책을 읽는 것은 오히

려 책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책과 친해지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관심사와 맞는 책

을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다 흥미를 가

지고 독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충

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난이도의 책을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책과 가까워지고 나서 독서 

영역을 점차 확장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활용하여 여기 계신 모

든 분들이 좋은 독서 습관을 가지고 즐거운 독서

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 ㉠~㉣ 중 글의 주제와 관련된 개요에서 적

절하지 않은 것은? (5점)

주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서론: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실태

본론:

 1.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점

 2.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해결을 위한 방안

  (1) 사회의 역할 

   -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캠페인 

………… ㉠

   - 효과적인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

그램 개발 ………… ㉡

  (2) 관련 업계의 역할

   -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 ………… ㉢

   -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 조

치 

  (3) 개인의 역할

   -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 자가 진단 및 

반성 ………… ㉣

결론: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해결 방안 촉구

① ㉠     ② ㉡     ③ ㉢     ④ ㉣

4. 다음 발표를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점)

① 적절한 비유를 통해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②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발표 내용을 뒷받침

하고 있다.

③ 사전에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④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활용하여 청중의 집

중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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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를 참고할 때 (나)의 밑줄 친 부분을 분

류한 것으로 옳은 것은?  (5점)

(가)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의 언어 단위이다. 형

태소는 문장 안에서의 자립 여부에 따라 혼자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와 다른 말에 의존해서 

쓰이는 의존 형태소로 나누어지고, 의미에 따라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실질 형태소와 문

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로 나누어진다.  

(나) 

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렸을 때 친구를 만났어.

 ㉠    ㉡    ㉢    ㉣         ㉤     ㉥  

① 자립 형태소: ㉠, ㉢, ㉣, ㉤

② 의존 형태소: ㉡, ㉣, ㉤

③ 실질 형태소: ㉠, ㉢, ㉣, ㉥

④ 형식 형태소: ㉡, ㉥

6. 다음의 ㉠~㉣ 해당하는 예로 바른 것은? (5점) 

단어

불변어

㉠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 수식언
관형사

부사

독립언 감탄사

㉢ 관계언 조사

가변어 ㉣ 용언
동사

형용사

 

* 단어의 분류(품사)

① ㉠ : 나는 사과 한 개를 먹었다. 

② ㉡ : 그의 집은 강 건너에 있다.   

③ ㉢ : 오늘은 공부를 할 만하다.

④ ㉣ : 나는 방을 예쁘게 꾸몄다. 

7. <보기>를 참고하여, ‘보내다’가 요구하는 문

장 성분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5점)

<보기>

㉠ 그는 방학이면 아이를 시골에 보냈다.

㉡ 그는 마지못해 사랑하는 여인을 보냈다.

㉢ 그 노인은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 관중들은 선수들에게 열렬한 응원을 보냈다.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그런데 형태

가 동일한 서술어라도 의미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는 다를 수 있다. 예

를 들어, ‘보내다’는 ㉠~㉣에서와 같이 의미에 

따라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는 달라진다.

① ㉠의 ‘보내다’는 ‘시간이나 세월을 지나가게 

하다’의 의미로 쓰여 한 자리 서술어이다.

② ㉡의 ‘보내다’는 ‘어떤 대상을 놓아주어 떠나

게하다’의 의미로 쓰여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③ ㉢의 ‘보내다’는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다른 

곳으로 가게하다’의 의미로 쓰여 세 자리 서

술어이다.

④ ㉣의 ‘보내다’는 ‘상대편에게 자신의 마음가

짐을 느끼어 알도록 표현하다’의 의미로 쓰

여 네 자리 서술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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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줄거리] 일찍 부모를 잃고 장가를 들지 못

한 채 외로이 살아가던 양생은 어느 날 만복사 불당에

서 부처님과 저포 놀이를 하여 이긴 후, 부처님께 좋은 

배필을 점지해 달라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난

다.

이때 만복사는 이미 퇴락하여 승려들은 한쪽 

구석진 골방으로 옮겨 가 있었고, 법당 앞에는 

행랑만이 쓸쓸히 남아 있었으며, 행랑이 끝난 곳

에 좁다란 방이 하나 있었다. 양생은 여인에게 

그곳으로 들어가자고 눈짓을 하였다. 여인도 별

로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는 양생의 뒤를 따라 들

어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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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씨가 가신 곳이 없어 허둥지둥 찾아 이곳까지 오

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말했다.

“응, 오늘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구나. 

높으신 하느님과 자비하신 부처님께서 점지해 주

신 덕에 고운 임을 맞이하여 (     ㉠     )의 

가약을 맺게 되었다. 미처 알리지 못한 것은 예

도에 어그러지나 꽃다운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평

생의 기쁨이니, 의아하게 생각지 말고 빨리 돌아

가 주연을 갖추어 오너라.” 

시녀가 지시를 받고 물러간 지 얼마 안 되어 

돌아와 뜰에서 잔치를 베푸니, 밤은 벌써 사경

(四更)*이 가까웠다. 양생이 가만히 살펴보니 탁

상에 놓인 기명(器皿)*은 희맑고 무늬가 없으며 

술잔에서는 이상한 향기가 풍기는데, 아무리 생

각해도 인간의 솜씨가 아니었다. 그는 속으로 괴

이하게 여겼으나, 여인의 말씨와 웃음이 맑고 얼

굴과 몸가짐이 매우 얌전하여 ‘이는 아마도 어

느 귀족 집 아가씨가 한때의 정서를 걷잡지 못하

여 황혼의 가약을 찾아온 것이겠지.’라고 생각

하고는 마음을 진정하였다. 

                   (중략)

어느 날 갑자기 여인은 양생에게 말했다.

“당신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곳의 사흘은 인간

의 3년과 같습니다. 가연을 맺은 지가 잠깐인 듯

하오나 오래되었사오니, 너무 서운하긴 하나 당

신은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셔서 옛날의 살림을 

돌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사경 :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기명 : 살림살이에 쓰이는 그릇을 통틀어 이르는 말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8-9]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검(書劒)을 못 일우고 쓸  업쓴 몸이 되야

오십(五十) 춘광(春光)을 옴 업씨 지연져

두어라 언의 곳 청산(靑山)이야 날  이 잇시랴.

- 김천택

8. 위 글에서 사용된 시어를 이해한 것으로 적

절하지 않은 것은?  (6점)

① ‘서검’은 입신양명(立身揚名)과 관련된 것이다. 

② ‘오십 춘광’은 화자의 내적 고뇌와 연관된다. 

③ ‘청산(靑山)’은 ‘서검’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④ ‘ ’은 현대어로 ‘꺼릴 줄’로 해석할 수 있

다. 

9. 다음 중 위 글의 자연관과 가장 가까운 것

은? (7점)

①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의 삶을 벗어난 자연 

속에서 위안을 찾으려 한다.

② 단순히 위안 받는 곳 이상의 완전한 낭만적 

공간으로 자연을 인식하고 있다.

③ 학문적 성취를 보여주는데 상당히 활용되고 

있다.

④ 자연이 주는 교훈적인 효과에 주목하여 삶의 

깨달음을 주려고 한다.

[10-11]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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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시상이 응축된 부분으로, 마치 천지가 새로 열리

는 것처럼 산뜻하고 새로운 아침의 분위기를 표

현하였다.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은? (7점)

① 전기적(傳奇的)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

②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

③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서술하

고 있다. 

④ 서술자가 개입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

하고 있다. 

11.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점)

① 결초보은(結草報恩)

② 백년해로(百年偕老)

③ 살신성인(殺身成仁)

④ 일장춘몽(一場春夢)

[12-13]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物象)을 돌려 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地上)의 잔치에

㉠금(金)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開闢)을 한다.

- 박남수,‘아침 이미지1’

12. 다음 중 ㉠과 같은 이미지로 표현되지 않

은 것은? (7점)

① 금빛 게으른 울음

② 흔들리는 종소리의 동그라미 속에서

③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④ 구름은 보랏빛 색지 위에 마구 칠한 한 다발 

장미

13.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시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6점)

①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 낳고, 꽃을 낳는다.

② 아침이면, /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려 주지만

③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 노동의 시간을 즐

기고 있다.

④ 아침이면, / 세상은 개벽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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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서 거리로 나왔다. 적막한 거리에는 찬바람

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몹시 춥군요.”라고 사내는 우리를 염려한다

는 음성으로 말했다.

“추운데요. 빨리 여관으로 갑시다.”

안이 말했다.

“방을 한 사람씩 따로 잡을까요?” 

여관에 들어갔을 때 안이 우리에게 말했다.

“그게 좋겠지요?”

“모두 한방에 드는 게 좋겠지요.”

라고 나는 아저씨를 생각해서 말했다.

아저씨는 그저 우리 처분만 바란다는 듯한 태

도로 또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다는 태도로 멍하니 서 있었다. 여관에 들어

서자 우리는 모든 프로가 끝나 버린 극장에서 나

오는 때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북스럽기만 

했다. 여관에 비한다면 거리가 우리에게는 더 좁

았던 셈이었다. 벽으로 나누어진 방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었다.

“모두 같은 방에 들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

요?”내가 다시 말했다.

“난 지금 아주 피곤합니다.” 안이 말했다.

“방은 각각 하나씩 차지하고 자기로 하지요.”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라고 아저씨가 중얼

거렸다.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안이 말

했다.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서 사환이 지적해 준, 

나란히 붙은 방 세 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

다.

“화투라도 사다가 놉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지만,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두 분이

나 하세요.”

라고 안은 말하고 나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사환이 가져다 놓

은 자리끼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썼다. 나

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14-15]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 위 작품의 ‘사내’를 대하는 ‘나’의 모습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7점)

①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로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

②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도움의 방법을 몰라 

고민하고 있다.

③ 냉정한 듯하면서도 온정적인 모습을 통해 대

상을 걱정하고 있다.

④ 마치 자신의 일처럼 애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5. 다음 중 위 작품의 특징을 파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6점)

① 설명을 중심으로 인물의 행위를 제시한다.

② 전쟁의 비극적인 상황을 그려내어 현대인의 

정신적 상처를 표현한다.

③ 도시 속의 익명적인 인간관계와 그로 인한 

소외를 냉정하게 그려 낸다.

④ 자신밖에 모르는 인물을 통해 현대인이 물질

적 가치를 중시함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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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은 궁극적으로 성인(聖人)이 되기 위한 학

문, 즉 성학(聖學)이며, 성인이 된다는 것은 도

덕적인 측면에서 이상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유학에서는 수양론이 중요

하게 여겨졌다.

율곡은 저서를 통해 유학에 입문하는 후학들에

게 수양론을 제시하여 학문과 인생의 방향을 잡

아 주고자 하였다. 그가 수양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궁리(窮理)’와 ‘거경(居敬)’이다. 율

곡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기질의 제약을 

받는다고 보고, 수양은 이러한 기질의 제약을 떨

쳐 내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기질

을 변화시키는 것 혹은 기질을 바로잡는 것을 

‘교기질론(矯氣質論)’이라고 표현하였다. 기질

에 얽매임으로써 마음이 겪는 장애로 ‘지혼〔智

昏, 지적인 어두움〕’과 ‘부념〔浮念, 뜬 생

각〕’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바

로 궁리와 거경이다. 

궁리는, 만물의 본질적 존재로서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이(理)’를 살피는 것으로, 이를 통

해 지적인 어두움을 극복할 수 있다. 율곡은 궁

리를 크게 2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1단계는 

일상에서 이치를 살피고 분별하고 자세히 보는 

단계이며, 2단계는 독서로써 명확히 알고 옛일로

써 증명하는 단계이다. 이는 일상에서 이치를 찾

는 것이 궁리의 출발이며, 성현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통해 이것이 ‘이’에 합치하는가를 검증

하는 것이 그 후속 단계임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진리 판정의 기준이 되는 경전은 이미 확립된 권

위를 갖기 때문에, 율곡의 궁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바로 독서가 된다. 

거경은 한 가지에 몰두하여 마음의 장애 중에

서 부념을 없앰으로써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덕성을 함양하는 것을 말한다. 율곡은 이 부념을 

없애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하면서 이를 없애

지 못하면 생각이 들끓게 되어 결국 마음이 어지

러워진다고 하였다. 사람은 현실에서 다양한 사

태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정서를 만들어 내는데, 

유학에서는 이러한 정서가 나타나기 전의 순수한 

상태를 미발(未發)이라고 한다. 율곡은 부념을 

없애면 미발의 상태를 체득할 수 있다고 보았다.

16. 다음 글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6점)

① 궁리를 통해서는 지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나

기 어렵다. 

② 성현의 말씀을 담긴 경전을 찾는 것은 궁리

의 출발이다.  

③ 궁리에서 이치를 자세히 살피는 것만큼 중요

한 것은 없다. 

④ 부념을 없애면 마음이 안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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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는 생명이 없는 유기물 및 미네랄 성분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는 세포를 포함

하는, 역동적으로 살아 있는 조직이다. 뼈가 역

동적으로 살아 있는 조직이라는 것은 아동기에 

성장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골절 후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고 뼈에 가해지는 힘에 반

응하여 구조를 적응시킬 수 있다는 사실로도 분

명히 드러난다. 뼈의 이러한 변화를 재형성이라

고 한다.

뼈의 재형성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골

모 세포와 파골 세포라는 이동성 세포이다. 이들

은 둘 다 뼈조직의 외부 표면과 골수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골모 세포는 뼈조직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 과정을 뼈의 침착이라고 한다. 파골 

세포는 뼈조직을 분해하는 일을 하는데, 이 과정

을 흡수라고 한다. 골모 세포의 활동이 파골 세

포의 활동보다 왕성할 때, 즉 침착이 흡수를 초

과할 때 뼈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골모 세포는 유골을 저장하여 뼈의 침착을 시

작하게 한다. 그리고 이어서 석회화라고 하는 인

산 칼슘의 침착 과정이 이루어진다. 뼈 형성 과

정에서 골모 세포는 골세포라고 하는 다른 형태

의 세포로 전환된다. 골세포는 골모 세포와는 달

리 더 이상 능동적으로 새로운 뼈조직을 저장하

지는 않는다. 골세포는 골세관이라고 하는 뼈조

직 내의 통로를 통해 뻗어 있는 긴 필라멘트 모

양의 돌기가 있어서 다른 뼈세포와 구별되는데, 

이 통로를 통해 다른 세포들과 다양한 물질을 교

환한다. 파골 세포는 침착 과정에서 형성된 인산 

칼슘 결정을 용해시키는 산을 분비하고 유골을 

분해하는 효소를 분비하여 뼈조직의 흡수 작용을 

한다. 뼈 흡수의 결과 용해된 칼슘과 인산이 혈

류 속으로 방출된다.

키의 성장은 긴뼈의 성장으로 이루어지므로, 

뼈의 침착은 키가 크는 데도 필요하다. 일반적으

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긴뼈의 모양은 거의 원통형

의 긴 축을 중심으로 양쪽 끝에 둥근 모양의 골

단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성장하는 어린이의 

뼈에서 골단판이라는 얇은 층의 조직이 골단과 

축을 분리하는데, 이 조직은 유골과 비슷한 연조

직 물질인 연골로 되어 있다.

성장기에는 뼈의 축 양쪽 끝에 새로운 골조직

이 추가되면서 뼈의 길이가 늘어난다. 이 과정은 

골단판에 있는 연골 세포의 활동으로부터 시작된

다. 이 세포는 뼈가 아니라 연골을 생성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골모 세포와 비슷하다. 성장 호르

몬의 영향 하에 연골 세포는 크기와 수가 늘어나 

연골층을 형성하여 골단판이 더 넓어지도록 한

다. 새로운 연골이 생성되면서 축 근처의 연골 

세포는 죽고 가까이에 있는 골조직의 골모 세포

가 이들을 대체한 후 연골을 뼈로 전환하기 시작

한다. 이런 방법으로 새로운 뼈가 뼈의 축 끝부

분에 추가된다.

17.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6점)

① 긴 뼈의 구조

② 성장이 중단되는 원리

③ 골단판 폐쇄의 과정과 결과

④ 뼈의 형성을 위한 칼슘 섭취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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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심리학은 A.아들러가 직접 창안하고 이름 

붙인 심리학의 한 분야이다.

프로이트는 사회적 관계보다 본능적인 욕구가, 

아들러는 본능적인 욕구보다 사회적 관계가 인간

의 성격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특히 아들러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성격 형성

에 열등감이 큰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아들러는 

인간은 누구나 뛰어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구, 

즉 우월감을 갖고 싶어 한다고 여겼다. 열등감은 

우월감을 갖고 싶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병적

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인 심리라고 생각하였다.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이들에게 뒤처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들

보다 더 우월해 보이고 싶어 하며, 이때의 열등

감은,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감을 갖기 위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가 구체화되는 것

을 돕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열등

감을 극복하여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의 움직

임이 인간을 행동하게 만드는 추진력인데, 아들

러는 이를 ‘권력에의 의지’라고 하였다. 따라

서 아들러는 우월감에 대한 욕구가 인간을 움직

이는 최대의 동기라고 보았다.

프로이트가 신경증의 원인으로서 성 충동을 중

시한 데 반해서 아들러는 자아의 욕구나 성격 경

향이 신경증을 낳는다고 주장한 최초의 인물이었

다. 다시 말하자면, 프로이트는 성 충동이, 억제

된 과거의 경험이 어떤 사람을 규정한다고 여긴 

반면, 아들러는 어떤 사람이 과거의 경험을 어떻

게 해석하고, 어떤 목적을 갖느냐에 따라 그의 

모습과 미래가 변화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아들러는 인간은 누구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자기 긍정을 위해

서는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런

데 만일 보상될 수 없는 열등감이나 과도하게 보

상된 열등감이 있으면 인격의 왜곡이 생기는데, 

열등감에 대한 과다 보상의 예로 뛰어난 업적, 

반사회적 행동 등을 들었다. 열등감에 대한 과다 

보상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예로 뛰어난 

업적을,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예로 반사회적 행

동을 든 것이다. 아들러는 열등감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의 생활양식이 형성되

어 가므로 그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

정하기 위한 재교육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처럼 아들러는 인간이 과거의 경험에 얽매여 

있다는 원인론적, 결정론적 이론을 비판하였다. 

경험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그 경험을 해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니

게 되는 목적이라면서 목적론적, 비결정론적 이

론을 주장한 것이다. 이는 인간은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특히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회

적 연대, 공동체 의식, 개인의 용기와 노력이 결

합함으로써 우리의 미래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아들러는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극복할 

용기를 가지면 변모할 수 있다고 설파한 것이다.

18. 다음 글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7점)

① 프로이트는 인간을 움직이는 최대의 동기는 

문제를 직면하고 극복할 용기라고 했다.

② 아들러는 열등감에 대한 과다 보상의 예로 

뛰어난 업적과 반사회적 행동을 들었다.

③ 프로이트는 과거의 경험이, 아들러는 현재의 

경험이 어떤 사람을 규정한다고 믿었다.

④ 인격형성에 대해 프로이트는 목적론적 이론

을, 아들러는 비결정론적 이론을 지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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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겔 전기영동법은 DNA나 RNA, 단백질과 같은 큰 

분자들을 전기적인 힘으로 이동시켜 분자들을 크

기에 따라 서로 분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여기

서 겔이란 콜로이드 용액*이 일정한 농도 이상으

로 진해져서 튼튼한 그물 조직이 형성되어 굳어진 

것을 일컬으며, 전기영동이란 ‘전기장 안에서 전

하를 띤 입자가 양극 또는 음극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겔 전기영동법에서는 겔 판 위에 시료를 올려놓

고 양단에 전압을 걸어 준다. 전압에 의해 겔 판

에 전기장이 만들어지면 시료의 입자 중에서 전하

를 띤 입자는 전극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구조

나 크기 등 입자의 성질에 따라서 겔을 통과하여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진다. 작은 분자는 겔을 통

해 큰 분자에 비해 더 빨리, 더 멀리 이동할 수 

있다. 겔 전기영동법을 이용해 DNA나 RNA를 분리

할 때는 주로 아가로스*라는 겔을 많이 이용한다.

전기영동법에서는 다양한 길이의 DNA 조각들을 

길이에 따라 분리해 낼 수 있다. DNA는 음전하를 

띠므로 겔의 양 끝에 전압을 걸어 전기장을 형성

배가 지나가면 배가 나아가는 방향과 일정한 

각도를 이루는 직선 두 개가 화살(원뿔) 모양의 

물결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선수파

(bow wave)라고 한다. 선수파는 수면파의 속도

보다 배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물질이나 상황에서도 일어

날 수 있다. 빛은 진공 속을 통과할 때 가장 빠

르지만 빛이 유리 속을 통과할 때의 속도는 진공 

속의 빛의 속도에 비해 2/3 정도로 느리다. 그리

고 어떤 입자는 진공 속의 빛의 속도보다는 느리

지만 유리 속의 빛의 속도보다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유리 속을 향하여 전자와 같은 

대전입자를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발

사한 경우, 이 입자는 앞서 언급했던 것과 마찬

가지로 입자를 꼭짓점으로 하는 원뿔형 광파를 

만들어 낸다. 이때 원뿔의 꼭지각을 측정하면 유

리 속을 진행하는 대전 입자의 속도를 알 수 있

다. 꼭지각은 유리 속에 나타나는 원뿔형 광파의 

진행 방향을 측정하여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한 광파, 즉 빛은 최초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체렌코프 복사’라고 한다.

이와 같은 체렌코프 복사를 흔히 관찰할 수 있

는 사례로는 원자로에서 사용된 핵 연료봉을 보

관하고 있는 수조에서 나타나는 파란색 빛을 들 

수 있다. 원자로에서 사용된 핵 연료봉에서는 핵

분열로 인해 고에너지전자가 방출되는데, 물속에

서 이 전자는 빛의 속도보다 빨리 움직이면서 물

속의 전기장에 미세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그

리고 이러한 전기장의 변화가 전자기파의 일종인 

빛을 발생시키는데, 이때 전자는 빛을 내면서 점

점 에너지를 잃게 된다. 특히 이 빛, 즉 체렌코

프 복사는 방출되는 전자의 속도가 빠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방출된 전자의 속도와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비례하기 때문이다. 체렌

코프 복사는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모두 포함하

지만 파란색 이외의 가시광선들은 대부분 물속에

서 흡수되는 반면, 파란색 빛은 흡수되지 않고 

산란을 일으킨다. 그 결과 바다가 파란색으로 보

이는 것과 같이 수조의 물도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다.

19.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6점)

① 수면파는 선수파의 속도보다 배의 속도가 빠

르기 때문에 나타난다.

② 물 속에 잠긴 핵 연료봉에서 방출된 전자의 

움직임은 물 속에서의 빛의 속도보다 느리다.

③ 진공 속의 빛의 속도보다는 느리지만 유리 

속의 빛의 속도보다는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

가 있다.

④ 바다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파란색을 포

함한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 대부분 물속에서 

흡수되기 때문이다. 

20.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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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DNA 조각은 양극을 향해 움직이게 되는데, 

작은 DNA 조각은 긴 DNA 조각보다 겔을 빠르게 통

과하므로 서로 다른 크기의 분자들은 겔 상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띠 모양으로 모이게 된다. 이때 

비교 기준이 되도록 이미 크기를 알고 있는 분자

들과 다른 분자들을 함께 전기영동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비교 기준이 되는 분자들이 만든 띠와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하여 각각의 띠를 이루고 있

는 분자들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겔로 사용하는 아가로스는 해초로부터 추출되는 

물질로서 선형 중합체의 형태를 띤다. 아가로스 

겔을 적당한 환충 용액에 녹여서 원하는 크기의 

틀에 부으면, 겔이 굳은 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밀도는 아가로스의 농도에 따라 정해진다. 동일한 

전기장 내에서 DNA 조각은 아가로스의 농도에 따

라 속도가 달라지는데, 아가로스의 농도가 높을수

록 DNA 조각은 느리게 이동한다. 이것이 아가로스 

겔이 DNA 조각을 분리할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길이가 같은 DNA 조각이더라도 DNA 조

각의 모양에 따라 아가로스 겔 상에서 다른 속도

를 보인다. 그리고 전기장에서의 이동성은 전기영

동 환충 용액의 이온 강도(농도)와 조성의 영향을 

받는다. 이온 강도가 낮아지면 DNA 조각의 이동이 

느려지고, 이온 강도가 너무 높아지면 열이 발생

하여 심한 경우 겔이 녹거나 DNA 조각의 원래 구

조가 변하게 된다. 또한 부하되는 전압이 높을수

록 DNA 조각의 이동 속도가 빠르게 나타난다. 

겔 전기영동법에서 아가로스의 농도가 높아질수

록 아가로스 겔의 그물 구조는 더 촘촘해진다. 큰 

DNA 조각에 비해 작은 DNA 조각은 아가로스가 좀 

더 촘촘해야 분리될 수 있다. 아가로스 겔은 실들

이 얽혀 있는 형태의 그물 구조를 가지며, 체와 

같은 역할을 한다. 다양한 DNA 조각이 포함된 시

료를 음전극 쪽에 넣으면 전기영동 현상에 따라 

DNA 조각은 양전극 쪽으로 이동한다. 이때 DNA 조

각의 길이가 짧을수록 양전극에 가까운 위치에서 

검출된다. 전기영동 분자량 결정을 비롯하여 등전

점*이나 순도 결정, 각 성분의 정량, 정제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단백질이나 핵산의 주된 분리 

분석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콜로이드 용액 : 콜로이드 입자가 액체 속에서 풀려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용액.

*아가로스 : 겔화 성향이 센 중성 다당류의 하나.

*등전점 : 양성 전해질 용액에서 동일한 원소가 염기와 산으로 

해리된 경우에, 두 전리도가 같아지는 때의 수소 이

온 농도의 수치.  

① 전기영동법은 전기장 안에서 전하를 띤 입자

가 양극 또는 음극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이용하여 분자들을 분리하는 기술이다. 

② 아가로스 겔은 실들이 서로 얽혀 있는 형태

의 그물 구조를 갖고 있다. 

③ 부하되는 전압이 높을수록 DNA 분자의 이동

속도는 빠르게 나타난다. 

④ 전기영동법을 하면 DNA 조작은 전기장의 음

극을 향해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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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면은 여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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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 때, 

       의 값은? (5점)

①      ②      ③      ④ 

22. 이차방정식     의 두 근을    

    라고 할 때, 





의 값은? (5점)

① 


    ② 


    ③  


   ④ 



23. 연립부등식
  ≤ 

 ≤ ≤ 
을 만족하는 

정수 의 개수는? (단, 는 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이다.) (5점)

①       ②       ③       ④ 

24. 아래의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OABC가 있

다. 변 AB 위에 A, B가 아닌 한 점 D를 잡

고 직선 CD를 그을 때, 삼각형 BCD 의 넓이

의 5배가 사다리꼴 OADC의 넓이와 같아졌

다. 이때, 직선 CD 의 기울기는? (6점)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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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집합      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의 부분집합 

의 개수는? (6점)

 (가) 집합 의 원소의 개수는 이다.

 (나) 집합 의 원소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곱은 홀수이다.

①       ②       ③       ④ 

26. 모든 실수 에 대하여 

      


 


 을 만족하는 함

수   에 대하여       그래프의 

점근선이        일 때,  의 값

은? (7점)

①      ②      ③      ④ 

 

27. 함수  


의 그래프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이다. 의 값은? 

(5점)

①       ②       ③       ④ 

28. 수열 에 대하여 




   이   

  고,   일 때, 의 값은? (단,  

 는 상수이다.) (6점)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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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log  가 정의 되도록 하

는 정수 의 개수는? (6점)

①       ②       ③       ④  

30. 두 실수 , 에 대하여

    lim
→∞


   
일 때, 

    의 값은? (6점)

①       ②       ③       ④  

31. 등비수열 에 대하여   이고 




∞

 일 때, 


∞

 


∞


 의 값

은? (6점)

①      ②      ③      ④ 

32. 다항함수 가

     lim
→







  , lim
→  
 


 

     

     를 만족시킬 때,  의 값은? (7점)

① 4      ② 6      ③ 8      ④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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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함수        에 대하

여 lim
→


    
의 

값은? (6점)

①       ②       ③       ④ 

34. 함수     의 극댓값을 , 

    극솟값을 이라 하자. 의 값은? 

(6점)

①       ②       ③       ④ 

35. 아래 그림과 같이 곡선   
과 직

선    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 

곡선   
과 직선    및 직선 

   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라고 

할 때,    이기 위한 양수  의 값

은? (단,  는  보다 작은 양수) (7점)

① 


      ② 


      ③       ④ 



       

36. 남학생  명, 여학생  명으로 이루어진 

모임을  명씩 두 팀으로 나누려고 한다. 

각 팀이 적어도  명의 여학생을 포함하도

록 나누는 경우의 수는? (6점)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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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표준정규분포표>

37. 9개의 문자          

를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를  개만 이

웃하도록 하는 경우의 수는? (단, 같은 문

자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5점)

①     ②     ③     ④ 

38. 부터 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개

의 구슬이 담겨있는 주머니가 있다. A B가 

이 주머니를 이용해 다음과 같은 규칙의 게

임을 한다. 

   

(가) A가 먼저 주머니의 개의 구슬 중 

개의 구슬을 꺼내어 갖고 B는 남은   

개의 구슬을 꺼내어 가진다.

(나) 각자 가지고 있는 구슬에 적혀있는 

자연수의 합이 큰 사람이 게임에서 

이긴다

   규칙대로 세 번의 게임을 하였을 때, A가   

   세 번 중 한 번만 이길 확률은? (단, 한 번  

   의 게임이 끝나면 다시 꺼낸 개의 구       

   슬을 모두 주머니에 넣는다.) (7점)

① 


   ② 


   ③ 


   ④ 



39. 두 사건   에 대하여

   P   


 P ∪ 


 P ∩ 



    일 때, P   의 값은 


이다. 의 

값은? (단,  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6점)

①      ②      ③      ④ 

40. 어느 병원 응급실

을 찾는 환자들의 

진료대기시간은 평

균 분, 표준편차 

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명을 임의로 선

택하였을 때, 이들의 진료대기시간의 평균

이 분 이상 분 이하일 확률을 위의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7점)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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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면은 여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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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seems to interfere with

achievement primarily because it is stressful.

The anxiety that arises from the possibility

of losing interferes with performance. Even if

this anxiety can be suppressed, it is difficult

to do two things at the same time: trying to

do well and trying to beat others.

Competition can easily distract attention from

the task at hand. Consider a teacher asking

her pupils a question. A little boy waves his

arm wildly to attract her attention, crying,

“Please! Please! Pick me!” Finally recognized,

he has forgotten the answer. So he scratches

his head, asking, “What was the question

again?” The problem is that he has focused

on beating his classmates, not on the subject

matter.

The same gestures or customs can have

different meanings from culture to culture.

Unlike in most Western countries, kissing in

public is not allowed in India and Indonesia.

Holding hands among men is acceptable in

Middle Eastern countries, but it is done only

between men and women in parts of North

America. The meaning of shaking and

nodding is also confusing in some countries.

In Bulgaria, shaking one’s head means yes

and nodding means no, while in Greece,

tipping one’s head back means no, and

dropping the chin means yes. Finally, spitting

on people is regarded as a blessing by the

Masai, but, on the other hand, in most

cultures, it is a sign of .

Ohio State University football coach

Woody Hayes once visited the troops in

Vietnam to raise their morale. After finding

out that an Ohio soldier was on guard duty

in an unsafe zone, Mr. Hayes insisted that a

helicopter take him to the soldier, where he

attempted to autograph a photograph for the

soldier, but discovered that his only pen was

out of ink. He told the soldier, “Come see

me when you get home and I’ll finish

signing the picture.” Three years later, when

he went to Mr. Hayes’ office, the coach

wasn’t there, but the ex-soldier did leave his

telephone number. After attending classes, he

went home and found Mr. Hayes waiting for

him. Mr. Hayes finished signing the

photograph.

영 어

41. 다음 글에서 Ohio soldier의 심경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5점)

① angry

② hateful

③ touched

④ relieved

42.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은? (5점)

⇩
Competition performance in

several ways.

① develops

② hinders

③ attracts

④ increases

43.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

한 것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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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pollution has many causes and effects.

Air pollution is caused mainly by burning

fossil fuels, which are used for heating,

transportation, electricity, and other uses.

( A ), air pollution is caused by natural

sources such as dust from no vegetation,

smoke, and volcanic activities. As a result,

there are several harmful effects. First,

pollutants in the air make it hard for people

to breathe. Second, when it rains, the

chemicals in the air cause acid rain. ( B ), it

is necessary for us to try to reduce the use

of fossil fuels. Turning down your heat,

using public transportation, and saving

electricity are good ways to help.

Your parents may be afraid that you will

not spend your allowance wisely. You may

make some foolish spending choices, but if

you do, the decision to do so is your own

and hopefully you will learn from your

mistakes. Much of learning occurs through

. Explain to

your parents that money is something you

will have to deal with for the rest of your

life. It is better that you make your mistakes

early on rather than later in life. Explain that

you will have a family someday and you

need to know how to manage your money.

Not everything is taught at school!

① honor

② conscience

③ disrespect

④ cooperation

44.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

한 것은? (5점)

① trial and error

② wise spending choices

③ discipline from parents

④ planning one’s expenditure

[45-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5. 빈칸 ( A )와 ( B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점)

(A) (B)

① In addition However

② Moreover Therefore

③ However That is

④ Furthermore In other words

46.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언급되

지 않은 것은? (5점)

① 난방 줄이기  

② 대중교통 이용하기  

③ 절전하기 

④ 청정 연료로 교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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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ook Bat 21 tells the story of an Air

Force navigator whose plane was shot down

over North Vietnam during the Vietnam War.

After the crash, the navigator spent several

days hiding in the jungle, narrowly avoiding

capture. He finally made radio contact with

the U.S. forces, but he knew that the North

Vietnamese were monitoring the radio.

Finally, the Americans came up with a

strategy. They used the knowledge of golf

courses to direct him to a safe pick-up spot.

The Vietnamese could hear every word and

still not know what they were talking about.

By reminding the navigator of a certain hole

at a specific golf course, they clued him

into what direction and how far to go.

For a long time researchers thought wolf’s

pack size was regulated by available food

resources. Wolves typically feed on animals

such as elk and moose, both of which are

bigger than an individual wolf. Successful

hunting such large animals usually takes

more than one wolf, so it makes sense to

suppose that wolf packs evolved because of

the size of wolves’ food. However, longterm

research by David Mech shows that pack

size in wolves is regulated by social and not

food-related factors. Mech discovered that

the number of wolves who can live together

in a coordinated pack is governed by the

number of wolves with whom individuals can

closely bond balanced against the number of

individuals from whom an individual can

tolerate competition. Packs and their codes of

conduct break down when there are too

many wolves.

At an early age, Alexander was fearful

that the shadow cast by (A)his father Philip

would eclipse his own ambitions. He was

incapable of sharing in Philip’s glory and

became determined from the beginning to

make (B)his own mark. In war and peace,

battles and celebrations, Philip was

extraordinarily energetic and exhibited a

unique personality. These qualities, coupled

with his intelligence and courage, and (C)his

succession of unparalleled victories on the

battlefield, made him a folk hero among

Macedonians. He was the defender of his

country, a brave warrior, and the idol of his

battle-scarred veterans. Alexander would

have to demonstrate that (D)he, too, was a

man of singular distinction.

4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6점)

① 베트남 전쟁 중에 격추된 공군비행기 조종사

의 이야기이다.

② 조종사는 정글에 숨어 지내다가 북베트남인

에게 생포되었다.

③ 북베트남인들은 미군과의 교전내용을 도청하

여 구출장소를 알아냈다.

④ 골프코스에 대한 지식을 이용한 조종사 구출

작전은 실패하였다.

48.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6점)

① 늑대 무리는 경쟁을 통해 결속을 다진다.

② 늑대 무리의 크기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 조

절된다.

③ 늑대 무리는 각 개체의 능력으로 서열화 된

다.

④ 늑대는 힘을 과시하기 위해 자신들보다 큰 

동물을 사냥한다.

49.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6점)

 ① (A) ② (B) ③ (C) ④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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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American society differs from

traditional societies in the number, source,

and claimed function of toys. American toy

manufacturers heavily promote so-called

educational toys to encourage so-called

inventive play. American parents are taught

to believe that manufactured store-bought

toys are important to the development of

their children. In contrast, traditional societies

have few or no toys, and any toys that do

exist are made either by the child itself or

by the child’s parents. An American friend

who spent his childhood in rural Kenya told

me that some of his Kenyan friends were

very , and used sticks and

string to build their own small cars with

wheels and axles.

*axle 차축

When individuals have had only limited or

no contact at all with a particular culture,

they commonly hold distorted generalizations

about that culture and its members. In the

absence of direct experience, stereotypes

provide a set of guidelines that are used to

indicate what can be expected when

encountering members of that culture. It can

be suggested that direct contacts between

tourists and residents decrease such

stereotypes. Tourism is thus seen as a

potent force for because huge

numbers of people come into contact with

members of other cultures both at home and

abroad.

In most African subsistence communities,

children are an integral part of the household

labour force; they herd livestock, collect

water and tend crops. As a general rule,

education is seen as a means of economic

and social emancipation and therefore

desirable. (A) , the cost of educating

children is high. Not only do families have

to pay school fees and other associated costs

but any child who is in school is not

available for household labour. (B) ,

in some cases, investing in a daughter’s

education might not be in your own best

interests. For example, in patrilocal societies,

where daughters live with their husband’s

family once they marry, it is the husband’s

family that benefits from the parental

investment in daughter’s education.

50.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

한 것은? (6점)

① protecting ethnicity 

② commercial benefit

③ saving the environment

④ cross-cultural understanding 

51.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점)

(A) (B)

① For example Nonetheless

② However Nonetheless

③ For example Moreover

④ However Moreover

52.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

한 것은? (6점)

① reliable

② kind

③ creative

④ simi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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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vious role of sugar in ice cream is

to sweeten the product. ( A ) However,

sugar also plays a role in determining the

textural characteristics of the frozen ice

cream, because sugar causes the freezing

temperature of the mixture to drop. ( B ) In

fact, a cup of sugar in a quart of the ice

cream mixture will decrease the freezing

point approximately 2°F. ( C ) The greater

the content of sugar in an ice cream, the

lower the freezing point. ( D ) This delayed

freezing temperature helps to keep the size

of crystals in the ice cream very small

because a reasonable amount of stirring can

be done during the freezing process to help

break up any ice crystal aggregates as they

slowly form.

TV can influence creative thought. This is

a concern in the U.S. because children watch

an average of 30 hours each week. Certain

TV programs are designed specifically for

children and intended to be educational.

( A ) This is because all TV shows require

a passive viewer. The children watching TV

do not need to think for themselves. ( B )

TV shows can ask questions and pause,

allowing a viewer to think, and this might be

marginally effective, but TV programs tend

to be fast-paced, free of gaps, and supply

detailed pictures, sound and everything an

individual needs. ( C ) There is no room for

inference, for problem solving, for originality.

Programmers do not want gaps or

opportunities for their viewers to think for

themselves; they might turn the channel!

( D ) In this light all TV is very likely to

stifle development because of the medium,

not the content. You can have a good TV

show, but it is still TV and thus still leads

to intellectual passivity.

53.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점)

This means that the ice cream must be

chilled below the normal freezing temperature

of water if ice crystals are to form.

 ① (A) ② (B) ③ (C) ④ (D)

[54-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4.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

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7점)

But even these are probably bad influences.

① (A) ② (B) ③ (C) ④ (D)

55. 윗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6점)

① 미국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교육프로

그램을 만든다.

② 빨리 진행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은 추론 

및 문제해결능력을 높여준다.

③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시청자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한다.

④ 텔레비전은 창의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지적인 면에서 수동적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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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ever you do, please don’t paste a

fake smile on your face. Plastic smiles do

damage to your soul. We’ve all known

people who’ve worn silly grins while they

talked about something sad. This tendency

to smile even when you don’t feel like it

developed in childhood, when our parents

persuaded us into smiling for the camera

or for other people even though we didn’t

feel like it. Making kids smile when they

aren’t up to it sends a message that it’s

not OK to be authentic. Even in front of

the camera it’s better to capture genuine

irritable faces than false stares. The most

fascinating snapshots are truthful, those

that catch people being real.

Fake people      (A)     their feeling with 

laughter when they’d rather be crying, or 

they smile when they’re angry or sad. 

Slowly they      (B)      touch with their 

souls.

Fake people (A) their feeling with

laughter when they’d rather be crying, or

they smile when they’re angry or sad.

Slowly they (B) touch with their

souls.

56.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

장 적절한 것은? (7점)

In 1978, Park told the Korean embassy and

reporters in Paris about the books, and she

insisted that the books should be returned to

Korea.

(A) However, she continued her research to

interpret the records in Uigwe, which was

completed in 1990.

(B) When the books became known to the

world, she was forced to resign from her job

for the reason that she had revealed some of

the library’s secret information.

(C) The Korean government officially requested the

return of the books in 1992, and, at last, 297

volumes of the Oegyujanggak Uigwe arrived in

Seoul in April and May 2011.

(D) Thanks to her research, more and more

Koreans became concerned with the royal

books and demanded their return.

① (A) - (B) - (C) - (D)

② (B) - (A) - (D) - (C)

③ (B) - (A) - (C) - (D)

④ (C) - (D) - (B) - (A)

57.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7점)

⇩

    (A) (B)

① conceal lose

② reveal keep in

③ conceal keep in

④ reveal 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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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afternoon last summer, I was on a

commuter train when I heard someone

yelling behind me. As absorbed as I was

in the report on the screen of my laptop, I

didn’t react right away. But when the

person yelled again, I forgot about the

report and quickly turned around. It was a

boy, about six years old. He was standing

on his seat, screaming, “My mom’s having

a seizure!” I could see the woman’s legs

sticking out into the aisle from behind her

seat, her heels pounding against the floor.

All around the boy and his mother and

other commuters were seated, but none of

them were doing anything. They were

just sitting there, staring with their mouths

open.

Time in cyberspace can feel accelerated,

in part due to the fact that online

environments change very rapidly. Our

(A)subjective sense of time is linked to the

rate of change in what happens around us.

The more things change, the faster time

seems to go. It requires (B)little effort to

move around cyberspace, so the people and

groups we encounter differ from one

moment to the next. If you are a member

of an online community for just a year,

you might be considered an old-timer.

During addictive and highly immersive

experiences, time seems to pass so quickly

that it almost (C)appears. You are familiar

with the experience of intending to spend

just a few minutes online, then two hours

later realizing you far (D)exceeded your

limit.

Surprisingly, this type of behavior people in

the train show isn’t (A) . When people

are in public, they tend to be (B) to

unexpected and troublesome events.

[58-5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8. 윗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7점)

① (A) ② (B) ③ (C) ④ (D)

5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6점)

①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은 매순간 다

르다.

② 1년간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였다면 신참

이다.

③ 사이버 공간에서는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④ 많은 변화가 있을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

는 것처럼 느껴진다.

60.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7점)

⇩

     (A)                    (B)

① common independent

② common indecisive

③ uncommon inherent

④ uncommon indiffer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