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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쿠로스가 추구한 쾌락은 ‘모든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특히 순간

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키레네 학파와

는 달리, 에피쿠로스는 지속적이고 정적인 쾌락

을 추구했다. ‘아타락시아’란 바로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평안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다. 그는 쾌락이 최고선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그는 쾌락과 고통을 신중히 평가함으로써 우리가 

때때로 보잘것없고 일반적으로 아주 불안정한 쾌

락보다는 어떤 고통들을 선호해야 한다고 덧붙인

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부 쾌락들을 거부하면 종

국에 가서는 보다 고양된 쾌락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욕망을 가진

다. 그런데 식욕과 같은 욕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반면, 사치품에 대한 욕망과 

같이 재산이나 명예, 권력에 관한 것은 오히려 

고통만도 못하다. 이에 대하여 에피쿠로스는 우

리는 최소한의 의식주에 만족해야 한다고 답한

다. 왜냐하면 배고픔을 면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싸구려 음식이나 사치스러운 음식이나 마찬가지

이며 사치스럽지 않고 검소한 음식에 길들여지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건강을 주기 때문이다. 결

국 삶을 즐겁게 만드는 것은 술을 마시고 흥청거

리는 일도 아니고,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어떤 욕망을 선택하고 어떤 욕망

을 기피해야 하는지 잘 계산하는 일이다. 이 때

문에 에피쿠로스는 “사려 깊음(phronesis)은 철

학보다 소중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국 어 

1.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점)

① 에피쿠로스 학파와 키레네 학파는 모두 쾌락

을 추구하였다.

② 키레네 학파는 ‘아타락시아’를 통해 순간적 

쾌락을 설명하였다.

③ 에피쿠로스는 지속적인 쾌락을 위해 의식주

가 넉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④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쾌락은 욕구의 만족과 

사려 깊음이 적절히 조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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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서론 :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본론 :

    1. 저출산 문제의 원인

     (1) 개인적 가치를 우선시하면서 생겨난 

독신주의

     (2) 양육비와 교육비에 대한 부담 

    2.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

     (1) (            ㉠              ) 

     (2)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마련

결론 : 의식 변화 유도와 경제적 지원 정책 마련 필요 

동물이 무리를 형성하고 무리 속 다른 개체들

과, 혹은 다른 무리와 일정한 상호 관계를 맺는 

것을 사회 행동이라 한다. 동물들의 주요 사회 

행동 중 ‘공간적 분포’는 동물들이 사회 행동

의 결과, 서식지를 공간적으로 이용하는 다양한 

형태를 가리킨다. 동물들의 서식지 내에서 공간

적 분포 형태로 대표적인 것은 바로 세력권과 행

동권이다.

세력권은 동물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같은 종의 성별이 동일한 다른 동물과 공유하지 

않고 자신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고유 영역을 

말한다. 세력권을 형성한 동물은 서식지를 다른 

동물들과 공유하지 않고 혼자만 독점적으로 사용

하기 위해 자신의 세력권에 침입한 다른 동물들

에게 경고, 위협, 물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의 적

대적 행동을 취한다.

세력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력권 내부를 지

속적으로 순찰,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같은 비용이 발

생한다. 그러나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

고 동물들이 세력권을 형성하는 이유는 소요된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이익이 존재하기 때

문이다. 즉 동물들은 자신의 세력권 내에서 안전

하게 번식하거나 먹이, 물, 둥지, 잠자리와 같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을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과 이익의 관점에서 많

은 동물들은 자신의 세력권을 형성한다. 동물들

은 세력권을 시기적으로 연중 내내 형성하는 경

우도 있고, 번식기에 일시적으로 형성하기도 한

다.

행동권은 먹이 먹는 장소, 잠자리를 포함해서 

물 마시는 장소, 이동하는 데 필요한 이동로, 포

식자로부터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 월동

을 위한 장소, 번식을 위한 장소, 새끼들을 키울 

수 있는 장소 등 동물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포괄적인 서식 지역을 의미한다. 동물들은 이러

한 행동권 내에서 다른 동물들과 만나기도 하고 

이들과 협력, 경쟁하는 등 다양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동물의 행동권은 자연스럽게 다른 

동물의 행동권과 중첩되기도 한다. 즉 행동권의 

일부 지역 혹은 장소는 다른 동물들과 공유된다. 

행동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다른 동물들과 함

께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세력권과 

행동권을 비교했을 때, 행동권이 세력권보다 그 

크기에 있어서 훨씬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2.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6점)

① 동물들은 자신들의 서식지를 다양하게 공간

적으로 이용한다.

② 같은 종의 경우에는 세력권을 공유하는 경우

가 종종 일어난다.

③ 세력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보다 얻게 되는 

이익의 크기가 더 클 수 있다.

④ 세력권과 행동권은 범위가 동일하지 않다.

3. <보기>의 개요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점)

① 정부 주도의 보육 시설 확대

②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 마련

③ 자녀와 함께하는 가치 있는 삶으로의 지향

④ 출산을 한 직장 여성들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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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에 저는 남산에 있는 ‘재미로’와 

‘재미랑’에 다녀왔습니다. 다음 주 동아리 시

간에 그곳으로 우리 만화 동아리 회원 1, 2학년 

30명이 체험 활동을 가는 것 알고 있지요? (대답

을 듣고) 예, 그래서 동아리 회장인 저랑 총무가 

함께 정확한 위치와 교통편을 파악하고 체험 활

동의 동선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는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아리 회원들이 다음 주에 체험 활동을 가

서 길을 잃거나 좋은 볼거리를 놓치고 온다면 아

쉬울 테니까요. 또한 다음 주 체험 일정에 넣은 

그곳의 행사 계획 등도 안내해 드릴 테니 미리 

자료도 찾아보고 잘 준비해서 체험 활동을 갔으

면 좋겠습니다.

혹시 ‘재미로’, ‘재미랑’에 가 본 적 있는 

친구가 있나요? (대답을 듣고) 이미 가 본 친구

도 두 명이나 있네요. 언제 가 보셨나요? (대답

을 듣고) 한 명은 이 년 전에, 또 한 명은 작년

에 다녀왔군요. 그러면 아마 다음 주에 다시 가 

보면 많이 변화된 모습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최

근 1~2년 사이에 지역 주민의 참여로 거리가 많

이 정비되고 알찬 볼거리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

요. 저는 이번에 처음 가 보았는데요, 만화에 관

심이 있고 만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

다.

<보기>

㉠ 꿈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 친구의 눈이 별처럼 빛난다.

㉢ 그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 농부는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었다.

문장 성분

주성분

 ㉠ 주어

 서술어

 ㉡ 목적어

  보어

부속 성분
㉢ 관형어

㉣ 부사어

독립 성분 독립어

4. 다음은 체험 활동을 위한 사전 답사 보고이

다. 다음 보고에 드러난 평가로 가장 적절

한 것은?  (5점)

① 답사 장소의 최근 변화에 대해 언급하며 청

자의 흥미를 반감시키고 있다.

② 답사 장소 선정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청자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③ 답사 장소에 대한 청중의 사전 이해도 및 호

감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을 보고 있다.

④ 답사 시기와 장소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하면

서 답사의 흥미를 유도하고 있다.

5. <보기>를 바탕으로 문장 성분에 대해 탐구

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점)

① ㉠에서 ‘사라진 것은’은 필수 성분이다.

② ㉡에 쓰인 문장 성분 중 필수적인 것은 세 

개다.

③ ㉢에서 쓰인 부사어는 필수적인 성분은 아니다.

④ ㉣에서 필수적인 것은 ‘농부는’, ‘황무지를’, 

‘바꾸었다’이다.

6. 다음의 ㉠~㉣에 해당하는 예로 바른 것은?  

(5점) 

① ㉠ : 형은 대학생이 아니다.

② ㉡ : 나는 사과만 좋아해.

③ ㉢ : 그는 친구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다.

④ ㉣ : 그녀는 옛 물건을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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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로(生死路)는

예 있으매 두렵고

‘㉠나는 간다’ 말도

못다 이르고 가느닛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같이,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으, 미타찰(彌陀刹)에 만날 ㉡나는

도(道) 닦아 기다리련다!

-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보기>

색연필
㉠

→
색년필

㉡

→
[생년필]

음운 변동의 유형은 교체, 첨가, 탈락, 축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음운 변동은 

단어 내에서 어느 하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계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의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의 경우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7.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의 

유형으로 적절한 것은? (5점)

㉠ ㉡

① 교체 첨가

② 첨가 교체

③ 탈락 축약

④ 축약 탈락

[8-9]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7점)

① 영탄의 방식을 통해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② 계절적 분위기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③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④ 대구의 방식을 통해 시상을 병렬적으로 전개

하고 있다. 

9. 밑줄 친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은? (6점)

① ㉠ 누이 - ㉡ 누이     

② ㉠ 화자 - ㉡ 화자

③ ㉠ 누이 - ㉡ 화자      

④ ㉠ 화자 - ㉡ 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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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소사가 물었다. 

“자세히 알아보았는가?”

묘혜가 말했다. 

“그 소저는 족자 속의 사람과 같더이다.”

그러고는 급사 부인과 소저와 함께 대화한 내

용을 낱낱이 말했다. 유 소사가 매우 기뻐하며 

즉시 족자를 걸고 글을 보았다. 글 뜻이 맑고 아

름다우며 필법이 훌륭하여 흠잡을 곳이 조금도 

없었다. 또 소저의 성품이 온화하고 유순함을 충

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관음보살은 성스러운 여인이라. 생각하건대 

주나라 때 문왕의 어머니인 태임과 같고 문왕의 

아내인 태사와도 같도다. 자고로 부부의 화목과 

자손의 번창은 부인의 일인데도 공허한 산속에 

외롭게 있음이 어찌 본심이리오. 순임금의 신하

였던 후직은 농사를 일으켜 세상을 도왔고, 백이

와 숙제는 충절을 지켜 굶주려 죽었으니, 도의 

근본은 같지만 다만 서로의 처지가 다름이다. 내 

화상을 바라보니 흰옷을 입고 아이를 안았으니 

그 사람됨을 대강 알지라. 슬프다! 관음보살은 

어찌하여 여기에 계신고? 긴 대나무 수풀에 하늘

이 찬데 바다 물결이 만 리로다. 어진 덕이 세상

에 비치니 세상 만물 누가 아니 공경하리오. 꽃

다운 이름이 오랜 세월 남으리로다. 내 그 덕을 

찬양함에 눈물이 흘러 바다가 되는구나.”

유 소사가 이 글을 보고는 매우 놀라며 말했

다.

“기특하고 기특하도다. 예로부터 관음찬을 지

은 자가 많았지만 일찍이 이렇게 잘 지은 경우는 

없었도다. 열세 살 어린 여자의 식견이 이 정도

일 줄 어찌 알았으리오. 이 여자가 진정 내 아들

의 신붓감이니 어찌 혼인시키지 않으리오.”  

이윽고 한림을 불러 글을 보여 주며 말했다. 

“네 능히 이렇게 지을 수 있겠느냐?”

한림이 글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탄복하였다.   

묘혜가 하직하며 말했다.

“소승이 귀댁의 혼사를 직접 봐야 마땅하지만 

어지러운 속세에 너무 오래 머물렀던 탓에 남악

에 계시는 스승께서 빨리 돌아오라는 전갈이 있

었습니다. 내일 남악으로 떠나고자 하옵나니 청

컨대 관음화상을 암자에 모시고자 하나이다.” 

두 부인이 말했다.

“사정이 그러니 섭섭하지만 어쩌겠소. 이 화

상은 애초에 스님께 시주하였으니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오.”

유 소사가 비단을 주며 은혜에 답하니 묘혜가 

사례하고 떠났다.

유 소사와 두 부인이 상의하며 말했다.  

“매파를 사 씨 집으로 보내 청혼하리라.”

즉시 매파 주 씨를 보내니, 주 씨가 사 씨 집

에 가서 급사 부인께 인사하고 말했다.

“유 소사에게 아들이 있는데 풍채가 세상에 

제일인 까닭에 많은 매파가 모여들었지만 혼인을 

허락하지 않았사옵니다. 그러는 중 귀댁 소저의 

용모가 아름답고 덕이 밝음을 아시고는 혼인을 

청하십니다. 소저께서 유 씨 집안과 혼인을 하시

면 높은 벼슬아치의 부인이 됨과 동시에 부귀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급사 부인이 이 말을 듣고 주저하다가 딸의 방

으로 가서 소식을 알렸다.

“네 비록 규중 여자지만 총명하니 의견을 듣

고자 하노라.” 

소저가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유 소사는 현명한 재상이

라 하니 그 집안과 혼인을 하는 것이 마땅하옵니

다. 그런데 매파의 말을 들으니 부귀와 용모를 

따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

니다. 결국 밝은 덕을 소중하게 간직한 우리 조

상을 욕보이는 말이니 혼인이 마땅치 않은 듯하

나이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10-11]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6 -

10.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6점)

① 묘혜는 유 한림과 사 소저의 혼례를 보고 스

승이 있는 남악으로 떠난다.

② 매파는 유 한림과 혼례를 하는 것이 사 소저

에게 언감생심이라고 말한다.

③ 유 한림은 자신의 혼례 상대방인 사 소저가 

지은 관음찬을 보고 감탄한다.

④ 사 소저는 매파의 말을 듣고 유 소사의 집안

과 혼인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11.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은? (7점)

① 사 소저는 관음찬을 통해 관음보살이 힘겨운 

상황에서도 부녀자의 덕을 지키고 있음을 찬

양하고 있다.

② 사 소저는 관음찬을 통해 가부장제 아래에서 

부녀자는 관음보살과 같이 외로운 처지에 놓

여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안타까움을 드러내

고 있다.

③ 사 소저는 관음보살을 태임과 태사에 빗대어 

칭송하고 있는데, 이는 관음보살을 유교적 

가치관에 의거하여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④ 사 소저는 부부의 화목과 자손의 번창이 부

인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당

시에 부녀자에게 요구되었던 덕목이 무엇인

지 알 수 있다.

[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깍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 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

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 밤사 귀또리는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조지훈,‘승무’

1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은? (7점)

① 반어를 통해 주제를 강조한다. 

② 수미상관을 통해 시의 안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시적 허용을 통해 시의 우아한 분위기를 강

조하고 있다.

④ 동적 이미지와 정적인 이미지를 교차시켜 세

속적인 번뇌를 극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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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의 줄거리) 중공군의 남하 소식에 무작정 배를 

탄 ‘나’는 한 동네 먼 친척뻘인 두찬, 광석, 하원을 만

나 부산에서 함께 지내게 된다. 피란 생활에 지쳐 갈 무

렵 광석이 화차에서 뛰어내리다 사고를 당한다. ‘나’와 

하원은 광석에게 달려가지만 남한에서의 광석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두찬은 이를 외면하고 가 버린다. 이

튿날 광석은 화차 안에서 숨을 거둔다.

두찬이 벌떡 일어나 앉았다. 화차 문은 열어젖

힌 채였다. 어수선한 바람이 몰아들었다. 두찬이

는 머리칼을 앞으로 흩뜨린 채 내 곁으로 다가왔

다. 구석에서 하원이가 다시 소리 내어 흑흑 흐

느꼈다.

“야, 너 오늘 죽여 버린다. 어잉 이 새끼야, 

넌 왜 그때 혼자만 간. 왜 날 붙들지 않안. 부르

지도 않안. 그리고 이제 와선 괄세야, 이 새끼

야. 그땐 암말두 안 허군 이제 와서. 너 잘핸 것 

같니, 잘핸 것 같애? 하늘이 내려다본다, 이 뻔

뻔헌 새끼야.”

다시 하원이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두찬이는 

내 무릎을 움켜잡았다. 그러나 다시 그냥 벌렁 

뒤로 나자빠졌다.

㉠“어잉, 이 쥑일 새끼, 개새끼, 취핸 줄 아

니? 취할 탁이 있니? 이 개새끼야, 요렇게 정신

이 말똥말똥하다, 말똥말똥해. 왜 넌 암말두 안 

헌. 뛰디래 잡든지 칼침을 주든지 하잖구. 어허

허허, 내, 이제 무신 낯짝으로 동네 가간, 어허

허허 … 광석아아 … 광석아하아.”

두찬이는 벌렁 자빠져서 화차 안이 쩌렁쩌렁하

도록 그냥 어이어이 울어 댔다. 이튿날 아침 두

찬이는 보이지 않았다. 부두 일판에 나가도 없었

다. 사흘쯤 지난 뒤, 어두운 화찻간 속에서 하원

이는 지껄였다.

“야하, 우리 이젠 꼽대가리 자꾸 해서 돈 좀 

쥐자. 그러구 저기 영주동 산꼭대기에다 집 하나 

짓자. 거기 집 제두 일 없닝기더라야. 잉야 조카

야, 흐흐흐 우습다. 진짜 우스워. 난 너두 두찬

이 형처럼 그렇게 될까 봐 얼마나 떨언 줄 안. 

광석이 아재비두 맘은 좋은 폭은 못 됐시야, 잉. 

우린 동네 갈 젠 꼭 같이 가자. 돈 벌어서, 돈 

벌문 말야, 시계부터 사자, 어부러서. 그까즌 

거, 꼽대가리 대구 하지 머. 광석이 아저씨까 두

찬이 형은 못 봤다구 글자마, 알 거이 머야, 너

까 나만 암말두 안헌 담에야. 그저 대구 못 봤다

구만 글자마. 낼부터 나 진짜 꼽대가리 할란다. 

잉, 조카야 우습다. 잉? 이케 잠이 안 온다야. 

우리 오늘 밤, 그냥 밤새자. 술 마시까, 술?”

나는 그저 중얼거리고 있었다.

“바람도 없이 내리는 눈송이여, 아, 눈송이

여.”

무엇인가 못 견디게 그리운 것처럼 애탔다. 그

러나 누가 알랴! 지금 내 마음 밑 속에서 일어나

는 돌개바람 같은 것을 … 아, 어머니! 이미 내 

마음은 하원이를 버리고 있는 것이다. 순간 나는 

입술을 악물었다. 와락 하원이를 끌어안았다. 눈

물이 두 볼에 흘러내렸다. 하원이는 흐흐흐 웃었

다. 지껄였다.

“이 새끼 술도 안 먹구 취핸. 참 부산은 눈두 

안 온다 잉, 눈두. 이북 말이다. 눈 오문 말이

다. 눈 오문 말이다. 광석이 아재비네 움물 말이

다. 야하, 굉장헌데. 새벽엔 까치가 울구, 그 상

나무 있잖니. 장자골 집 형수 원래 잘 웃잖니. 

하하하 하구.그 형수 꽤나 부지런했다. 가마이 

보문, 언제나 새벽에 젤 먼저 물 푸러 오군 하는 

게 그 형수더라, 잉. 야하, 눈 보구 싶다, 눈

이.”

- 이호철, ‘탈향’ 

13.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6점)

① 속세와 이상적 세계 사이의 조화를 표현한

다. 

② 종교로서 번뇌를 이겨내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③ 춤추는 동작에 도취되어 무아의 경지에 이름

을 의미한다.

④ 시적 화자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

정에서 깨달음을 얻음을 의미한다.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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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후기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

本)’이라는 허울 좋은 슬로건 앞에 대부분의 민

중이 배고프고 가난한 삶을 영위했다. 배고픔과 

고단함은 몸으로 느낀다. 몸으로 감당하지 못하

면 정신도 죽는다. 그래서 농민이 난을 생각했

다. 도덕과 윤리는 이런 인간의 기본적 욕망을 

억압하는 지배의 기제로 사용되었다. 판소리는 

우리 몸의 욕망을 옥죄는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이 둘은 ‘운동’이라

고 할 수 있다.

판소리의 등장인물은 뛰어난 사람도 완벽하지 

않고 악한 인간도 철저하게 악인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둘 다 풍자, 희롱 및 조롱의 대상이 된

다. 모두가 다 희로애락애오욕(喜怒哀樂愛惡慾)

을 가진 존재일 뿐이다. 더 잘난 놈, 더 못난 놈

도 없다. 이것은 평등주의이며 인간 대상에 대한 

정감(情感) 어린 시각이기도 하다. 너도 하늘이

고 나도 하늘이기 때문에 결국 모두가 하늘이다.

판소리는 고도로 단련된 몸을 도구로 사용하는 

연행 예술이다. 판소리는 인간의 몸이 낼 수 있

는 소리의 온갖 가능성을 최대로 추구하고 있다. 

판소리는 한(恨)으로 얘기되는 ‘살(煞)풀이’와 

‘신명(神明)풀이’를 통해 사회의 신분 체계와 

차별에 의한 억압된 감정의 응고된 덩어리를 풀

고 인간 본연의 살아 있는 몸의 생명성을 구현하

게 한다. 신명은 보통 ‘깨어 있고 밝은 마음가

짐이 힘차게 움직이는 상태’, ‘신지핌 순간의 

정신심리 상태’, ‘원초적 생명과 예지’, ‘유

동하면서도 내면에 간직되어 있는 역동적이면서 

밝고 깨끗한 마음’ 등으로 설명되며, 집단적 신

명풀이는 개체로 분리되어 있는 개인의 한을 집

단의 신명으로 전환시켜 한이 맺히는 그 모순을 

해결해 나가는 이치이다.

기본적으로 신명풀이는 인간의 문명 속에서 내

면적으로 갇히고 맺힌 콤플렉스와 스트레스의 덩

어리를 제거하여 막혔던 것을 풀어내고 정화시키

는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동반한다. 쌓인 것이 있

으면 판소리라는 예술 방식을 통해 이것을 다시 

풀어낸다. 신명풀이는 인간 심층의 무의식을 기

반으로 즐기는 예술적 쾌감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신명은 살아 있는 인간 몸의 운용과 중요한 

관계가 있다. 이때 소리꾼은 마치 무인(巫人)과 

같아서(실제로 옛날 광대는 전라도 무속인 출신

이 많았다) 신(神)과 인간(人)이 합일되는 경지

로 이끈다. 판소리의 ‘판’이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라는 의미가 있듯이, 여러 공동체의 구성원

들은 소리꾼의 소리를 통해 서로 교감한다. 그렇

게 되면 생동하는 지극한 기운(神)이 인간에게 

내재화된다(인지신명: 人之神明). 신명을 기반으

로 하는 판소리는 단련된 몸을 통해 예술적 경지

를 이루고, 판소리는 신명을 발현시킨다. 이렇듯 

판소리에서 몸은 중요한 예술적 실천의 도구이다.

14. 위의 밑줄 친 ㉠에 담긴 등장인물의 심리

로 가장 적절한 것은? (7점)

① 자신의 지난날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② 자신을 미워하는 하원에 대해 원망하고 있다.  

③ 광석과 함께 했던 지난날을 그리워하고 있다.  

④ 자신을 둘러싼 왜곡된 현실에 억울해하고 있다. 

15. 위 작품의 내용을 고려할 때 ‘화찻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6점)

① 안정적인 정착의 공간  

② 갈등이 해소되는 공간

③ 새 출발을 다짐하는 공간

④ 삶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공간

16. 다음 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

절하지 않은 것은? (6점)

① 신명풀이를 통해 인간은 신과 합일되는 경지

에 이른다.

② 조선시대 농민이 난을 일으킨 이유는 배고프

고 가난한 삶 때문이었다.

③ 판소리를 통해 생명성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

으로 살풀이와 신명풀이를 행한다.

④ 신명풀이는 인간의 의식을 바탕으로 예술적 

쾌감을 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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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물건을 주기적으로 드는 사람의 경우, 

무게를 감당하는 뼈는 굵기와 강도가 점점 증가

한다. 반면, 주로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만 있

는 사람의 경우에는 시간이 감에 따라 뼈 무게가 

감소한다. 뼈의 이러한 변화를 재형성이라고 한

다.

뼈의 재형성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골

모 세포와 파골 세포라는 이동성 세포이다. 이들

은 둘 다 뼈조직의 외부 표면과 골수강*에서 찾

아볼 수 있다. 골모 세포는 뼈조직을 만드는 일

을 하는데, 이 과정을 뼈의 침착이라고 한다. 파

골 세포는 뼈조직을 분해하는 일을 하는데, 이 

과정을 흡수라고 한다. 골모 세포의 활동이 파골 

세포의 활동보다 왕성할 때, 즉 침착이 흡수를 

초과할 때 뼈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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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수강 : 뼈 내부의 공간. 골수를 포함함.

1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6점)

① 긴뼈의 성장 과정에서 뼈의 침착과 흡수는 모두 

일어난다. 

② 근력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는 경우 뼈의 무게가 

감소하게 된다. 

③ 골단판은 유골과는 서로 다른 물질인 연골로 되

어 있다.

④ 골단판에 있는 연골 세포는 뼈를 생성하므로 골

모 세포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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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를 통해 개인은 문화를 배우며 동시에 

자아 정체성을 인식한다. 자아 정체성에 대한 인

식은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자신의 특징을 알고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

이다. 퍼스낼리티는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속

성의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 환경적 요인이 모두 포함된다. 사

람의 행동은 퍼스낼리티와 환경의 상호 작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개인들은 

객관적으로 동일한 환경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의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리스만 

등 여러 학자들은 사회와의 연관성 속에서 퍼스

낼리티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리스만은 그의 저서 『고독한 군중』에서 퍼스

낼리티 유형을 ‘전통 지향형’, ‘내부 지향

형’, ‘타자 지향형’으로 구분하면서, 이러한 

퍼스낼리티 유형은 그 사회가 어떤 발전 단계에 

있느냐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전통 지향

형’은 자신을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지 

않고 전통적인 문화적 표준, 종교 등에 의해 잘 

통제되는 유형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퍼스낼리티 

유형은 오랫동안 안정되고 변화가 없는 1차 산업

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내부 지향형’은 개인의 내면적 사고와 목표에 

따라 행동하는 유형을 가리키는데, 1차 산업이 2

차 산업으로 대치되면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사회 이동이 빨라지면서 자본의 축적과 팽창이 

급속해져 전통적 규범의 유용성이 사라진 사회에

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타자 지향형’

은 자기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친구나 

동료들의 태도와 행동에 민감히 반응하는 유형을 

가리키는데, 3차 산업이 발달하고 타인이 중심이 

된 인간적 환경에서 광범위한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유형이 나타나게 된다.

사회학자인 파레토는 퍼스낼리티의 유형을 통

해 지배 집단의 변동을 설명하였다. 그는 사회적 

행위의 기본적이고 지속적인 속성들, 즉 인간 행

동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을 뜻하는 ‘잔

기(殘基)’의 개념을 바탕으로 ‘여우형’ 인간

과 ‘사자형’ 인간이라는 두 가지 인간형을 제

시하였다. 여우형 인간은 ‘결합의 잔기’가 강

한사람들, 즉 혁신적이고 실험을 좋아하고 수완

이 뛰어나며 적응력이 강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반대로 사자형 인간은 ‘집합 지속의 잔기’가 

강한 사람들로 보수적 성향이 강하여 전통과 관

습을 중시하고, 교활하기보다는 충실하고, 의심

보다는 믿음을 갖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을 가리

킨다. 역사적인 사례들을 고찰하여 보면 사자형 

인간들로 이루어진 지배 집단은 하위 계급 가운

데 여우형 인간과 같이 혁신적인 사람들을 그들

의 집단으로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탄력성을 갖

고 있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혁명이 발생하였

고, 여우형 인간들이 지배 집단을 구성하게 되었

다. 하지만 여우형 인간들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명령에 충실하고 보수적 성향을 지닌 사자형 인

간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사자형 인

간들이 여우형 인간들을 밀어내고 다시 지배 집

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파레토는 퍼스

낼리티의 두 가지 유형을 통해 지배 집단의 순환

적 교체가 반복됨을 나타내었다.  

1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7점)

① 파레토에 따르면 여우형 인간을 중심으로 지

배 집단이 유지된다.

② 개인은 사회화를 통해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한다.

③ 리스만은 한 사회의 전형적인 퍼스낼리티 유

형이 그 사회의 특성을 만들어 내는 데 기여

한다고 보았다.

④ 리스만에 따르면 전통 지향형 퍼스낼리티를 

지닌 사람은 전통적인 규범보다 개인의 내면

적 사고에 따라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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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현악기에서 ‘현(絃)’은 음을 만들어 내

는 역할을 한다. 연주자는 악기를 연주할 때 현

을 활로 긋거나, 손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튕긴

다. 그러면 현이 진동하고, 현의 진동이 브리지, 

즉 현을 괴는 받침인 안족이나 괘를 통하여 울림

통에 전달되어, 공명이 일어나 울림통에서 소리

가 나는 것이다.

우리나라 현악기에 쓰이는 전통 현은 명주실로 

만들어지는데, 전통 현 만들기에 적당한 명주실

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봄 누에고치로 생

산된 명주실이 좋다. 또한 생실*의 세리신

(sericin)* 변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온에서 건

조하여 고치 켜기*를 한 것이 적당하다. 세리신

은 생실의 거칠고 딱딱한 느낌을 만들어 내는데, 

여러 누에 품종 중에 세리신 함량이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신도*가 적고 탄

성이 부족한 생실은 현악기 현 제조용 원사(原

絲)로 적당하지 않으므로 굵은 생실로 만들면서 

느리게 고치 켜기를 하여 생산한 것이 좋다. 

전통 현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사를 높은 온도

의 물에 적시는 과정을 먼저 거친다. 높은 온도

의 물에 생실을 적시게 되면 명주실의 세리신이 

살짝 녹아 잘 꼬아질 뿐 아니라, 온도가 내려가

면서 꼬아진 형태로 세리신이 굳어 그 모양이 잘 

유지되며 생실의 거친 느낌이 사라지게 된다. 현

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명주실은 일반적으로 130

중*이어서, 현을 제조할 때에는 원사 가닥을 합

쳐서 하나의 줄로 만들고 다시 그것을 합사(合

絲)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생실: 생사(生絲), 삶지 않은 명주실.

*세리신: 누에고치 섬유를 구성하는 단백질.

*고치 켜기: 조사(繰絲), 고치나 목화 따위에서 실을 뽑아냄.

*신도: 섬유를 늘였을 때 늘어난 길이의 비율. 일반적으로 

섬유가 절단되었을 때의 신도를 나타냄.

*중: 실 또는 섬유의 굵기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단위.

<보기>

㉠ 전통 현 만들기에 적합한 명주실의 조건을 나

열할 것. 

㉡ 전통 현악기의 종류에 따른 합사 방식을 비교

할 것. 

㉢ 전통 현을 유사한 다른 대상에 비유하여 표현

할 것.    

㉣ 전통 현을 만드는 과정 중 일부라도 소개할 것. 

    

19. 글을 쓰기 위해 계획한 <보기>의 내용 중 

다음 글에 반영된 것을 올바로 짝지은 것

은?  (6점)

① ㉠, ㉢

② ㉠, ㉣ 

③ ㉡, ㉢

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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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는 아주 많은 종류의 물질이 있다. 

이들 물질은 다양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원소

는 한 종류의 원자로만 구성된 순물질을 일컫는

다. 그렇기 때문에 원소와 원자의 종류는 동일하

다. 원자의 종류는 원자핵에 들어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로 구별되는데,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

를 더한 것은 그 원자의 질량수가 되며, 양성자 

수는 그대로 원자 번호가 된다. 현재까지 지구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원소로는 철, 염소, 리튬, 

우라늄 등의 98가지가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지

구에 존재하는 다양한 원소들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지구의 원소

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원소로 바뀌고 

있다. 

수소보다 무거운 모든 원자의 핵에는 양성자 외

에 중성자가 들어 있다. 양성자는 전하를 띠고 중

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 중성자와 달리, 양성

자들은 같은 전하를 띠므로 전기적인 반발력이 상

호 간에 작용한다. 그러나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소립자들은 짧은 거리에서 서로 강하게 잡아당기

는 핵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양성자와 중성자는 서

로 뭉친다. 그런데 핵력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만 작용하므로 양성자 수가 많아 핵의 크기가 크

면 핵력이 잘 미치지 않게 되고 전기적인 반발력

의 효과가 커져서 핵은 불안정해진다. 그렇다면 

원자 번호가 크면 원자핵은 불안정한 것일까? 반

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원자번호가 커도 원자핵

이 안정적인 것이 있다. 그것은 중성자 수가 양성

자 수보다 많기 때문이다. 중성자는 원자핵을 안

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중성자는 질량이 양성자와 

전자를 합한 것보다도 크다. 그에 따라 원소는 중

성자의 수가 많을수록 무거워진다.

중성자 수는 동일한 원소라도 다를 수 있다. 

‘헬륨-3’에서 3이라는 숫자는 양성자 2개와 중

성자 1개를 말한다. 대부분의 헬륨은 ‘헬륨-4’

로 중성자가 2개 존재한다. 이처럼 같은 원소라도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의 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 원소’라고 부른다. 각 원소에는 중성자 

수가 다른 동위 원소가 여러개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중성자가 불안정한 입자로 자유 공간으로 

나오면 양성자와 전자로 붕괴한다. 이러한 현상은 

핵 안에서도 일어나는데,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

로 붕괴되면 원소도 바뀐다. 에를 들어, 탄소 동

위 원소인 ‘탄소-14’는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

로 붕괴되면 ‘질소-14’로 바뀐다. 

원자핵은 다른 입자와의 충돌로 원자 번호, 질

량수 등이 다른 별개의 원소의 원자핵으로 변환되

기도 튀어나오기도 한다. 이때 핵 안에서 중성자

가 양성자로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핵자*인 양성

자나 중성자가 원자에서 튀어나기도 한다. 이는 

핵붕괴 현상에 해당한다. 핵붕괴는 핵융합과 달리 

무거운 원소가 가벼운 원소로 바뀌는 현상이다. 

핵붕괴가 일어나면 자연적으로 입자나 전자기파가 

방출되며 원자가 다른 원자로 바뀐다. 이와 같은 

변화에 의해 특정 원소의 원자 수가 원래 수의 반

으로 줄어드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

고 한다. 반감기는 원소에 따라 고유한 값을 지니

며, 주위의 물리적·화학적 조건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원소의 핵붕괴는 아주 천천히 일어나지만, 우라

늄, 토륨 등과 같이 핵붕괴가 일어나는 물질이 지

구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붕괴의 영향을 무

시할 수 없다. 지각에는 우라늄이 은보다 40배나 

많으며, 토륨은 우라늄보다 수배나 많다. 핵이 붕

괴하면 방사선이 나오는데, 방사선으로 나오는 입

자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방사선

의 운동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뀌어 지구 내부를 

데우고 있다. 지구의 맨틀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열은 방사선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우라늄의 반

감기가 45억 년인 것을 고려하면, 지구 생성 초기

에는 지금보다 2배 이상 핵붕괴가 활발했을 것이

고, 열도 훨씬 더 많이 났을 것이다. 

* 핵자 : 원자핵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여기에 속함.

20.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7점)

① 특정 원소의 동위 원소들은 모두 동일한 개

수의 양성자를 갖고 있다. 

② 중성자가 붕괴되면 다른 원소로 바뀐다. 

③ 중성자들은 전기적인 반발력이 상호간에 작

용한다. 

④ 지구 내부에서 핵붕괴가 많아지면 지구의 맨

틀에서 발생하는 열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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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면은 여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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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학

21. 다항식     이  로 나누

어 떨어지도록 하는 상수  의 값은? (5점)

①       ②       ③       ④ 

22. 이차방정식      의 두 근을  

라고 할 때,  
 의 값은? 

(6점)

①       ②       ③       ④ 

23. 집합

         ≤  는정수에 대

하여 집합 의 원소의 개수는? (6점)

①        ②        ③        ④ 

24. 세 점    을 지나는 원

의 방정식은     이다. 이 

때,  의 값은? (6점)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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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실수 에 대하여 두 조건  가 다음과 

같다.

                  ≠ 

     ≠ 

    명제  →  가 참이 되도록 하는 상수    

    의 곱  의 값은? (6점)

①      ②      ③      ④ 

26. 일차함수 가    이고 모든 실수   

에 대하여     를 만족시킨

다.   

  일 때, 

   함수    의 그래프와   가 만  

   나는 교점의 개수를 라 하자. 이 때,      

    의 값은? (7점)

① 


      ② 


      ③ 


     ④ 



 

27. 분수함수  


의 그래프가 직선 

  에 대하여 대칭일 때, 상수 의 

값은? (6점)

①      ②      ③      ④ 

28. 세 수   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일 때,  의 값은? 

(5점)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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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log  의 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 의 값은? (6점)

①       ②       ③       ④ 

30. 무한급수 

       

   

   

 ⋯ 이 

수렴할 때, lim
→∞

의 값은? (5점)

①       ② 


      ③ 


      ④ 

31. 함수  가 모든 실수 에 대하여 부등

식   ≤   ≤    을 만족

시킬 때, lim
→∞

의 값은? (6점)

①       ② 


      ③ 


      ④ 



32.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이차함수를 

     라고 할 때, 의 값은? (7점)

lim
→∞

 


 , lim

→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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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차함수   

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고, 함수 

에 대하여

     






가 성립할 때, 의 극솟값은?  (6점)

① 


   ② 


   ③ 


   ④ 



34. 함수   의 그래프 위의 점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일 때, 의 값은? (5점)

①       ②       ③       ④ 

35.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의 시각  에

서의 위치가    


   이다.  

     ≤  ≤  에서 점 P 의 속력이 최고가 되

는 시각을    라 할 때, 점 P 가    에

서    까지 움직인 거리는? (7점)

① 


    ②     ③ 


    ④ 



       

36. 서로 다른  개의 과일을 서로 다른 세 개

의 바구니 A  B  C 에 담으려고 한다. 한 

바구니에 적어도 한 개의 과일을 담는다고 

할 때, 과일을 담는 방법의 수는? (6점)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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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정규분포표>

 P  ≤  ≤ 

 

 

 

 

37. 남학생 명과 여학생 명이 모두 원형의 

탁자에 앉으려고 한다. 여학생 명이 서로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는?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5점)

①      ②      ③      ④ 

38. 부터 까지의 번호가 붙은 창문 개가 

열려 있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와 같은 번호  

   의 창문이 열려 있으면 닫고, 닫혀 있으면   

   연다. 주사위를 번 던질 때, 닫혀 있는 창  

   문의 개수가 한 개일 확률은? (7점)

① 


     ② 


     ③ 


     ④ 



39. 한 개의 주사위를 10회 던져서  번째 나

오는 눈의 수가 짝수이면    홀수이면 

  이라고 할 때, 

       ⋯   일 확률은? 

(6점)

① 


   ② 


   ③ 


   ④ 



40. 어느 항공편 탑승객들

의 인당 수하물 무게

는 평균이 kg, 표준

편차가 kg인 정규분

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항공편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명을 임

의 추출하여 조사한 인당 수하물 무게의 

평균이 kg 이하일 확률을 위의 표준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7점)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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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면은 여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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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try Contest

Attention, all students. This is your literature

teacher, Jack Smith. Do you really enjoy

writing poems? Then I recommend you to

participate in this year’s annual Poetry

Contest. All high school students can apply

for the contest.

▪The prize for the winner is a 2,500 dollar

scholarship for college.

▪The winner’s poem will be published in the

National Poetry Magazine.

If you want to apply for this year’s contest,

please visit www.poetrycontest.com to fill out

an application form. Applications are being

accepted online only and must be submitted

by September 7. Don’t wait to sign up,

please. Thanks for your attention.

A helicopter parent is a term for a person

who pays extremely close attention to his or

her child or children, particularly at

educational institutions. (A)They rush to

prevent any harm or failure from happening

to them. (B)And they will not let them learn

from their own mistakes, sometimes even

contrary to the children’s wishes. (C)They

are so named because, like a helicopter, they

hover closely overhead, rarely out of reach,

whether their children need them or not.

(D)So, it is natural for a parent to hit his or

her own child.

*hover 빙빙 맴돌다

영 어

41.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것은? (5점)

 ① (A) ② (B) ③ (C) ④ (D)

42. Poetry Contest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

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점)

① 참가자들의 작품이 잡지에 실릴 것이다.

②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③ 우승자에게는 대학 장학금이 수여된다.

④ 참가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4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점)

Hello, and welcome to KPD Field. I’m

Jason Becker. Before going inside, let me

tell you a little bit about this wonderful

baseball stadium. It’s been the home of the

Fitchburg Eagles since they played its first

game on April 4, 1997. In the first game,

the Fitchburg Eagles defeated the Atlanta

Lions, 5 to 4. KPD Field is one of the

largest stadiums accommodating more than

50,000 people. There are 8,500 official

parking spaces and the entire stadium is

wheelchair-accessible. Here’s a little quiz.

Does anyone know who hit the first home

run at KPD Field? Yes, the answer is

Robinson Tucker. Now, follow me into the

stadium.

① 야구장의 장애인 시설 이용 안내

② 경기장 설계자에 대한 소개

③ 야구장 실내 투어 전 설명

④ 경기장 수리를 위한 기금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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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ay goat led to the discovery of the

Dead Sea Scrolls. A young shepherd

searching for his goat along the rocky shores

of the Dead Sea in Jordan came upon the

entrance to a dark cave. He called a friend

and they explored the cave together. They

found rows of clay jars. Inside the jars were

rolls of leather and papyrus, wrapped in

linen. The rolls, or scrolls, were covered with

ancient Hebrew writing. The boys had

discovered the earliest known Hebrew

manuscripts of the Old Testament. The

scrolls were brittle with age. Archaeologists

worked with great care to .

There’s a saying that goes “What’s good

for the heart is good for the head.” This

means that keeping our brain healthy is

connected to good circulation. The brain is

critically dependent upon blood flow. It

actually requires about 25% of all the blood

that’s pumped by the heart. When you

exercise, your heart beats faster, increasing

the amount of blood that flows to your brain.

If your brain’s oxygen level drops too low,

you’ll have trouble remembering things that

you learned in the past. You will also have

trouble concentrating on the new things you

are learning. Therefore, by exercising

regularly, you can improve your memory and

do better in school.

How respectful are you to your family?

In close relationships like in a family,

respect can be forgotten. When was the

last time you said please or thank you to

your family? Simple words like these can

make a big difference in how family

members feel towards each other. Respect

begins with being . Of course,

families will always have disagreements

that will test their patience. It’s necessary

to courteously disagree and listen to each

other, even when upset. For instance, your

sister, who never picks up after herself, is

driving you crazy. She left the bathroom a

mess and now, finally, it’s your turn to

use it. Tell her your feelings in a gentle

way instead of pointing blame.

44.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점)

① 운동과 학습을 병행하라.

② 산소부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동하라. 

③ 운동으로 뇌의 건강을 유지하라.

④ 혈액순환은 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45.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

한 것은? (5점)

 

 ① effective

② polite

③ equal

④ independent

46.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

한 것은? (6점)

① explain more about it in detail

② keep it a secret from the world

③ keep them from crumbling into dust

④ compete with other archaeologists

fierc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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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e time limitations make shopping

more difficult and appear to take away from

the unhurried style of leisure shopping. ( A )

Consumers seem to enjoy having a sense of

unlimited time and temporal freedom to

browse and stroll about. ( B ) One study

noted that shoppers who felt rushed for time

or had some kind of limits on their time in

retail pursuits did not consider their

experience a leisured one. ( C ) It appears,

then, that having a choice in time terms can

make or break the leisure shopping

experience.

( D ) Too much time to shop, usually the

plight of accompanying companions, can

cause mental tiring from the constant display

of goods and physical fatigue from hours of

walking, inspecting goods, and carrying

shopping bags.

When you have a big day ahead, tired

eyes can be really (A)irritated. But you

can easily take care of them with simple

steps. One way is to use cold spoons.

Putting the rounded part of the spoons on

your eyes will help (B)tighten up the skin

around eyes as well as relax blood vessels.

Also, green tea bags can soothe your

irritated eyes. You only have to put two

used tea bags in the refrigerator for 30

minutes and (C)place them over your

eyelids. They will help reduce swelling

around your eyes. Wearing sunglasses is

also helpful. Not only (D)do they protect

your eyes from the sun, but they can

shield your eyes from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that can worsen tired eyes.

A San Francisco-based polygrapher told

me about a polygraph exam (A)he had

given to a 45-year-old bank vice-president

who was a suspect in an investigation.

When initially run through the polygraph

exam, (B)his heart rate, blood pressure,

and other physiological levels were quite

high. This is normal for both innocent and

guilty people, because such an exam is

almost always threatening. Nevertheless,

the polygrapher suspected that the bank

vice-president was lying or holding back

information, because his physiological levels

went even higher when (C)he was asked

about some of the details of the case. With

repeated questions, (D)he finally broke

down and confessed to embezzling $74,000

over a 6-month period.

Conversely, some participants felt that too

much time spent shopping also influenced

their experience in a negative manner.

47.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점)

 ① (A) ② (B) ③ (C) ④ (D)

[48-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8.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

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점)

① (A) ② (B) ③ (C) ④ (D)

49.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6점)

① Shopping Time: Little or Much?

② Relation between Leisure and Shopping

③ Negative Influences of Prior Experience

④ Problems of Accompanying Companions

50.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6점)

 ① (A) ② (B) ③ (C) ④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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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green products should be durability. If

something is tough or can be readily

repaired, this (A)lessens the chance that it’ll

end up in the landfill, and could easily save

you money in the long run, even if it’s

initially more (B)cheap. Even recyclable

materials, if they break and can’t be fixed,

(C)require energy to reprocess and then

replace. Long-lasting goods can be passed on

from person to person. Even if your style

changes and that kitchen table isn’t your

thing any more, a good strong table will

almost always be (D)appealing to someone

else.

Many businesses send free gifts or

samples through the mail, or allow customers

to try and test new products in order to

persuade future customers to purchase them.

Charity organizations, too, use the

giveandtake approach by perhaps sending

target persons a package of Christmas cards

or calendars. Those who receive the package

feel obligated to send something in return.

Also, in our daily lives, when invited to a

dinner party, we feel under pressure to invite

our hosts to one of ours. If someone gives

us a gift, we need to return it in kind.

Sense of obligation to (A) the favor

(B) target person’s future behaviors,

including purchase and donation.

5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

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점)

 ① (A) ② (B) ③ (C) ④ (D)

52. 다음 글에 제시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

하고자 한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

장 적절한 것은? (6점)

⇩

     

(A) (B)

① return affects

② ask for weakens

③ return prevents

④ ask for hel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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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ing grants individuals formal or legal

permission to practice their profession.

Licenses are granted by states or even local

agencies. Before a license is issued, certain

formalities must be accomplished; for

example, testing the applicant’s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If such a test is not

passed, the licensing authority may

issuing the license. Besides testing

for competence, the licensing authority also

provides the licensee with a set of rules to

follow to keep the license. If the rules are

violated, the authority may have the right to

sanction the licensee or recall the license.

Clearly, licenses are used as both controling

and educating instruments to enforce rules,

laws, and certain society norms.

In Mediterranean countries, ancient

shipwrecks have long been (A)treated like

any other archaeological sites. Regardless of

its origin, an ancient shipwreck (B)belongs to

the nation in whose territorial waters it lies.

To disturb it in any way, a foreign or

national archaeologist must have the proper

credentials to obtain official permission from

the archaeological service of the government

of that nation. Because in the last century so

many antiquities were taken from these

countries to foreign museums and collections,

this approach (C)developed as a safeguard.

Thus, there has been less treasure hunting in

the Mediterranean than in many places,

although illegal stealing of antiquities (D)do

occur under the Mediterranean as on

surrounding lands.

[53-5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6점)

① 지중해의 난파선은 다른 고고학 유적지와 다

른 것으로 여겨진다.

② 난파선을 탐사하기 위해서는 증명서가 필요

하다.

③ 역사적으로 난파선은 도굴된 적이 없다.

④ 지중해 지역의 육지에서는 불법 도굴이 거의 

없다.

54. 윗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점)

① (A) ② (B) ③ (C) ④ (D)

55. 다음 글의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7점)

① accept

② deny

③ insist

④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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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asionally, governments explicitly

(A)discriminate against foreign companies in

favour of domestic companies. In many

countries, ‘buy national’ campaigns are

implemented in which consuming products

from home companies is (B)favoured over

‘foreign’ products. However, as ownership

structures of leading companies became

increasingly ambiguous, the distinction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has become

(C)challenged. In additio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good reasons to attract

large foreign multinational enterprises.

International companies affect the

macro-economic policies of countries through

their (D)negative impact on trade and

investment flows, competition, etc. In

consequence, governments prefer to use

incentives rather than sanctions, and

non-discrimination principles rather than

discriminatory practices towards multinational

enterprises.

Recognizing past accomplishments,

important events, goals reached, awards, or

other important events in the organization’s

history is important to employees. It is also

a way to honor both your current and past

employees who contributed to the

accomplishments. It adds to the sense of

identity that employees have concerning their

place of employment. Employees do take

pride in their place of employment and want

to share in the accomplishments they have

helped achieve. Celebrating the company or

organization’s milestones can help give

employees the opportunity to express this

pride and feel good about their roles in

achieving these goals.

56.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

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7점)

 ① (A) ② (B) ③ (C) ④ (D)

57.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7점)

① ways to celebrate important awards of

employees in a company

② process of celebrating organizations which

have got accomplishments

③ roles of CEOs to recognize good employees

who are getting out of a company

④ importance of recognizing meaningful

accomplishments and events to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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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tton growing and manufacturing evolved

independently in three regions of the world,

South Asia, Central America, and East

Africa. From these regions, however,

knowledge spread rapidly along existing trade

and migration routes―from Mesoamerica to

the north, for example, and from East Africa

to the west. Central to these movements of

the cotton industry was India. From there,

cotton growing and manufacturing skills

moved west, east, and south, placing Asia at

the center of the global cotton industry,

where it would remain until well into the

nineteenth century, and return agai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India’s location, and

skill with cotton, was most consequential to

the plant’s role in our world, since

a group of Europeans, clothed no doubt in

fur, wool, and linen, was most impressed

when they stumbled more than two thousand

years ago upon these amazing new fabrics

arriving from a mythical “East.”

One approach to human-wildlife conflicts

is to create preserves, wildlife refuges, or

parks where human impact on wildlife is

minimized.

58.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

장 적절한 것은? (7점)

(A) There is also the problem that wildlife may

not respect our boundary lines and will not

stay inside parks. In fact, the vast majority of

wildlife live outside parks―the same place

people live. Wildlife populations thrive in our

most densely settled cities.

(B) Clearly, if human-wildlife conflicts are going

to be resolved, ways must be found for

humans and wildlife to coexist harmoniously

without either having an adverse impact on the

other.

(C) Although this approach is well intended, it

does little to resolve human-wildlife conflicts

because societal demands for natural resources

are so great that only a small fraction of the

environment can ever be set aside in parks.

① (A) - (B) - (C)

② (B) - (A) - (C)

③ (C) - (A) - (B)

④ (B) - (C) - (A)

[59-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7점)

① 면화 재배와 면직물 제조는 남아시아, 중미, 

동아프리가 지역에서 의존적으로 일어났다.

② 면화 산업의 이동의 중심에 중미와 아프리카

가 있었다.

③ 21세기까지 아시아는 면화산업의 중심지가 

되지 못하였다.

④ 면화의 주요한 역할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인도의 위치와 면화 기술이었다.

60.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점)

① trivial

② prominent

③ insignificant

④ ordin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