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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지금부터 전교 학생회장 선거 시 ‘결선 

투표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

성 측 주장을 듣고 이어서 반대 측의 주

장을 듣겠습니다.

찬성 1: (단호한 어조로) 저희는 결선 투표제 방

식 도입을 찬성합니다. 현재는 단순히 1

위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됩니다. (컴퓨

터 화면을 보여주며)최근 3년간 당선자

의 실제 지지율은 30%를 넘지 못하여 학

생회장이 학생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

지 못하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

니다. 결선 투표제는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 1: 저희는 결선 투표제 방식 도입을 반대합

니다. 우선 결선 투표제 방식은 투표자

가 두 번 투표하므로 현재의 방식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둘

째,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자가 쉽게 

출마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의 

난립을 가져와 오히려 학생회장 선거의 

질을 (손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며) 떨어

뜨릴 수 있습니다. 

<보기>

기러기가 가을 하늘을 무리 지어 날아가는 것을 

보면 대게 삼각형 모양이다. 혼자서 날아가는 것

보다 삼각형으로 함께 날면 공기 저항을 덜 받기 

때문이다. 이때 삼각형 편대의 선두는 공기의 저

항을 많이 받아 가장 힘이 들기 때문에 수시로 

교대한다. 그리고 기러기들은 날아갈 때 소리를 

내어 맨 앞의 새에게 힘을 실어 주려고 한다.

<조건>

* 글의 내용은 사람의 경우를 다룰 것.

* 예상 독자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글의 목적을 

달리 할 것.

* <보기>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할 것.

국어 

1. 다음의 토론에 사용된 의사소통 방법이 아

닌 것은? (5점)

① 유행어와 속어의 사용 

② 반언어적 표현 사용

③ 비언어적 표현 사용

④ 시각매체의 사용

2. 다음의 <보기>를 읽고 작성할 글의 내용을 

<조건>에 따라 구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점)

① 기러기가 이동할 때 혼자 날지 않고 무리 지

어 날아간다는 점을 들어, 사람 역시 함께 

살아가야 함을 호소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② 기러기가 가을에 우리나라에 와서 봄에 떠나

는 겨울 철새라는 점을 들어, 우리 반 친구

들에게 겨울 철새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③ 기러기가 공기 저항을 덜 받기 위해 삼각형 

모양을 이루며 날아간다는 점을 들어, 삼  

각형 모양과 공기 저항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④ 기러기가 가장 힘이 드는 선두를 수시로 교대

하며 날아간다는 점을 들어, 학급 친구들에게 

혼자서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은 번갈아가며 

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2 -

‘장작 위에 누워 쓰디쓴 쓸개를 맛보다’는 뜻

으로 복수나 어떤 목표를 위해 다가오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낸다는 말이다, <사기(史記)>에 나오

는 오왕 부차와 월왕 구천에 관한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그에게 고백한다는 것이 (   ) 어렵지 않았다.

젊은 시절 집을 살 능력이 없었던 나는 돈이 없어 

○○동 산꼭대기에 (삭월세/사글세)로 방 하나를 얻

어 살았다. 아침에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물아물 

(아지랑이/아지랭이)가 피어오르곤 했다.

3.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

자성어는? (5점)

① 경국지색(傾國之色)

② 설상가상(雪上加霜)

③ 와신상담(臥薪嘗膽)

④ 형설지공(螢雪之功)

4.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올바른 것은? (6점)

① 책을 읽어도보고

② 그 친구에게 놀아만났어.

③ 오늘은 비가 올 듯도하구나!

④ 이번 일은 내 힘으로 막아낸다.

5. 다음 (   )안에 가장 적합한 부사어를 찾으

시오. (5점)

① 꼭

② 여간

③ 반드시

④ 하물며

6. 다음 낱말 중 발음이 잘못된 것은? (5점)

① 넓둥글다[넙뚱글다]

② 식용유[시굥유]

③ 좋다[조타]

④ 넓다[널따]

7. 다음 문장의 (  )속에 들어갈 표준어끼리 

바르게 짝지은 것은? (5점)

① 삭월세/아지랑이  

② 사글세/아지랭이

③ 삭월세/아지랭이

④ 사글세/아지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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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는 의사 전달의 수단만이 아니라 민족의 동

질성을 형성해 주어 구성원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더 나아가 민족사의 정

신사적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 세계사를 살펴보

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자신의 언어를 아끼지 

않은 민족이 없으며, 이런 국민일수록 국어를 위

하고 아끼는 마음은 더욱 깊다. 일찌기 독일의 

철학자 피히테는 그의 저서 “독일 국민에게 고

함”에서 “언어가 없어지지 않는 한 국민정신은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하여 나폴레옹에게 짓밟

힌 독일 국민을 다시 일어서게 했다. 그뿐만 아

니라 “국어가 국민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보기보

다는 오히려 국민이 국어에 의해 형성된다.”라

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그 나라의 언어는 민족을 

결합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스위

스의 철학자 소쉬르도 밝히고 있다. “언어의 공

통성이 곧 같은 혈족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언어는 공통적인 민족성을 나타내는 것이므

로 민족 통일을 이루는 데 그것을 무엇보다 우선

한다.”라고 했다.

 누구나 연필로 종이에 글씨를 써 본 경험은 있

지만, 그 과학적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

다. 이를 이해하려면 연필과 종이의 성분이나 제

조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연필심의 원료는 점

토와 흑연인데, 흑연은 ‘먹’의 역할을, 점토는 

흑연을 붙들고 있는 ‘몸’의 역할을 한다. 제조 

공장에서는 이들 원료에 물을 넣고 잘 섞어 심의 

굵기에 맞추어 길게 뽑아낸다. 이것을 약 1,00

0℃에서 구워 굳힌 다음 기름에 담그면 연필심이 

완성된다. 고온으로 원료를 구워 내면서 점토가 

흑연을 감싸 안은 형태로 굳으며, 기름에 담그는 

과정을 거치면서 흑연과 점토 입자 사이에 기름

이 스며들기 때문에 글씨가 부드럽게 써진다.

 한편 종이의 원료인 펄프는 나뭇조각을 수산화

나트륨 같은 약품과 함께 고온 고압에서 끓인 다

음에, 목재에 들어 있는 착색 성분이나 리그린* 

등을 제거하여 얻는다. 이 펄프를 기계적으로 두

드리고 분해해 섬유의 보풀을 일으킨 후 다른 섬

유나 안료, 약품과 함께 물속에서 휘저은 것을 

망 위에 얇게 펴서 건조시키면 종이가 된다. 이

런 과정을 거친 종이는 가느다란 나무 섬유가 서

로 얽힌 모양이 된다.

 연필로 종이에 글씨를 쓴다는 것은 연필심을 종

이에 마찰시켜 들러붙게 하는 것이다. 종이의 표

면은 매끄러워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글씨를 쓰면 연필심 안의 

흑연이 점토와 함께 깎여 종이의 섬유 틈으로 들

어간다. 즉 연필로 쓴 글씨는 종이의 섬유 속에 

얽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글씨를 문질러

도 점토나 흑연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는 것

이다.

*리그린 : 셀룰로오스 및 헤미셀룰로오스와 함께 목재

의 실질(實質)을 이루고 있는 성분.

8.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사실은? (6점)

① 언어는 단순히 언어 전달의 수단만이 아니라 

민족의 동질성을 형성해 준다. 

② 한 나라의 언어는 민족을 결합하는 원동력이 

된다. 

③ 언어의 공통성은 반드시 같은 혈족을 뜻한

다. 

④ 공통적 민족성을 같은 언어에서 나타난다.

9.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

은? (7점)

① 연필심에서 점토는 흑연을 단단히 붙들고 있

는 역할을 한다.

② 연필심에 기름 성분이 없다면, 연필로 글씨 

쓸 때 몹시 뻑뻑할 수 있다.

③ 종이를 제조하는 데에는 물리적 공정보다는 

화학적 공정이 더 중요하다.

④ 종이 표면이 아주 매끄럽다면 연필 글씨는 

문지르기만 해도 쉽게 지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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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가 시작되면 각국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 통화 공급을 늘리고 금리를 인하해 기업이

나 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

다. 또한 세입보다 더 많은 정부 지출을 하거나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을 펼친다. 이런 조치들을 

‘입구 전략’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상 

대책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거나 정부의 

재정 적자 폭을 크게 하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기

에 접어들면 팽창적인 금융 및 재정 정책은 너무 

늦지 않게 정상적인 궤도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이와 같이 경제 위기에 대응한 비상 대책에서 벗

어나 정상적인 경제 운용 궤도로 돌아가는 것을 

‘출구 전략’이라고 한다.

 금융 시장에 사용되는 출구 전략의 대표적 정책

은 이자율의 인상을 들 수 있다. 한 국가의 중앙

은행이 기준 금리를 올리는 중요한 이유는 과도

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이다. 금융 및 

재정 정책으로 인해 이미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지속될 

경우 금융 시장의 과다한 유동성이 자산 가격의 

거품을 유도하고 상품 가격의 상승을 초래해 인

플레이션 압력 증대로 이어진다. 따라서 부동산

이나 주식 등 자산 가격의 상승 압력 증대로 인

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선제적인 금

리 인상이 요구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금융 시장

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플라세보 효과*가 운동선수에게서도 나타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실험을 해보니 자전거 

선수에게 카페인 함유 음료라고 말했을 때(실제

로는 무카페인이었다) 진짜 카페인 함유 음료를 

주었을 때(마찬가지로 카페인이 들었다고 말하면

서)의 절반 정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자

전거 선수에게는 카페인 함량이 더 높다고 말하

는 것만으로도 더 강한 긍정적인 운동 반응이 나

타난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는 진부

한 말조차도 플라세보 효과를 간직하고 있다. 

 더 나아가 플라세보 효과가 플라세보 효과를 유

도할 수도 있다. 즉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에게 이제 플라세보-약 성분이 전혀 없는 불

활성 화학물질-를 줄 텐데, 긍정적인 마음 자세

를 취하면 이따금 모르는 사이에 강력한 플라세

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알약을 

꾸준히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런 

많은 도움이 되는 말을 했으니, 그렇게 플라세보

라고 말해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도 놀랄 필요

는 없다.

 플라세보는 종교와 유사점이 많다. 둘 다 강한 

믿음을 수반한다. 둘 다 일반적인 ‘의사나 목

자’라는 요소를 포함해 일련의 조건적 연합을 

수반한다. 그리고 사실 아주 최근까지(약 5000년 

전까지) 의학과 종교는 하나였다. 종교 행사에 

규칙적으로 참석하면 세심하게 배려하는 의사나 

조언자를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플라세보 효과를 비롯한 면역 혜택이 강화될 것

이라고 쉽게 상상할 수 있다.

*플라세보(Placebo) 효과 : 플라세보는 실제로는 생리

작용이 없는 물질로 만든 약으로, 가짜약을 복용한  

사람이 심리적 효과로 효력이 나타나는 것.

10.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7점)

① 출구 전략과 경기회복의 관계

② 출구 전략의 정의와 방법

③ 인플레이션 발생의 원인

④ 입구 전략의 필요성

11. 이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6점)

① 플라세보 효과는 말(言)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② 플라세보 효과는 플라세보 효과를 연쇄적으

로 발생시킬 수 있다.

③ 플라세보 효과는 종교적인 믿음을 강화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한다.

④ 플라세보 효과는 조건들의 연합이 규칙적일

수록 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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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통과한 차량

의 수와 주행 속도뿐만 아니라 각 도로를 통과한 

차량의 종류를 알 필요가 있다. 차종 분류를 위

해 사용되는 차량 정보에는 차량의 길이, 바퀴가 

연결된 축의 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축간 

거리 등이 있다. 이러한 정보는 두 개의 피에조 

센서와 한 개의 루프센서를 조합하여 정해진 간

격으로 센서를 배치하고, 각 센서에서 신호가 검

출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알 수 있다. 

차량의 속도는 두 개의 피에조 센서에서 신호가 

검출되는 시간 간격과 센서 사이의 거리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한 대의 차량이 지나갈 때 각 

피에조 센서에서 발생하는 신호의 개수는 차량의 

축 수에 해당하는데 축간 거리는 그 신호 간의 

시간 차와 구해진 속도를 곱하면 구할 수 있다. 

차량의 길이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루프 센서

에 진입할 때 신호가 시작되어 뒤 범퍼가 빠져나

가 신호가 멈출 때까지 신호의 지속 시간, 차량

이 통과한 루프 센서의 길이로부터 차량의 길이

를 계산할 수 있다. 각 차종마다 차량의 축 수, 

전체 길이, 축간 거리가 다르고 차량 전면에서 

앞바퀴까지의 길이, 뒷바퀴에서 차량 후면까지의 

길이 등이 다르다. 그러므로 구해진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각 차종의 제원과 비교하여 차종을 분

류하게 된다.

 쓰나미라는 말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 그리고 

쓰나미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설

명할까? 쓰나미라는 단어는 원래 일본어로, 항구

를 뜻하는 ‘쓰[津]’와 파도를 뜻하는 ‘나미

[波]’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단어 자체가 암

시하듯이, 쓰나미는 위협적인 파도를 동반해 일

본의 항구 지역에 수시로 타격을 입혔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시간 먼 바다에 나가 있던 어부들

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 즉 쓰나미는 

해안에 나타나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지만 먼 

바다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쓰나미를 목격한 사

람들 대부분은 당시 날씨가 아주 평온했고 바다

도 무척 잔잔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다

시 말해 쓰나미는 일반적인 태풍처럼 특정 기상 

조건 때문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위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쓰나미의 발생 원리를 

물리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끈을 양쪽으

로 묶은 다음, 한쪽 끝에서 수직 방향으로 갑작

스러운 충격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 위로 솟았다

가 내려가는 연속적인 움직임이 끈을 타고 나아

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간단하게 파동을 만드는 

방법이다.

 쓰나미의 원리는 바로 이 파동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해안에 나타나는 파도는 끈의 끝에서 

일어나는 파동과 같다. 끈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닌 것처럼, 바닷물도 그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결의 일렁임이 해안 쪽으로 옮겨 오면

서 확대되는 것이다. 쓰나미의 규모가 큰 경우에

는 마지막에 파도가 크게 부서지면서 바닷물이 

땅으로 넘치고, 그중 일부는 원래의 바다로부터 

떨어져 나와 물 자체가 이동하게 된다.

12. 이 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6점)

① 차량 속도를 알기 위해 필요한 센서의 종류

② 도로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차량 정보

③ 차량 통과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센서의 

종류

④ 신호등 간격을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센서의 

종류

13. 이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7점)

① 쓰나미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

② 쓰나미의 발생 원리

③ 쓰나미의 특징

④ 쓰나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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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체는 변화하는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비교

적 일정하게 체내 환경을 유지한다. 이와 같은 

활동을 항상성(恒常性) 유지라고 한다. 항상성 

유지를 위해 다양한 기관이나 기관계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몸은 pH가 일정한 

값에서 큰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체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효소는 단백질

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백질은 pH에 따라 민감하

게 반응하기 때문에 pH가 변하면 효소의 구조가 

바뀌면서 활성을 잃어 생명 활동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포의 물질대사 

과정에서 산성 대사 물질들이 생성됨에도 불구하

고 정맥과 동맥의 혈액은 pH가 0.02 이상의 차이

가 나지 않는다. 혈액은 어떤 염기가 들어와도 

반응할 산이 있고, 어떤 산이 들어와도 반응할 

염기가 존재하여 완충 작용을 하는 완충 용액이

기 때문이다.

 완충 작용이란 산 또는 염기를 가할 때 일어나

는 수소 이온 농도의 변화를 작게 하는 작용을 

말한다. 혈액의 완충 작용이 가능한 이유는 혈액 

내에 존재하는 약산(弱酸)인 탄산(H2CO3)과 그 약

산의 염기인 중탄산 이온(HCO3
-)이 평형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혈액에 산이 첨가

되면 수소 이온들은 염기인 중탄산 이온과 결합

하여 탄산을 만들어 내어 혈액이 산성화되는 것

을 막는다(HCO3
- + H+ → H2CO3). 반대로 염기가 

첨가되면 반응은 거꾸로 진행되어 탄산이 이온화

되면서 중탄산 이온과 수소 이온을 만들어 냄으

로써 혈액이 염기화되는 것을 막는다. 이런 과정

을 통해 혈액은 추가되는 산이나 염기의 효과를 

완충한다. 그래서 우리가 산성 식품이나 염기성 

식품을 먹더라도 혈액 속의 pH가 일정하게 유지

되는 것이다.

이제 바라보노라.

지난 것이 다 덮여 있는 눈길을 

온 겨울을 떠돌고 와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노라. 

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세상은 지금 묵념의 가장자리

지나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바라보노라 온갖 것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내리는 눈 사이로

귀 귀울여 들리나니 대지의 고백.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노라. 

온 겨울의 누리를 떠돌다가

이제 와 위대한 적막을 지킴으로써 

쌓이는 눈더미 앞에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고은, ‘눈길’

14. 이 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6점)

① 우리 몸의 pH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② 혈액의 완충 작용은 탄산과 중탄산 이온 때

문에 가능하다.

③ 혈액에 염기가 첨가되면 중탄산 이온과 수소 

이온을 만들어낸다.

④ 체내에서 효소의 구조가 변하면 pH가 바뀌면

서 생명활동에 문제가 생긴다.

[15~16]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 위 작품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6점)

① 관조적(觀照的) 

② 목가적(牧歌的) 

③ 상징적(象徵的) 

④ 명상적(冥想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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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을 이렇게 함부로 굴리는 걸 보니 당신 경

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 만합니다.”

내가 내미는 칼을 보고 그는 기절할 만큼 놀랐

다. 나는 사람 좋게 웃어 보이면서 칼을 받아 가

라는 눈짓을 보냈다. 그는 겁에 질려 잠시 망설

이다가 내 재촉을 받고 후닥닥 달려들어 칼자루

를 낚아채 가지고 다시 내 멱을 겨누었다.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되는 줄 일

찍이 간파했기 때문에 나는 칼을 되돌려 준 걸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식칼을 옆구리 쪽 허리띠에 차더니만 몹시 자존

심이 상한 표정이 되었다.

“도둑맞을 물건 하나 제대로 없는 주제에 이죽

거리긴!”

“그래서 경험 많은 친구들은 우리 집을 거들떠

도 안 보고 그냥 지나치죠.”

“누군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 피치 못할 

사정 땜에 어쩔 수 없이 ….”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맘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 피치 못할 사정이란 게 대개 그렇습니다.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가 몹시 아프다든가 빚에 

몰려서 ….”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다. 

분개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그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갔다. 내 옆을 지나쳐 

갈 때 그의 몸에서는 역겨울 만큼 술 냄새가 확 

풍겼다. 그가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건 틀림

없이 갈기갈기 찢어진 한 줌의 자존심일 것이었

다. 애당초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내 방법이 결

국 그를 편안케 하긴커녕 외려 더욱 더 낭패케 

만들었음을 깨닫고 나는 그의 등을 향해 말했다.

“어렵다고 꼭 외로우란 법은 없어요.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

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을지?”

㉠“개수작 마! 그 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

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그는 현관에 벗어 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

듯 일었으나 나는 꾹 눌러 참았다. 현관문을 열

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

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엉겁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의 실수를 지적하

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처였

다.

“대문은 저쪽입니다.”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이윽

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

다.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쪽을 보았다.

 “이래 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오.”

-윤흥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中

16. 밑줄 친 ㉠의 함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7점)

①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

② 방황과 고뇌의 여정 

③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

④ 평화로운 무념무상의 경지

[17~18]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 위 글에 드러난 ‘나’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6점)

① ‘나’는 ‘그’의 실수를 계기로 그의 행동

이 잘못되었음을 질타하고 있다.

② ‘나’는 술에 취한 ‘그’를 설득해서 그냥 

돌려보내려 하고 있다.

③ ‘그’는 도둑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다.

④ ‘나’는 ‘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18. 위의 밑줄 친 ㉠에 담긴 등장인물의 심리

로 가장 적절한 것은 ? (7점)

① 냉소(冷笑)     

② 호소(呼訴) 

③ 절망(絶望)     

④ 자책(自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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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밧긔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

내 일 망녕된 줄 내라 하여 모랄 손가.

이 마음 ㉢어리기도 님 위한 탓이로세.

아뫼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

추성 진호루 밧긔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무음 호리라 주야에 흐르는다

님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어버이 그릴 줄을 처엄부터 알아마는

님군 향한 뜻도 하날이 삼겨시니

진실로 님군을 잊으면 긔 불효인가 여기노라.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19~20]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 위 작품의 시적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

절하지 않은 것은? (7점)

① 자신의 결백한 마음을 하소연하기도 있다.

② 효(孝)와 충(忠)은 결국 같다고 말하고 있다.

③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 임금을 원망하기도 

한다. 

④ 자신에 대한 참소(讒訴)에 의연하게 대처하

고 있다.

20. ㉠~㉣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은? (6점)

① ㉠ : 외롭다    

② ㉡ : 근심할 

③ ㉢ : 어리석다 

④ ㉣ : 흐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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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수학영역

21.  ⋯   

   

일 때, 실수  에 대하여 의 값은? 

(단,   ) (6점)

 

22.  의 정수 부분을 , 소수 부분

을 라고 할 때, 의 값은? (5점)

                    

23. 직선  을 축 방향으로 만큼 

평행이동한 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직선이 원  의 넓이를 

이등분 할 때, 상수 의 값은? (6점)

                                      

          

24. 함수  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일 때, 

상수 의 값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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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5. 이차방정식  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라 할 때, 

의 값의 범위는    ≤ 이다. 

의 값은? (단, 은 실수이고  는 기약분

수이다.) (7점)

                     

26. 자연수 과 이차정사각행렬 A   
 

에 

대하여      
 

이라 할 때,  의 각 

성분의 합인  의 값은? 

(6점) 

 

                            

27. 다항함수 에 대하여 곡선   위의 

점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일 때, 

lim
→



의 값은? (7점)

28. 지수함수    의 그래프가 두 점 

   를 지날 때, 의 값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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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9. 두 상수  에 대하여

 lim
 → 
 

  
 일 때, 

 의 값은? (6점)

30. 곡선   위의 점  에서의 접

선과 평행하며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곡선 

 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7점)

                      

               

31. 첫째항이 인 수열의 계차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나)  

     의 값은? (6점)

①  ②  ③  ④ 

32. 주머니 안에 빨간공 개, 파란공 개, 노

란공 개가 들어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

로 개의 공을 꺼내어 색깔을 확인한 후 다

시 넣는 시행을 회 반복할 때, 빨간공이 

번 이상 나올 확률은? (7점)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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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무한수열 에 대하여 무한급수 






⋯


⋯

일 때, lim
→∞



의 값은? (6점)

①  ②  ③  ④ 

                         

34. 함수  
 ≤
  

에 대하여 

함수 를  이라 하자. 

    lim
 →  

의 값은? (7점)

①  ②  ③  ④ 

    

      

35.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 의 

시각 일 때의 위치는 각각 

     ,      

이다. 두 점 와 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각 의 범위를 구하면? (6점)

①    ②   

③    ④    또는    

36. 함수  와 축 및 축으로 둘러

싸인 도형의 넓이는? (6점)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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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두 확률변수 ,  가 각각 정규분포 

N  , N  을 따른다고 한다.

   

이 때, P ≦≦P ≦≦을 

만족시키는 의 값은? (6점)

①  ②  ③  ④ 

   

38. 이차정사각행렬 의  성분 와 이차

정사각행렬 의  성분 를 각각

            홀수 
     짝수 

                     

       홀수 
   짝수  (단,        )

라 할 때, 행렬 의 모든 성분의 합은? 

(5점)

①  ②  ③  ④ 

39.  log 이고, log


  일 때, 의 

값은? (5점)

①  ②  ③  ④ 

40. 세 수   는 이 순서대로 등

차수열을 이루고, 세 수   은 

이 순서대로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을 이

룬다. 의 값은? (6점)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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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my pleasure to welcome each of you

to the first issue of Nursing Notes, an

E-Newsletter for alumni, friends and

family of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Pembroke Department of Nursing.

Through this e-newsletter we will provide

you with the latest news about the

Department of Nursing, our faculty,

student, alumni, and other issues and

resources you may find helpful. The

faculty and I hope you find Nursing Notes

easy to access and informative! We plan

to publish the newsletter twice a year, and

welcome your feedback on it. We also

invite you to submit ideas for news that

you would like to see.

I am writing to you regarding your letter

which I received yesterday. I am interested

in buying the goods you mention, but

there are two points that need to be

cleared up. The price you are asking is

satisfactory, but the delivery date is

inconvenient. I would like to know if the

goods could be shipped earlier. Secondly, I

would prefer to pay in monthly

installments.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Plagiarism is for three

reasons. Firstly, it is a kind of theft. By

taking the words of others and pretending

they are your own, you are stealing

someone else’s intellectual property.

Secondly, it is because the plagiarizer

benefits from this theft. Thirdly, a degree

is evidence of its holder’s abilities and

knowledge. If people gain a job on the

basis of a qualification they have not truly

earned, they may be a risk to employers

and clients.

영어

41.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점) 

① 신문을 판촉하려고

② 동창회 개최를 알리려고 

③ 학교운영에 대해 홍보하려고

④ 전자회보의 발행을 알리려고

42.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6점) 

① to apologize for late delivery

② to inform a new service system

③ to order the goods that were advertised

④ to inquire the delivery date and method of

payment

4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은? (6점) 

① unethical

② unpractical

③ uncooperative

④ unreal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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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all worrying is unhealthy, but much of

it is unproductive. You need to distinguish

between productive worrying and

unproductive worrying. Productive worrying

helps you to focus on overcoming

whatever is worrying you. For example,

worrying about tomorrow’s science

presentation makes you prepare carefully in

order to succeed: this is productive

worrying. But worrying about whether

your friends will laugh at you during the

presentation causes anxiety and prevents

you from preparing: this is unproductive

worrying.

From the 1920s through the 1970s, Anna

Freud adapted psychoanalysis as a

therapeutic intervention for children. “Play

therapy” was the result, and it is still

widely used today especially for

preadolescent children. Using toys, games,

and anatomically correct dolls, children are

able to act out their fears, fantasies, and

defenses. For children, play therapy may

be analogous to “free association” with

adults. In theoretical terms, play therapy

allows children and their analyst to understand

inner _____________, particularly defenses

like disobedience and withdrawal, which

guard against unpleasant feelings and

hostile wishes.

Globalization may seem to promote

cross-cultural understanding, but it’s actually

creating a monoculture that’s rapidly spreading

around the world. Globalization ① weakens

cultural traditions. Combined with the

importation of foreign media, stores, and

goods, this leads to ② increased cultural

diversity. The use of English as the

language of business and the media drives

out and ③ threatens minority languages.

As a result, specific values, traditions, and

histories of local cultures in many parts of

the world could eventually ④ disappear.

4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6점) 

① How to Avoid Worries

② A Productive Work of Science

③ Causes of Presentation Anxiety

④ Roles of Different Types of Worrying

45.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은? (6점) 

① fantasies

② conflicts

③ advantages

④ harmony

46.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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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① realizing the importance of space

exploration, Korea has been making efforts

to catch up in this field with their first

outcome ② being the launch of a

scientific satellite in 1992. The following

efforts include the first Korean astronaut

in 2008, and the opening of the NARO

Space Center in 2009. The Center

performed its first launch mission in 2009

and ③ has plans to perform more over

the next decade. The Center also has a

space science museum, the purpose of ④ it is to

give visitors the opportunity to understand

Korea’s past, present and future challenges

towards space.

Aristotle (384-322 B.C.) was one of the

great philosophers of this era who would

greatly influence thinkers in the Middle

Ages. A student of Plato and tutor to

Alexander the Great, Aristotle believed that

ideal forms and truths existed but were

not found in some abstract world apart

from everyday life. In fact, one could

discover Truth by observing sensory

objects and then logically (through the

process of induction) discerning their

universal characteristics. Thus Aristotle

was very practical and believed that all

theories must be abandoned if they could

not be observed to be true. Aristotle wrote

widely on politics and ethics and is very

contemporary in application.

My mom loves to share ① her secret

gimchi recipe with our neighbor, Dana. My

mom also tries to cook some of the

international dishes that she learned from

② her. When ③ she first started holding

her birthday party, my dad didn't like the

idea of inviting a lot of people into our

house. However, he gradually came to

understand ④ her and now is the biggest

supporter of her work. Moreover, he

volunteers to teach Korean in the

community center and appoints me as his

teaching assistant in his Korean class.

Guide dogs are mobility tools for the blind.

They provide independence and confidence

for their human partners. They help the

handlers shake any feeling of ① isolation by

inviting people to them. Handlers also consider

their dogs a social asset, because people

are easily ② attracted to trained guide dogs.

However, when you see a guide dog on the

job, it is important that you recognize that it

is at work. Petting or talking to the dog

③ boosts its concentration. The best thing

you can do to help a guide dog is leave it

alone. If you really want to pet or talk to the

dog, ask the handler for ④ permission.

Then the dog will respond to you with

perfect manners.

47.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7점) 

48.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5점) 

4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낱말의 쓰임

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점) 

50. 다음 Aristotle의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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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practices that do not depend on

surgery and pharmaceutical drugs are

called alternative forms of medicine. Some

of these are more highly respected than

others. (A) _____________ the Chinese

method of acupuncture, although two

thousand years old, is considered an effective

remedy for chronic pain. (B) _____________,

the practice of reflexology, which uses foot

massage to heal other parts of the body,

might feel good, but there is little proof

that it works.

In the modern world, there is another type

of piracy occurring much more frequently

than piracy on the high seas. That is

piracy of intellectual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is what a person or a company

creates, such as books, movies, music,

musical lyrics, photographs, or paintings.

Nowadays, such creations can all be

protected by copyright. The word

‘copyright‘ means the right to copy. You

cannot reproduce almost any creative work

without . Copyright

protects the creator's right to obtain

commercial benefit from valuable work and

to control how a work is used.

Conflict is a normal and necessary part of

healthy relationships. ( ① ) After all,

two people can’t be expected to agree on

everything at all times. ( ② ) When

conflict is not managed well, it can harm

the relationship. ( ③ ) When handled in

a respectful and positive way, conflict

provides an opportunity for growth,

ultimately strengthening the bond between

two people. ( ④ ) By learning the skills

you need for successful conflict resolution,

you can face disagreements with

confidence and keep your personal and

professional relationships strong and

growing.

(A) (B)
① Otherwise - Likewise
② For example - In conclusion
③ For example - On the other hand
④ Otherwise - In short

① 중세시대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② Plato와 Alexander의 스승이었다.

③ 실질적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는 것만을 

이론으로 간주했다.

④ 정치학과 윤리학에 관해 많이 썼다.

51.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

한 것은? (6점) 

① the sufficient funds

② the natural resources

③ the creator's permission

④ the substantial economic profit

52.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7점) 

Therefore, learning how to deal with

conflict - rather than avoiding it - is

crucial.

53.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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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 is the first step

to being well prepared to face a natural

disaster. Most of all, people need to know

exactly what natural disaster can strike

their area, and how they can minimize

exposure to danger. For example, the

safest place during a tornado is the

basement of a sturdy building. The most

secure place during an earthquake is

outside in wide-open areas, away from

anything that might collapse, or under

desks or tables that can protect against

falling debris. The best place during a

hurricane is far enough from the coast that

huge water surges are not a threat. Next,

everyone should memorize which radio and

TV stations give reliable forecasts and

crisis warnings. Also, people need to learn where

hospitals and public shelters are locate

and alternate routes to them if streets are

blocked.

(A) But they changed their minds when

they realized how slow they were and how

many mistakes they were making. The

participants needed almost a second of

reaction time to press a button when

seeing colored crosses and shapes at the

same time.

(B) But if the students were asked to spot

first the crosses, and then the forms, the

process went almost twice as quickly. This

experiment shows multitasking does not

increase efficiency.

(C) She asked students to identify both

colored crosses and geometric shapes. At

first, this task seemed quite simple to

them.

High-context cultures leave much of the

message ____________ ― to be understood

through context, nonverbal cues, and

between-the-lines interpretation of what is

actually said. By contrast, low-context

cultures expect messages to be explicit and

[54-55]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54.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7점) 

① Hiding underground

② Knowing the causes

③ Avoiding going out

④ Gathering information

55. 밑줄 친 locate의 알맞은 형태는? (5점) 

① to locate

② locating

③ located

④ being location

56. 주어진 글의 다음에 이어질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7점) 

A psychologist demonstrated that our

efficiency decreases when we try to

complete two simple tasks at the same

time.

① (A) - (B) - (C)

② (B) - (A) - (C)

③ (C) - (A) - (B)

④ (C) - (B) - (A)

[57-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9 -

specific. The former are looking for

meaning and understanding in what is not

said, in body language, in silences and

pauses, and in relationships and empathy.

The latter place emphasis on sending and

receiving accurate messages directly, and

by being precise with spoken or written

words.

Plato divided the world into an “apparent”

world that appears to us through our

senses, and a “real” world that we can

grasp through the intellect. For Plato, the

world we perceive through the senses is

not “real” because it is changeable and

subject to decay. Plato suggests that there

is also an unchanging, permanent “real

world” that can be attained with the help

of the intellect. This idea comes from

Plato’s study of mathematics. The form or

idea of a triangle, for example, is eternal

and can be grasped by the intellect. The

idea of a triangle will always be true,

whether anyone is thinking about it or not.

But, the triangular things that do exist in

the “apparent” world are reflections of this

idea or form of the triangle.

57.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7점) 

① revealed

② unhidden

③ explained

④ unspecified

58. 밑줄 친 The latter가 가리키는 것은? (5점) 

① Low-context cultures

② High-context cultures

③ Spoken or written words

④ Relationships and empathy

[59-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9.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6점) 

① Triangles: Reflections of the Idea of Mathematics

② Why We Should Study Plato’s Study of Mathematics

③ Our Senses Used to Understand an “Apparent”

World

④ Plato’s Two Divided Worlds: an “Apparent”

and “Real” World

60. 밑줄 친 decay와 가장 의미가 가까운 

것은? (6점) 

① decline

② prosperity

③ improvement

④ prog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