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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어 (25문항)
[1∼2] 다음은 방송 보도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뉴스 진행자: 요즘은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전화가 아니

라 스마트폰 배달앱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배달앱(배달어플리케이션)에 편리한 기능이 많아서일 
텐데요. 특히 다른 손님이 남겨놓은 후기를 참고하여 
더 좋은 음식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죠. 그런데 배달 음식 후기 때문에 배달 업체 
사장님들은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기자: 혼자 자취를 하는 여성이 볶음밥을 주문했습니
다. 맛이 없어서 돈값을 못한다는 생각에 본인이 
이용했던 배달앱에 후기를 남겼습니다. 

[삽입 영상]
여성: 주소까지 남겨져 있으니까 사장이 전화해서 다짜

고짜 욕을 막 하고 후기를 지워라, 남의 장사 망하
게 하려고 작정했느냐. 이러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심지어 내가 너희 집 주소 아는데 10
분 내로 찾아가겠다고 협박까지 해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뉴스 진행자: 무척 놀랐겠는데요.
기자: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자연스러

운 행위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공격을 당하게 되
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황당하죠. 

뉴스 진행자: 그런데 반대로 손님이 식당을 상대로 심
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기자: 네. 손님이 후기를 굉장히 악의적으로 남기는 경
우도 있어요. 

[삽입 영상] 상을 엎어버린 채로 사진을 찍어 올린 배
달앱 후기(클로즈업)

기자: 쿠폰 하나 깜빡 잊고 안 넣어줬다고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절대로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후기도 있고 치킨집인데 팔지도 않는 피자
가 맛이 없다는 식으로 후기를 달아놓은 경우도 
있어요. 장난으로 올린 후기에 자영업자들이 큰 피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뉴스 진행자: 진짜 손님들이 맞을까요? 경쟁 업체가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기자: 네. 경쟁 업체에 의해 악용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삽입 영상]  
남성: 우리 가게가 시에서 6개월 정도 매출 1위를 지키

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악성 후기가 지속적으로 달리
면서 순위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가뜩이나 일손
이 모자라는 판국인데 앉아서 후기 관리를 해야 하
나 하는 생각을 하면 일할 의욕이 안 생깁니다.

뉴스 진행자: 그런데 보통 배달앱을 이용하는 가게가 
영세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기자: 네. 전국적인 규모의 체인 업체는 자체적인 마케팅 
능력이 있어서 배달앱 후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영세한 식당은 동네장사를 하다 보니 후
기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진행자: 참으로 답답하겠네요.  
기자: 사실은 후기를 남기는 것이 소비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아니겠습니까? 
뉴스 진행자: 결국 배달앱 사용의 문화적 성숙과 소비

자들의 합리적인 판단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겠군
요. 우리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윈윈 할 수 있는 지
점을 찾아야 된다는 과제가 남겨졌습니다.

1. 다음은 위 방송 보도를 위한 사전 제작 회의의 일부
이다. 방송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뉴스 진행자: 요즘 음식 배달앱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
런데 최근에 배달앱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문제점
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배달앱을 통한 배달 음식 
후기로 인해 발생되었던 부정적인 사례를 중심으
로 보도를 합시다.··········································①

기자: 그렇다면 손님의 피해 사례라든가, 식당 주인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성숙하지 못한 후기 작성 
문화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는 보도를 
하는 것이 좋겠어요. 물론 소비자의 알 권리도 중
요하기 때문에 후기 작성 문화의 긍정적인 면도 
언급을 해 줘야 하겠지요.·······························②

뉴스 진행자: 골목상권에서 규모가 작은 식당을 운영하
는 자영업자가 매출을 늘리려면 배달앱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영업자가 배달앱을 사용
하려면 매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더군요. 배달앱 
사업자의 이윤만큼 자영업자가 손해를 본다는 점
도 지적을 해야겠지요.····································③

카메라맨: 저는 기자와 함께 일단 소비자와 자영업자를 
모두 취재해야겠군요. 그리고 배달앱을 통해 작성
된 후기를 찾아보겠습니다. 후기 작성의 문제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장면을 골라 적절하게 방송 화
면에 담겠습니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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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 보 기 1 >
‘ㅚ’와 ‘ㅟ’는 단모음이지만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

는 사람이 더 많아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
용한다. ‘ㅢ’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인
데, 단어의 첫음절 이외에 나오는 ‘의’는 [ㅣ]로, 조
사 ‘의’는 [ㅔ]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 보 기 2 >
 갑: 우리 끝말잇기 놀이 하자. ㉠ 의사!
을: ㉡ 사회주의!
갑: ㉢ 의리!
을: 음. 두음법칙 되는 거지? ㉣ 이의!
갑: 또 ‘의’로 끝나는 단어야? 그럼 나는 ㉤ 의의!
을: ‘의의’가 뭐야?
갑: ‘남북 정상 ㉥ 회담의 의의’라고 할 때 그 의의!
을: 아. 그렇구나. 그럼 난 ㉦ 의미!
갑: 미, 미네랄! 하하.

2. 다음은 시청자가 위 방송을 보면서 떠올린 생각이
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규모 음식점 체인 업
체에 비해 영세한 업체가 
배달앱 후기의 영향을 얼
마나 많이 받는지 구체적
인 정보를 제시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장난스러운 후기 때문
에 소상공인들이 어처구
니없는 피해를 보다니! 
후기를 쓸 때나 평가할 
때 신중해야겠어.······ⓑ

  후기를 남기는 것이 
소비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
이라고 했는데 적절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스마트폰 배달앱을 활
용하여 별점이 가장 많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
했던 일이 떠올라.······ⓐ

  배달앱···!

① ⓐ: 뉴스를 들으며 관련된 경험을 떠올렸다.
② ⓑ: 뉴스 속 인물의 심정에 공감하며 들었다.
③ ⓒ: 뉴스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며 들었다.
④ ⓓ: 뉴스 보도의 공정성을 판단하며 들었다.

3.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 중 단모음
만으로 발음이 가능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①  ㉡, ㉥            ② ㉠, ㉢, ㉦
③  ㉡, ㉣, ㉥        ④ ㉠, ㉢, ㉣, ㉤, ㉦

[4∼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
회에서 ‘틀리다’와 ‘다르다’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자
는 말이 일종의 유행어처럼 돼 버렸다. ⓐ 우리가 알아
야 할 점은 다문화 가정은 여전히 ‘다른’ 존재가 아닌 
‘틀린’ 존재로 우리 사회의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보편적인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의 시선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단일민족주의 관념
은 뿌리가 깊다. 과거, 반도로 대변되는 지형학
적 특수성과 잦은 외침을 겪은 역사적 배경 때문
이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전 지구적 단
위로 교통 및 통신망이 구축된 지금, 지구촌이라
고 해도 무방한 이 시대에 아직도 우리가 우리와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쉽게 배척하려 든다는 것
은 너무도 편협한 태도이다. 우리가 시급하게 고
쳐야 할 점이다.
  그리고 ⓒ 다문화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
템이 미비하다는 것도 개선해야 할 점이다. 정도
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문화 가정이 경
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에 못 미치는 가정이 68.9%나 된다. 결
혼 이민 여성들은 취업을 원하지만 현실은 ㉠ 녹
록지/녹록치 않다. 육아와 가사 부담으로 취업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고, 여건이 갖
추어진다고 하더라도 취업 기회가 제한적이다.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법 
조항의 대부분이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을 
거두기가 힘들다. 결혼한 이민자가 쉽게 헤어지
고 그 자녀가 쉽게 학업을 그만두는 것은 그들이 
뿌리내려야 할 토양이 너무 척박하기 때문이다.
  ⓓ 강조되어야 할 점은 우리는 외국인과 다문
화 가정 구성원들이 우리 문화에 동화되기를 바
라면 안 된다.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공유하려
는 태도가 필요하다. 단일민족주의의 신화를 버
리고, 다양성이 우리 사회를 더욱 크고 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믿음
이 내면화될 때까지 사회적 캠페인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이 이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그들이 사회 속
에서 나름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 역시 혼란스러운 정책을 
거두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움직임을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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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가)

 (나)

(출처: 여성가족부 ‘2015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 단언건대/단언컨대 이제 ‘튀기’라는 말이 더 
이상 비속어로 쓰일 수 없다. 그 단어가 관용과 
화합의 상징으로, 이 사회의 다문화적 정체성을 
대변하는 아름다운 단어로 쓰여야 한다. 다양한 
색과 여러 형태의 무늬가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
듯 서로 다른 것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것이 아
니겠는가? 

4. 다음은 윗글을 쓰기 위한 작문 계획이다. ㉮～㉱ 중 
윗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작문 계획 및 개요>

-작문 과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당면

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함.

-작문 목적: 인식과 행동의 변화 촉구(설득하기)····㉮

-개요

 ◇서론 (문제 제기: 다문화 사회의 장애물은?)

 ◇본론1 (문제 상황 인식)······························㉯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 시스템 부족

 ◇본론2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

   - 정부 차원의 법과 제도 개선

 ◇결론(주장 강조: 다문화인의 적응을 도와야 함.)··㉱

  ① ㉮       ② ㉯       ③ ㉰       ④ ㉱

5. [A]∼[D] 중 (가), (나)의 활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에서 다른 문화를 배척하려 드는 우리의 태도
를 지적하기 위해 (가)를 활용한다.

② [B]에서 이민 여성이 취업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가)를 활용한다.

③ [C]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 주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기 위해 (나)를 활용한다.

④ [D]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가 관
용과 화합의 태도를 가져야 함을 역설하기 위해 
(나)를 활용한다.

6. 다음을 참고할 때 ⓐ∼ⓓ 중 고칠 필요가 없는 것은?
  
 거위의 소망은 자신이 하늘을 날기를 바란다. 

  è 이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둘 이상인 겹문장으
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홑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거위의 소망은 바란다.
(나) 자신이 하늘을 난다.
위의 겹문장이 어색한 이유는 두 문장 중에서 (가)

에 쓰인 주어와 서술어 간의 호응 관계가 어색하기 때
문이다. 서술어 ‘바란다’는 그런 동작을 할 수 있는 주
체를 주어로 요구하므로, 주어 ‘거위의 소망은’과 함께 
쓰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고치려
면 서술어 ‘바란다’에 어울리는 주어가 와야 한다. 이에 
따라 밑줄 친 문장을 자연스럽게 고치면 ‘거위는 자신
이 하늘을 날기를 바란다.’ 혹은 ‘거위의 소망은 자신이 
하늘을 나는 것이다.’가 된다.

  ① ⓐ       ② ⓑ       ③ ⓒ       ④ ⓓ

7. 윗글을 단어 수준에서 고쳐쓰기를 하려고 한다. 다음 
<보기>를 기준으로 ㉠과 ㉡을 바르게 고친 것은?

< 보기 >

국립국어원 온라인 게시판

 질문자

  ‘넉넉지’와 ‘넉넉치’, ‘단언건대’와 ‘단언컨대’ 중 

어법에 맞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국립국어원

  ‘간편하게’는 줄여서 ‘간편케’라고 하죠? 이럴 때 

한글맞춤법 제40항의 규정처럼 ‘ㅎ’이 남아 다음 첫

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

니다. 그런데 ‘ㄱ, ㄷ, ㅂ’ 같은 안울림소리 받침 뒤

에서는 ‘하’가 아예 줄어든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건대’는 ‘생각건대’로 쓰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   ㉠   )와 (   ㉡   )가 맞는 표현입니다.

       ㉠             ㉡

① 녹록지        단언건대    
② 녹록치        단언컨대   
③ 녹록지        단언컨대    
④ 녹록치        단언건대



- 5 -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류학자들은 한 사회의 문화 체계를 이해하기 위

한 방법의 하나로 친족 연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친족은 주로 혈족과 인척으로 구성된다. 혈족
은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와 같이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인척은 혼인에 의해 나와 
관련을 맺게 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친
족은 혈연과 인척 관계에 의해 굉장히 넓은 범위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각 개인은 이 많은 
사람과 모두 친족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
신과 같은 혈통으로 인정되는 사람들만을 자신의 친
족 집단으로 간주한다. 이때 혈통을 어떻게 따지느냐
가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이 혈통을 따지는 규칙 또
는 원칙을 출계율이라 하고 이 출계율에 따라 형성
된 집단을 출계 집단이라고 한다. 물론 출계율은 문
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만 보면 부계와 모계의 혈통을 
모두 따르는 양계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사회에서는 부계든 모계든 
어느 한쪽으로만 출계를 따지는 단계율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출계 집단에서는 대부분 자신
의 출계 집단 밖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외혼율이 
나타난다. 즉 근친상간 금제의 규칙을 가지고 출계 
집단 내에서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외혼율이 단계 출계 집단을 형
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예를 ‘반족(半族)’이라고 
불리는 출계 집단에서 찾을 수 있다.

반족은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단순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친족 조직으로, 하나의 사회가 두 개의 출
계 집단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 그 각각의 출계 집
단을 의미한다. 반족은 다른 출계 집단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외혼(外婚)의 관습을 중요한 특징으로 가진
다. 가령 반족에 해당하는 A와 B 두 개의 출계 집단
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A와 B는 모두 아버지 쪽의 
혈통으로 친족이 형성되는 부계 혈통을 따른다고 가
정하자. 이 경우 A 집단의 남자들은 외혼율에 따라 
반드시 B 집단에서 배우자를 선택해야만 한다.

가령 A 집단의 남자 구성원인 ‘갑’을 중심으로 보
았을 때 ‘갑’의 아버지, 삼촌, 고모는 원래 A 집단의 
성원들이고, 그들의 배우자인 어머니, 숙모, 고모부 
등은 원래 B 집단의 성원들이다. 또한 ‘갑’의 이모와 
외삼촌은 어머니와 함께 원래 B 집단의 성원이지만, 
그들의 배우자인 이모부와 외숙모는 원래 A 집단의 

성원들이다. 하지만 아버지 쪽 부계 집단의 남자들인 
아버지와 삼촌은 그대로 A 집단의 성원으로 남고, 
고모는 결혼을 하면 결국 B 집단의 성원이 된다. 또
한 어머니의 오빠나 남동생인 외삼촌은 B 집단의 성
원으로 남지만, 어머니의 언니나 여동생인 이모는 결
혼 후 어머니와 같이 A 집단의 성원이 된다. ‘갑’과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촌들만 보면 반족의 구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즉 아버지의 남자 형제들의 자식인 
친사촌은 모두 A 집단에 소속되지만, 아버지의 누나
나 여동생의 자식인 고종사촌들은 모두 B 집단의 성
원이 된다. 또한 어머니의 오빠나 남동생의 자식인 
외사촌들은 모두 B 집단의 성원이 되지만, 어머니의 
언니나 여동생의 자식인 이종사촌들은 모두 ‘갑’과 
같은 A 집단의 성원이 된다. 이때 ‘갑’과 함께 A 집
단에 소속된 사촌들을 평행 사촌이라 하고, ‘갑’과 달
리 B 집단에 소속된 사촌들을 교차 사촌이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세대가 누적되면 부계 혈통을 따르
는 각 집단의 남자 자손들은 원래 자신의 집단에 남
게 되고, 여자 자손들은 혼인을 통해 다른 집단으로 
소속이 바뀌게 된다. 이로써 각 집단은 부계의 후손들
만으로 가계가 이어지면서 하나의 단합된 단계 출계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모
계 친족 집단에서도 같은 원리로 적용된다. 이때 외혼
율은 집단 내의 구성원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성
적인 갈등 관계를 차단하고, 혼인을 통해 두 친족 집
단이 인척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집단과 집단 사이의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막는 장치로 기능한다. 또한 
외혼율은 단계 출계 집단 내에서만 재산이 이전되도
록 하여 집단 내 자산 기반의 응집력을 높여 주는 기
능도 한다. 이로써 외혼율은 단계 출계 집단을 형성하
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8. 윗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혈족과 인척의 의미
② 친족의 범위를 결정하는 규칙
③ 반족의 구성원이 결정되는 방식
④ 양계율을 잘 보여주는 반족의 사례

9.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집단 내 구성원들의 성적인 갈등 관계를 차단한다.
② 집단 내 자산 기반의 응집력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③ 외혼율은 평행 사촌보다 교차 사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④ 근친상간 금제의 규칙은 단계 출계 집단을 형성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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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C와 D는 반족에 해당하는 두 개의 출계 집단으
로, 외혼율을 따르는 부계 친족 집단이다. 이때 C를 
출계 집단으로 삼고 있는 ‘나’는 C 집단 내에서 다
음과 같은 가계에 속해 있다.

1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어머니’와 ‘형’의 ‘처’는 소속 집단의 이동이 있었
겠군. 

② ‘나’가 평행 사촌과 결혼할 경우 외혼율을 어기는 
것이 되겠군.

③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면 소속 집단이 C에서 
D로 바뀌겠군.

④ ‘아버지’에게, 결혼한 누이가 있다면 ‘아버지’와 
같이 소속 집단에 변화가 없겠군.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판매원이 바코드스캐

너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바코드에 포함된 
정보를 읽어 내는 시스템은 스캐너, 디코더 및 컴퓨
터로 구성되어 있다. 스캐너는 레이저 빛을 쏘는 부
분과 빛을 검출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바코드에 
빛을 쏘면 바코드의 검은 막대 부분은 적은 양의 빛
을 반사하고, 흰 부분은 많은 양의 빛을 반사한다. 
스캐너는 이렇게 반사된 빛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고, 
이를 다시 0과 1로 바꾼다. 디코더는 이 정보를 문
자와 숫자의 부호로 변환하는 디코딩 과정을 거쳐 
컴퓨터로 전송한다. 그래서 물건이 계산기에 설치된 
바코드스캐너를 통과하면 바로 컴퓨터에서 금액, 판
매량 등 각종 정보를 집계할 수 있다.

<그림 1>은 1948년에 만들어진 최초의 바코드이
다. 나란히 나열된 선 모양을 가
지고 정보를 배열하기 때문에 1차
원 바코드라 부른다. <그림 1>은 
검은 바탕에 4개의 흰 줄이 그어
져 있다. 이 중 1번 줄은 기준선
이 되고 나머지 세 줄이 정보를 

제공하므로 세 줄 바코드라 부른다. <그림 1>에서 
나머지 2, 3, 4번 줄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정해

진 곳에 흰 줄이 있는 경우는 1을, 흰 줄이 없는 경
우는 0을 나타낸다. 여기서 4번 줄은 이진수 뒤에서 
첫 번째 자리, 3번 줄은 이진수 뒤에서 두 번째 자
리, 2번 줄은 이진수 뒤에서 세 번째 자리를 나타낸
다. <그림 1>은 기준선 이외에 세 개의 선이 다 그
어져 있으므로 이것은 이진수로 111을 의미하고, 이
를 십진수로 환산하면 1×22 + 1×21 + 1×20=7이 
된다. 이렇게 십진수로 환산된 숫자에 물건에 대한 
정보를 대응시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다. 세 줄 바
코드에서는 0～7까지의 여덟 가지를 표시할 수 있지
만, 한 자릿수가 더 늘어나 네 줄 바코드가 되면 24

이 되어 세 줄 바코드보다 여덟 가지를 더 표현할 
수 있다. 이같이 바코드 줄의 수를 늘림으로써 정보
의 양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최초의 바코드와는 달리 최근에 쓰이는 1차원 바
코드는 선이 매우 많고,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그림 2>에서와 같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표준형 바
코드에 표시되어  있는 숫자
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림 
2>를 보면 8801234567893
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다. 여

기서 앞의 세 자리는 국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데, 880은 우리나라의 국가 표시이다. 그 다음의 숫
자인 1234는 5와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국가 표
시 다음부터 띄어쓰기 전까지의 숫자 1234는 제조업
체를 나타내는 정보이며, 띄어쓰기 이후에 나타나는 
숫자들 중 마지막 숫자를 제외한 56789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정보이다. 마지막 숫자 3은 검
증 코드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바코드에서 읽은 정보
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 1차원 바코드보다 나중에 등장한 2차원 바코드
는 사각형 안에 정보를 담는다. 
<그림 3>은 대표적인 2차원 
바코드인 ㉡ QR 코드이다. QR 
코드에 담긴 정보를 읽는 기본 
원리는 1차원 바코드와 유사한
데, 바둑판무늬가 밝은색이냐 
어두운색이냐에 따라 0과 1로 
구분한다. 1차원 바코드가 가로 
방향으로만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데 비해, QR 코
드는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정보를 담을 수 있으므
로 1차원 바코드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
다. 또한 QR 코드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와 더불
어 광고, 홍보 부문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QR 코드의 위치 표지와 관련이 있다. <그림 
3>처럼 QR 코드의 사각형 모서리 세 곳에는 큰 네모 
상자가 있는데, 이들은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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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가)                   (나)
  (가)는 세 줄 바코드로 1번 줄은 기준선이고 나머지 줄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데, 4번 줄은 흰 줄이 없다.

때 위치를 찾기 위한 표지가 된다. 즉 소비자가 스마트
폰으로 QR 코드를 거꾸로 찍어도 큰 네모 상자로 인
해 정보를 읽는 데는 문제가 없게 된다. 남은 한 군데 
모서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는 작은 네모 상자가 있
는데, 이것은 QR 코드의 기준점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의 초점을 QR 코드에 맞추도록 해 주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소비자는 스마트폰의 QR 코드 인식 애플리케
이션으로 QR 코드를 찍음으로써 여기에 담긴 상품
의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진, 홍보 동영상, 할인권 
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11. 윗글에서 답을 확인할 수 없는 질문은?
① 최초의 바코드와 최근의 바코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② 바코드의 정보를 읽어 내는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③ 1차원 바코드에 비해 2차원 바코드의 장점과 단점

은 무엇인가?
④ 바코드스캐너를 통해 물건의 정보를 획득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를 십진수로 환산한다면 7이 되겠군.
② (가)에서 4번 줄에 흰 줄이 있으면 여섯 가지 정

보 중에 하나를 표시할 수 있겠군.
③ (나)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상품으로, 검증 코드는 

‘1’이 되겠군.
④ (가)와 (나)의 정보 표시 방향은 다르다고 할 수 

있군.

1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 ㉡의 정보 표시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② ㉠과 ㉡의 정보를 읽는 기본 원리는 유사하다.
③ ㉠에 비해 ㉡은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
④ ㉠은 ㉡과 달리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대상의 위치

를 확인할 수 있다.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열을 차단한 용기 내에 같은 양의 100℃의 

물과 20℃의 물을 1기압의 상태에서 섞어 놓으면 6
0℃가 된다. 이처럼 온도가 다른 물을 섞었을 때 물
의 온도가 평형을 이루는 현상을 18세기에는 어떻게 
설명했을까? 18세기 화학자 블랙은 이러한 현상을 설
명하기 위해 열을 차단한 용기에 뜨거운 물체와 찬 
물체를 접촉시켜 놓으면 두 물체의 온도가 결국 같아
진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물 온도가 평형에 이르
는 것은 높은 온도 쪽에서 낮은 온도 쪽으로 무언가
가 옮아가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블랙은 이때 옮아가
는 것이 물질이라고 보고, 이를 ‘칼로릭’이라 불렀다.

(나) 블랙의 칼로릭설이 발표되자 여러 학자가 주
목했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로 화학자인 라부아지에를 
들 수 있다. 라부아지에는 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최초의 열량계를 고안했으며, 칼로릭설을 믿고 칼로릭
을 산소, 질소, 수소 등과 함께 하나의 원소로 분류했
다. 또한 물질의 상태 변화도 칼로릭과 관련지어 설명
하며 칼로릭이 공급되면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
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고체에서 액체가 
되고,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현상은 칼로릭의 함량이 
점차 늘어나며 일어난 변화라고 해석했다.

(다) 칼로릭설에 대해 의문을 품은 학자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물리학자 톰프슨이다. 톰프
슨은 대포의 포신을 만들기 위해 놋쇠에 드릴로 구멍
을 뚫는 동안 발생하는 엄청난 열에 주목했다. 그는 
놋쇠에서 나오는 칼로릭 때문에 열이 발생하는 것이
라면 언젠가는 열의 발생이 멎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칼로릭설에 따르면, 놋쇠에서 나올 수 있는 칼로릭에
는 분명 한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열은 
전혀 멎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
러한 현상에 주목하며 그는 열이 어떤 물질이 아닐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톰프슨은 열의 칼로릭설을 
부정하는 결과를 얻었으면서도 칼로릭설에 대해 완전
히 부정하지는 못했다. 칼로릭설에 따르지 않고는 열
평형*이나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 칼로릭설이 사실상 부정된 것은 물리학자 줄
에 의해 열과 일 사이의 관계가 입증된 이후였다. 줄
은 열과 일의 상호 변환에 대해 실험적으로 증명하고
자 했다. 줄은 추에 매달린 끈에 의해 돌아가는 날개
바퀴를 물속에 넣고 물의 저항에 의한 물 온도의 상
승을 측정했다. 줄은 실험 장치를 마련하여 대기 온도
와 원통 속의 물 온도를 측정했다. 그는 추를 낙하시
켜 날개바퀴를 회전시켰다. 그런 다음 풀린 끈을 감을 
때 날개바퀴의 축과 원통을 분리하여 날개바퀴의 축
을 고정했다. 이것은 날개바퀴가 물과 마찰하여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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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에너지 변환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
었다. 그는 손잡이를 돌려 추를 감은 뒤, 다시 원통과 
날개바퀴의 축을 연결시켜 추를 낙하시키고 다시 대
기 온도와 원통 속의 물 온도를 측정하여 이전과 비
교해 보았다. 줄은 이 과정을 몇 차례 반복했는데, 이
를 통해 원통 속의 물 온도가 점차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줄은 이 장치를 통해 마찰로 생성된 열의 
양은 일의 양에 비례하며, 열이 일의 변환으로 얻어
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줄의 주장이 여러 학자의 지지를 받으면서 칼로릭
설은 자연히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칼로릭설은 열의 정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
했던 시대에 열에 대해 탐구하며 만들어 낸 결과물이
라는 점에서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열평형: 서로 온도가 다른 물체를 접촉시켰을 경우에, 열이 
흐르다가 같은 온도가 되었을 때 열의 흐름이 정지되는 상태.

14.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 : 온도의 평형 현상에 대한 18세기 학자의 견

해를 글의 화제로 제시하고 있다.
② (나) : 물질의 상태 변화를 칼로릭설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③ (다) : 칼로릭설에 의문을 제기한 학자의 실험을 

통해 칼로릭설을 사실상 부인하고 있다.
④ (라) : 칼로릭설이 부정된 이유와 학문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1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블랙은 물 온도가 평형에 이르는 것을 물질의 이

동으로 설명했다.
② 라부아지에는 고체→액체→기체가 되는 현상을 칼

로릭의 함량 증가로 해석했다.
③ 톰프슨은 실험을 통해 칼로릭이 산소, 질소, 수소

와 같은 물질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④ 줄은 실험을 통해 열과 일의 관계를 증명했다.

16.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열과 일은 서로 무관하며 형태가 다른 에너지다.
② 열과 일은 서로 무관하고 형태만 유사한 에너지다.
③ 열과 일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형태가 같은 에

너지다.
④ 열과 일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형태가 다른 

에너지다.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자가 외쳤다

여기 일생 동안 이웃을 위해 산 분이 계시다

이웃의 슬픔은 이분의 슬픔이었고

이분의 슬픔은 이글거리는 빛이었다

사회자는 하늘을 걸고 맹세했다

이분은 자신을 위해 푸성귀 하나 심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도 자신을 위해 흘리지 않았다

사회자는 흐느꼈다

보라, 이분은 당신들을 위해 청춘을 버렸다

당신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

그분은 일어서서 흐느끼는 사회자를 제지했다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

그때 누군가 그분에게 물었다, 당신은 신인가

그분은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유령인가, 목소리가 물었다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 사회자가 소리쳤다

사내들은 달려갔고 분노한 여인들은 날뛰었다

그분은 성난 사회자를 제지했다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

그분의 답변은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

- 기형도, ‘홀린 사람’

(나)

풀이면 다 뿌리가 있는데     百草皆有根

㉡부평초만은 매달린 꼭지가 없이     浮萍獨無蔕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며     汎汎水上行

언제나 바람에 끌려다닌다네     常爲風所曳

목숨은 비록 붙어 있지만     生意雖不泯

더부살이 신세처럼 가냘프기만 해     寄命良瑣細

연잎은 너무 괄시를 하고     蓮葉太凌藉

행채*도 이리저리 가리기만 해     荇帶亦交蔽

똑같이 한 못 안에 살면서     同生一池中

어쩌면 그리 서로 어그러지기만 할까  何乃苦相戾

- 정약용, ‘고시(古詩) 7’

*행채: 연못이나 늪에 사는 마름과의 한해살이 풀.

17.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화를 간접 인용하여 대상 간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② 독백적 어조로 화자 자신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

내고 있다. 
③ 화자가 바라보는 현실을 비유적인 방식으로 표현

하고 있다. 
④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드러내어 주제에 대한 공감

을 이끌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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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기>는 (가)에 대한 해설이다. <보기>의 ⓐ~
ⓓ를 중심으로 (가)를 설명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기형도의 ‘홀린 사람’은 1980년대를 배경으로 대중
을 호도하려는 권력층, 여론을 선동하고 맹목적으로 
이를 수용하는 대중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
이다. 다음은 이 작품의 인물들을 도식화한 것이다.

① ⓐ: ‘누군가’는 ‘그분’의 실체에 대해 의구심을 제
기하고 있다. 

② ⓑ: ‘사내들’과 ‘여인들’은 ‘그분’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의 모습을 보인다. 

③ ⓒ: ‘사회자’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그분’의 
이타적인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④ ⓓ: ‘사회자’는 여론을 선동하기 위해 ‘누군가’를 
‘미치광이’로 호도하고 있다. 

1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에 비해 직접적인 괄시로 고통을 받는 존

재이다.
② ㉠은 ㉡과 달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판적 인식

을 가지고 있다.  
③ ㉠과 ㉡은 모두 힘 있는 자들에 의해 지배당하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④ ㉠과 ㉡은 모두 권력자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편안

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 소개하는 이 책은 미궁에 대해 의문과 호기

심을 품어 온 한 호사가가 그것의 비밀을 풀어 보겠

다고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해 본 기록들 가운데 하

나이다. 『미궁에 대한 추측』이라는 제목의 이 얇은 

책을 나는 몇 해 전 유럽 일대를 여행하던 중 우연히 

발견했다. 겨우 80페이지 정도인 이 낡은 책은 서기 

1939년 파리에서 간행되었고, 저자는 장 델뤽(Jean 

Delluc)으로 되어 있었다.

 ㉠먼지가 자욱이 내려앉은 고서가의 한 귀퉁이에 

꽂혀 있는 이 책을 보는 순간 솔직히 나는 조금 흥분

하였다. 나는 제목만 보고 두말없이 값을 치렀다. 슐

리만이 호머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는 그때까지 미노스 

왕의 미궁에 미쳐 있었다. 미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

마도 조금은 과장된 표현일 것이다. 하지만 그때 나는 

마침 지중해 일대를 돌며 크레타와 미케네 문명을 답사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오래전에 인류가 이루어 놓은 

문명의 편린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감동이 채 가라앉

기 전에 그 책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연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었던 것이다. ‘미궁에 미쳐 있었다.’는 

문장은 그러니까 그 순간의 나의 그런 들뜬 기분을 간

접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나는 그 책을 쓴 장 델뤽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를 알아내기 위해 파리의 한 대학 도서관을 찾아가기

까지 했었다.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그는 역사가나 

고고학자가 아니었고, 뜻밖에도 거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소설가였다. ㉡1891년에 태어나 1950년에 

죽었고, 오랫동안 한 지방 신문의 편집자 일을 하다

가 말년 무렵에 서너 편의 소설을 써 낸 것으로, 내

가 확인한 대학 도서관의 인명사전은 전하고 있었다.

 고작 세 줄로 압축되어 소개된 그의 대표작은 『악

몽』과 『어두운 외침』이었고, 그것들은 공포물로 분

류되어 있었으며, 당연히 문학사적 의미를 거의 부여

받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 어이없게도 『미궁에 대한 

추측』이라는 작품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 따라서 

나는 내가 찾고 있는 장 델뤽이 『악몽』과 『어두운 

외침』을 쓴 그 장 델뤽인지 아니면 그 둘이 전혀 다

른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 도서관에 장 델뤽

의 저작이 소장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 다행히 『악

몽』이 있었고, 나는 그 책의 작가 소개에서 『미궁에 

대한 추측』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찾아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이 얇은 책도 분명하게 

말하거니와 역사적인 자료는 아닌 셈이다. ㉢추측하

건대 이 책의 저자는 그저 신화와 역사의 수렁을 메우

는 벽돌 조각 하나를 찾는 일 따위에 하릴없이 신명나 

하는, 나와 같은 부류의 몽상가이고, 그는 그러니까 

자신의 머릿속에서 우글거리고 있는 그 허구의 생각들

을 자유롭게(소설이라는 비교적 자유로운 문학 장르에 

기대어) 펼쳐 보이고자 했던 것 같다. 그의 책 속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 뭐 특별히 새롭거나 기발한 것이

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 내용들 가운데 일

부는 내 머릿속으로도 수없이 들락날락하던 것들이었

고, 미궁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이라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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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이상씩 머릿속에 떠올려 보았을 그런 상상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가 이 책을 번역하려고 

하는 것은 이 이색적인 소재를 가지고 한 편의 작품

을 만들어 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한 

단순한 감격 때문인지 모른다. 그의 미궁은 나의 미

궁이기도 하였던 까닭이다. 하지만 내가 처음부터 이 

책을 번역하겠다고 나선 것은 아니었다. 나에게 이 

책은, 그 작가의 미미한 존재와 더불어, 문학적 가치

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심어 주지 못했다. 어느 곳

에서도 나는 그 작가의 이름을 다시는 들어 보지 못

했고, 이 책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다. 이 책을 읽은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었을지 의심스러웠다. 거

기다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소수의 

색다른 취향을 가진 몽상가들을 제외하면 그다지 유

인력이 있어 보이지 않아서 오랫동안 소개할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           <중략>

 이 책을 집어든 당신의 정신이 낡은 관념으로 너무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지만 않다면, 저자와 함께 4천 

년 전의 크레타로 상상력의 여행을 떠나 보는 것은 매

우 색다르고 흥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

한다. 우리의 정신은 종종 이색적인 경험을 통해 고양

되기도 하는 법이다. 상상력이란, 이를테면 다이달로

스가 그의 아들 이카로스와 함께 만들어 달고 미궁을 

빠져나왔다고 하는 그 밀랍의 날개와 같은 것이다. 이 

책이 부디 독자들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 주기를, 그리

하여 미궁과 같은 이 세상을 빠져나가 시실리의 풍요

롭고 자유로운 하늘로 날아갈 수 있게 되기를…….

 너무 장황해진 느낌이다. ㉣이 책에 대해 너무 많

은 것을 미리 말해 버림으로써 혹 독자들의 호기심을 

빼앗지나 않았는지 걱정된다. 만일 그랬다면, 그것은 

전혀 나의 의도가 아니었음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기 

바란다.       

      - 이승우, ‘미궁에 대한 추측’

2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번역자가 쓴 역자 서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ㄴ. 문헌 자료를 통해 한 인물의 삶을 추적하고 있다.
ㄷ. 신화 속 인물의 삶을 분석하며 이색적인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ㄹ. ‘장 델뤽’의 문학사적 성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기심보다 사실관계에 대한 실증적 태도가 필요
함을 역설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쓴 작가의 의도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이 작품은 하나의 이야기 속에 ‘장 델뤽’이 쓴 소
설 『미궁에 대한 추측』이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액자소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내
부 이야기에서는 폭설로 우연히 한 집에 모인 네 
사람이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고,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도 증명된 크레타 섬에 있었던 미노스 왕의 
미궁에 대해 각자 자신의 생각을 제시한다. 법률가
는 미궁을 감옥으로, 종교학자는 신전으로, 건축가
는 다이달로스라는 예술가의 작품으로, 연극배우는 
드라마틱한 사랑의 결과물로 설명하는데, 작가는 중
립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견해를 전하며 ‘장 델뤽’의 
상상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① ‘미궁’의 고고학적 발굴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신화를 설명하고자 하는군. 

② 내부 이야기를 통해 ‘미노스 왕’의 ‘미궁’이 신화에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자 하는군. 

③ 직업에 따라 관심 분야가 다르듯이 상상력에도 수
준의 차이가 있음을 얘기하고자 하는군.  

④ 소설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며, 그 내
용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자 
하는군.

2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크레타와 미케네 문명 답사 후 ‘미궁’에 대한 

호기심이 고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 ‘장 델뤽’이 실존했던 인물이었다는 개연성을 

높이기 위한 소설적 장치이다. 
③ ㉢: ‘장 델뤽’이 서술자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

의 고증을 위해 다양한 몽상을 하는 역사가임을 나
타내고 있다. 

④ ㉣: 서술자가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독자의 양해를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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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637년 1월 18일

 18일에 홍서봉, 최명길, 윤휘에게 국서를 주어 적

진에 보내니 용골대가 “마부대가 다른 데에 나갔으니 

받지 못하노라.” 하고 또 이르기를, “내일이나 모레 

두 날 중에 싸우리라.”했다. 이때 국서의 내용은 이

와 같았다.

 조선 국왕 모(某)는 대청국 관온 인성 황제께 
글을 올립니다. 엎드려 명지(明旨)를 받으니 간
절히 책망하신 것은 지극하게 가르쳐 주신 것으
로서 추상(秋霜) 같은 엄한 말 가운데 따뜻한 봄
기운의 뜻을 담으셨으니 엎드려 읽음에 황송하고 
감사하여 몸 둘 곳이 없습니다.
  대국의 위엄과 덕이 멀리까지 더하고 모든 제
후의 나라가 사례해야 마땅하고 천명과 인심이 
돌아갔으니 크나큰 명(命)을 새롭게 가다듬을 때
입니다. 소방*(小邦)이 10년 형제로서 도리어 죄
한 것이 많으니 미치지 못할 뉘우침이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것은 다만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어 옛 버릇을 한결같이 씻어 버리고 온 나라
가 명을 받들어 여러 제후국과 대등하게 되는 것
뿐입니다. 진실로 위태로운 심정을 굽어 살피시
어 극진히 구완하시고 스스로 새롭게 되기를 허
락해 주신다면 문서(文書)와 예절(禮節)은 당연
히 행해야 할 의식(儀式)이 있으니, 강구하고 정
해서 시행하는 것이 오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에서 나오라고 하는 명은 진실로 어진 뜻이지
만 포위된 것이 풀리지 않았고 황제의 노여움이 
크니 ㉡ 이곳에 있어도 죽고 성에서 나와도 또한 
죽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용기(龍旗)를 우러러보
며 죽음의 갈림길에서 결단하자니 그 심정이 또
한 서럽습니다.
  소방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이러하니 이것이 
경계함이요, 명(命)에 따르는 것입니다. 황제께서 
바야흐로 만물을 살리는 천지의 마음을 갖고 계신
다면 소방이 어찌 온전히 살려 주고 관대하게 길
러 주는 대상에 포함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황제의 덕이 천지 같으니 감히 실정을 드러내 말
하고 공손히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는 이조 판서 최명길이 지은 것이다.

  예조 판서 김청음(김상헌)이 비국(비변사)에 들어가 

이 편지를 보고 손으로 찢고 실성통곡하니 곡성이 대

궐 안에 사무쳤다.

이로 인하여 김 공이 최명길에게 이렇게 일렀다.

“대감이 차마 어찌 이런 일을 하시오?”

  그러자 명길이 가만히 웃으며 말하였다.

“대감이 편지를 찢었으니 우리는 당당히 죽으리라.”

 그러고는 종이를 낱낱이 주워 모아 붙였다.

병조 판서 이성구가 크게 화를 내며 일렀다.

“대감이 전부터 척화하여 나랏일이 이에 이르렀으

니 대감이 마땅히 적진에 갔으면 하오.”

김청음이 대답하였다.

“내가 죽고자 했으나 자결하지 못했더니 만일 적진에 

보내어져 죽을 곳을 얻으면 이는 그대의 은혜로다.”

㉢김청음은 말을 마치고 하처(何處)로 나가서 사람

을 만나면 통곡하기를 그치지 않고 이날부터 밥을 먹

지 않고 스스로 죽기를 기약하였다.

1637년 1월 19일

  19일에 최명길과 윤휘가 적진에 가서 국서를 전했으

나 끝내 답서를 내어 주지 않았다. 그래서 우상(右相) 

이하(以下)가 그냥 돌아오니 참판 한여직이 일렀다.

“㉣국서에 한 글자를 쓰지 않았으니 내 이미 답서를 

주지 않을 줄 알았노라. 한 글자는 실로 클‘거(巨)’

자라. 이제 김 공이 하처로 나갔으니 이때를 타서 

그 글자를 급히 써야 할 것이오.”

 그러자 명길이“그 말이 옳다.”하고는‘신(臣)’

자 쓰기를 정하였다.

                    <하략>

1637년 1월 21일

 21일 동틀 무렵에 우상 이하가 적진에 가서 국서를 

전하고 저녁에 다시 나아가 답서를 받으려 했다. 그러

나 출성(出城)하기와 척화 신하들을 잡아 보내는 일을 

임금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적들이 크게 노하

여 국서를 그냥 보내고 답을 주지 않았다. 

<하략>

1637년 1월 23일

 23일에 임금에게 병이 있어 몸이 불편하였다. 내국

이 가져온 약재가 다만 정기산 열 첩뿐이었다. 정기산 

두 첩을 지어 진어하니 즉시 나으셨다.

적이 척화신을 보내지 않는다고 화친을 허락하

지 않으니, 체부* 중군 신성인과 남양군 홍진

도, 구굉이 밤새도록 적진에 왕래하며 가만히 

의논하였다. 그런 후에 수원, 죽산의 장관(장

수) 등과 훈련도감 초관 수백 명을 부추겨 먼저 

체부에 갔다. 그리고 칼을 어루만지며, 임금 앞

에 가서 척화신을 내놓으라 할 것을 보챘다. 대

개 수원부사는 구인후요, 죽산부사는 구인기, 

군병은 구굉에게 속했고, 신경진이 훈련대장이

었는데, 이것이 모든 군병의 뜻은 아니었다. 

- 작자 미상, ‘산성 일기(山城日記)’

* 소방 : 소국(小國).

* 체부 : 체찰사가 지방에 나가 일을 보던 관아.



23. [A]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글쓴이 자신은 낮추고 상대방은 극진히 높이고 있다.
② 글쓴이의 처지를 설명하며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

고 있다. 
③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상대방를 대하겠다는 의

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상대방의 명(命)에 따르되 대등한 관계는 유지되

기를 원하고 있다. 

24. [㉮]에 나타난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물에 대한 평가와 논평을 제시하고 있다. 
② 사건의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③ 인물들이 한 사람의 명령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

직이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④ 임금 앞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하는 인물들

에 대한 거부감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다.

2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과거와 달리 조변석개(朝變夕改)하겠다는 마

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 ㉡: 성에서 나오라는 상대방의 주장이 자신에게는 

진퇴양난(進退兩難)임을 드러내고 있다.
③ ㉢: ‘김청음’이 사생결단(死生決斷)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 
④ ㉣: ‘한여직’은 자신이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있었

음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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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학 (20문항)
1. log  (은 정수, ≤)일 때,  
    의 값은?

   ① 
      ② 

       ③ 
      ④  

2. 두 자연수  과 이 아닌 양의 실수    
   에 대하여     이 성립할 때,  
   의 최솟값은?
    
   ①       ②       ③      ④    

3. 아래 그림은 유리함수  

 의 그래  
   프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의 두 점근  
   선의 교점이 일 때  의 
   그래프가 지나는 모든 사분면은? 
   (단, 와 는 상수이다.)

    ① 제  사분면    ② 제  사분면
    ③ 제  사분면    ④ 제  사분면
     

4. 집합   ≤에 대하여  에서    
   로의 함수 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실수 의 값은?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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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좌표평면 위의 점  와 유리함수
     

 의 그래프 위의 점 에 대하  
   여 두 점 , 사이의 거리의 최솟값은?

  ①      ②     ③     ④ 
 

6. 두 수열 , 에 대하여
       lim

→∞



 , lim

→∞



 

   일 때, lim
→∞


  의 값은?

   ①      ②       ③     ④ 

7. 급수 
  

∞

 
 

은 수렴하고, 급수 

   
  

∞


 

은 발산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의 개수는?  

   ①       ②       ③       ④ 

8. 모든 실수 에 대하여 연속인 함수    
   가   을 만족시킬
   때, 의 값은?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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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수 에 대하여 직선  와 함수   
          lim

→∞


  ≥

   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라
   할 때, lim

→
 의 값은?

   ①       ②      ③       ④ 

10. 




     일 때,

    lim
→


  의 값은?
        
    ①      ②      ③      ④  

11. 정적분
 





  
 



 
 



 

    의 값은?

    ①      ②     ③       ④  

12. 두 자연수    에 대하여 함수
           

    에서 의 값이 에서 까지 변할 때의
    평균변화율을  라 하자. 이때
       을 만족시키는 순서쌍     
    의 개수는?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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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함수  에 대하여
      lim

→∞

 

 
  ⋯ 

 
    의 값은? 

    ① 
      ②      ③ 

      ④  

14. 두 연속함수 
          

 ≥

  
,

          

    에 대하여 두 함수의 곱 가 실
    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할 때,   
    의 값은?    

    ①       ②       ③      ④ 

15. 최고차항의 계수가 인 삼차함수 가
    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다음 조건을 만  
    족할 때, 의 값은?

    

(가) 는 오직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나) 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가  
     능하다. 
(다) 는 에서 극솟값을 갖  
     는다.  

 
    ①        ②       ③       ④  

16. 아래 그림과 같은 삼차함수   가 
          





 




  

    를 만족한다. 함수 




에   
    대하여 방정식  의 서로 다른 실
    근의 개수는?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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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아래 그림은 최고차항의 계수가 인 삼  
    차함수 의 그래프이다.   와   
    직선   이 서로 다른 세 점   에  
    서 만날 때, 다음 중 점에서   

    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 것  
    은?

        





  



  

  



    ① ⋅        ② ⋅     
    ③ 

              ④ 


18. ≤≤≤ 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의 모든 순서쌍       
    의 개수는?

    ①     ②     ③     ④ 

19. 주머니에  라고 적힌 공이 개,  라고  
    적힌 공이 개,  라고 적힌 공이 개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   
    씩 세 번 꺼낼 때,   의 순서대로  
    나올 확률은? (단,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0. 닫힌 구간   에서 정의된 연속확률  
    변수 의 확률밀도함수 가 다음 조  
    건을 만족시킬 때,    ≤의 값은?

    

(가) ≤≤인 모든 실수 에 대  
     하여  가 성립한다.
(나)  ≤≤ ≤≤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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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25문항)

1.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you throw out any piece of 
used electronic equipment, such as a 
cell phone or computer, it becomes 
electronic waste, or e‑waste. An 
estimated 20 to 50 million tons of 
e‑waste is generated globally each year. 
Unfortunately, most of this waste ends 
up in landfills, where the chemical and 
toxic components of the electronics seep 
into the ground. These toxins pose a 
health hazard for people living in nearby 
communities because they can cause 
such problems as lead poisoning and 
cancer.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recycling e‑waste is so important. So 
instead of throwing your old electronics 
in the trash, drop them off at a local 
recycling center. They will be taken 
apart and the reusable components will 
be recycled there. Better yet, if the 
equipment still works, sell it, hand it 
down to someone you know, or donate 
it to charity.

① 낡은 전자제품의 재활용 필요성을 알리려고
② 늘어가는 폐전자제품이 처리되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③ 쓰레기 매립지 근처 거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려고
④ 유해물질이 토양에 흡수되는 과정을 설명

하려고
2. 다음 글에 드러난 Jason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orking in an office setting in a large 
city like New York City was a totally 
new experience to Jason. He found out 
that it was important not only to look 
good and to fit in; it was also usual for 
men and women to try to outdress their 
coworkers. Thus there was the woman 
who somehow managed to wear a new 
outfit to the office just about every 
week. Similarly, there was the man who 
seemed to have an endless number of 
different new suits. All this was so 
unfamiliar to Jason, who had grown up 
in a farming town. He felt that if 
nothing else, he must at least make an 
effort to keep up with office norms and 
office trendsetters, although conforming 
to office dress codes was an expensive 
proposition, and as trends and fashions 
were changing, he was hard‑pressed to 
keep up with the times. 

   *trendsetter 유행의 선도자
    **proposition (처리해야 할) 문제, 일

① pleased and excited
② bored and indifferent
③ scared and frightened
④ nervous and pres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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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Millions of people choose to live out 
of their memory instead of their 
imagination. They let their past control 
their future. The problem with this 
approach is that it is very limiting. If 
we consistently choose to live this way, 
we will never progress beyond that 
which we have already experienced. 
Living with a focus on the past is like 
trying to drive through life while 
looking in the rearview mirror. This is 
a very dangerous way to travel. 
However, people who understand the 
power of vision know that the best way 
to travel down the road of life is to 
see where you are going and then go 
there! This method allows you to see 
across the full spectrum of what is 
ahead of you. It gives you your best 
chance of getting where you want to go 
as quickly as possible.

*spectrum (변동이 있는 것의) 범위

① 인생사는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음을 
명심하라.

② 자신의 능력에 맞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라.

③ 밝은 미래를 상상하기에 앞서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

④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

4.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Some people believe that a problem 
arises if a person becomes angry. This 
idea is not true. To pass judgment on 
anger and condemn those who admit to 
becoming angry is the equivalent of 
robbing people of their humanness. 
Disallowing oneself from any part of the 
human experience weakens the 
experience in its totality. Sadness gives 
a reference point that makes happiness 
more appreciated. Tension can be better 
understood when compared with 
relaxation. It is about time we stopped 
making value judgments about anger. No 
one has ever gotten in trouble for 
becoming angry. You could be furious 
right now, but no one would know it 
unless you demonstrated some behavior 
associated with the anger. The belief 
that anger is bad is so strongly 
ingrained that people will sometimes 
deny its existence even when it is 
spilling out all over the place. 

*ingrained 깊이 몸에 밴

① 분노를 참지 말고 적절한 방식으로 해소
해야 한다.

② 분노에 대한 자제력이 원만한 관계를 위해 
필요하다.

③ 분노가 억제해야 할 감정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④ 분노한 상태에서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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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Since history represents a body of 
information, people frequently try to 
look at it as a science and to propose 
scientific explanations for historical 
events and developments. History would 
indeed be easy to understand if all 
events could be accounted for on the 
basis of a set of simple laws like 
Newton’s laws in physics. Of course, 
natural laws do come into play — people 
are physically subject to the law of 
gravitation and biologically subject to 
the law of death. But in the actual 
historical situation there are so many 
complex and variable factors, so much 
of the unpredictable human element, that 
it is impossible to use the ordinary 
scientific notion of “law.” There are no 
identical situations, only parallels; there 
are no laws, only tendencies; there is 
no inevitability, only likelihood. 

  

① why scientific principles cannot apply 
to history

② how to apply scientific principles to 
history

③ the history of scientific discoveries and 
inventions

④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historical 
contexts

6.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children repress their jealousy, 
it comes out in disguised ways in 
symptoms and misbehavior. Thus when 
children resent their younger siblings, 
but are forbidden to voice their feelings, 
they may dream that they pushed their 
younger siblings out of windows, for 
example. The dreamers may become so 
frightened that they may wake up 
screaming. They may even run to the 
siblings’ beds to check if they are still 
there. Then, the children may be so 
delighted to find them in one piece that 
the parents may mistake relief for love. 
Nightmares are the children’s way of 
telling in pictures what they fear to tell 
in words. It is better for them to 
express jealousy and anger in words 
rather than in terrifying dreams.

① Love Your Children Equally 
② Why Children Have Nightmares
③ Allow Children to Show Negative 

Feelings 
④ The Way Children Behave Out Of 

Jealou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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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The above graph shows the percentage 
of Americans in different age groups who 
said it was “generally OK” to use a cell 
phone in different settings. ① The graph 
shows that people get intolerant toward 
cell phone use in public places as they 
grow older. ② People showed more tolerance 
in relatively noisy places like public 
transportations and streets, accepting 
cell phone use less in quieter places like 
theaters. ③ In every setting, the 18-29 
group showed the highest tolerance for 
cell phone use while those 65 and older 
showed the lowest. ④ The 30-49 group 
and the 50-64 group showed the same 
degree of tolerance at the movie theaters 
or other quiet places. 

8. Diego Rivera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In 1904, promising Mexican artist 
Diego Rivera met Teodoro A. Dehesa, 
who governed the state of Veracruz, 
which is located along the Gulf Coast of 
Mexico. Mr. Dehesa was impressed with 
Mr. Rivera’s talent, so he gave him a 
scholarship to study art in Europe. 
However, Mr. Dehesa put two conditions 
on the scholarship. First, Mr. Rivera had 
to send a painting to him every six 
months so Mr. Dehesa could be sure he 
was making progress. Second, Mr. 
Rivera had to pay his own way to 
Europe. Fortunately, Mr. Rivera was 
able to meet both conditions. He had an 
art show, at which he sold enough 
paintings to pay his way to Europe. 
While in Europe, he faithfully sent a 
painting to Mr. Dehesa every six 
months. Mr. Dehesa’s scholarship paid 
off in a big way for Mexico and the 
world. Mr. Rivera became one of 
Mexico’s most important artists and a 
world‑class painter.

① 예술적 재능으로 Veracruz주의 통치자에게 
감명을 주었다.

② 장학금 지원을 받아 유럽에서 예술을 공부할 
기회를 얻었다.

③ 미술 전시회에서 그림을 팔아 Dehesa에게 
진 빚을 갚았다.

④ Dehesa에게 6개월마다 그림을 보내기로 
한 약속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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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6 Annual Teen Programmers 
Conference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016 Annual Teen Programmers 
Conference

September 21 & 22, 10:00 a.m. -5:00 p.m.
Hosted by the Teen Programmers 

Association
Is the computer screen your universe? 
Then join our conference held at West 
State University’s Brillance Hall, and 
challenge yourself! Here you’ll meet the 
leaders in modern computer science.
The conference includes:

Lectures by renowned industry 
figures, including Warwick Meade
10 separate seminars on hardware/ 
software, programming, and new 
applications
Exhibitions of their latest products 
by 12 major firms

Ticket Prices:
Total Pass: $25 (includes buffet 
lunch)
Lectures and Seminars Only: $15
Exhibitions Only: $10

Booking is essential. Reserve your 
tickets at www.teenprogrammers.org.

  

① 참가자는 유명한 대학 교수의 강연을 들을 
수 있다.

② 새로운 앱에 관한 세미나가 포함되어 있다.
③ 참가자는 강연과 세미나에만 참석할 수도 

있다. 
④ 참가하려면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10.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Today we often find ourselves 
disappointed by the moral character of 
leaders. As humans, leaders are subject 
to the same flaws and weaknesses as 
everyone else. Yet we want our leaders 
to transcend ① themselves and live up 
to higher moral standards. Some people 
turn longingly to the past and wonder 
where all the leaders and heroes have 
gone. But when you think about it, 
ordinary people did not know as much 
about the personal behavior of their 
leaders in the past ② than we do today. 
It is difficult to have heroes in the 
information age ③ where every aspect, 
good or bad, of a leader’s life can be, 
and often is, made public. Ironically, the 
increase in information that we have 
about leaders ④ has also increased our 
concern about their ethics. The more 
defects our leaders have, the more we 
long for ethical 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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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 job interview, anyone can offer 
a self‑description full of flattering 
adjectives, regardless of whether 
they’re true or not. You can say, “I am 
competent, motivated, reliable, and 
enthusiastic,” but so what? How can you 
prove it or measure it? Using adjectives 
to describe your work and yourself is 
offering only (A) objective / subjective 
data. The best way to describe your 
skills and qualifications is to cite 
specific data. Describe who you are and 
what you have accomplished with     
(B) concrete / abstract examples that use 
facts and figures. If you say, “I am 
great at raising money,” it doesn’t 
have the same “pop” or persuasive 
currency as if you say, “Last year I 
raised 1.2 million dollars in revenue 
selling our two top products.” 
Adjectives (C) weaken / strengthen your 
case. Let your achievements and the 
corresponding results speak for you. 
The interviewer can then decide if you 
are “competent, motivated, reliable, and 
enthusiastic.”

11. 다음 (A), (B), (C)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B)      (C)
① subjective …  concrete  …  weaken
② objective …  concrete  …  strengthen
③ subjective …  abstract  …  strengthen
④ objective …  abstract  …  weaken

 

 

12.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Zach arrived an hour early for his 
examination at the 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He was so nervous 
that he was visibly shaking by the time 
the driver’s license examiner got in the 
car. ① He was a large, middle‑aged 
man, and the car seemed to drop a foot 
when he sat down in the passenger’s 
seat. With barely ahello,② he told 
him to drive on out of the DMV parking 
lot. Everything went smoothly until ③ he 
told Zach to make a left turn. The 
DMV was in an older part of town, 
where the traffic signals hadn’t been 
upgraded and left‑turn arrows were 
uncommon. That meant Zach had to 
turn left into on‑coming traffic! ④ He 
wasn’t prepared for this. He waited 
until there were no cars coming, and 
then he floored the gas pedal, almost 
losing control as he tu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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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medieval Europe, it was common 
for mothers to leave their unwanted 
babies in boxes installed in churches. 
Over the last 10 years, this practice 
has been making a comeback in several 
countries. Outside of some hospitals, 
there are heated boxes that are 
monitored by nurses. When a baby is 
dropped off, nurses receive a signal and 
give it immediate medical attention. The 
boxes also usually contain a note with 
contact information in case the mother 
changes her mind. Supporters of baby 
boxes argue that they offer desperate 
mothers a safe way to abandon their 
babies, instead of leaving them in a 
cold public place. However, critics argue 
that baby boxes make it easy for 
troubled mothers to abandon their 
babies, and possibly give them the 
mistaken message that this is an 
_________ thing to do. 

 

① immoral 
② avoidable
③ acceptable 
④ irresponsible

14.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Computer programmers call annoying 
program errors bugs; when they’re 
debugging, they’re actually finding and 
fixing errors. Debugging can be         
                           because tiny 
annoyances are often symptoms of 
bigger problems. You can practice 
debugging by thinking of a product you 
use every day: your refrigerator, your 
toothbrush, your car keys, even your 
bathroom toilet. Now, write down every 
disadvantage you can think of. The 
product’s flaws don’t all have to make 
sense. Be unreasonable, be unfair, go 
on the attack. My toilet occasionally 
overflows; the seat is always up or 
down at the wrong time; it’s cold in 
winter; sitting there is boring; the flush 
is so loud it’s embarrassing. Once you 
have a list, think of ways to get rid of 
the bugs in order to make the product 
more efficient or more pleasant to use.

① a risky investment
② a boost to creativity
③ an unwelcome side effect
④ a potential cause of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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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the world was going through 
the Great Depression, women stopped 
wearing the lowheeled shoes that were 
in style in the 1920s and turned to 
highheeled shoes instead. Similarly, 
during the oil crisis in the 1970s, high 
heels came back into fashion, replacing 
the lowheeled sandals of the previous 
decade. Were these occurrences just a 
coincidence? Consumer product expert, 
Trevor Davis, believes that these are 
two examples of a trend related to the 
psychological state of consumers. He 
argues that when an economy is doing 
poorly, people want to take their minds 
off of it by turning to fancy fashions 
like highheeled shoes. In accordance 
with this trend, the popularity of high 
heels soared at the beginning of the 
economic crisis in 2008 and 2009. As 
fashion experts now predict a return to 
low heels and flats, perhaps this can be 
seen as                               .

① a possible outcome of economic crisis
② a valuable asset in the fashion industry
③ a hopeful sign of an improving economy
④ a more economical option than previous 

ones

16.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 read recently that after Olympic 
athletes return home from the games, 
some of them suffer from what 
psychologists call POD (Post‑Olympic 
Depression). After training for years to 
excel in competition and being in the 
world’s spotlight, the athletes who 
suffer from this affliction fall into a 
state of depression once they get back 
to their daily lives. It seems that 
having achieved the pinnacle of success, 
there i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nd so life loses its meaning. A similar 
phenomenon was experienced by the 
Apollo astronauts who walked on the 
moon. After this achievement, they 
grew depressed at the realization that 
few things in life could match the 
excitement of traveling into space.

① endless desire for staying at the top
② no higher target for them to aim for
③ no pleasure other than public applause
④ extreme stress that ruins their 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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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빈 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re is a school of philosophical 
thought that suggests life is essentially 
meaningless and that part of the reality 
in which we believe isn’t actually real. 
This philosophy is called nihilism. It is 
often linked to feelings of despair 
because it can make us feel like we 
have no purpose. In fact, existential 
nihilism insists that human existence is 
completely insignificant.    (A)   , 
nihilism suggests that all of society’s 
common rules and values are baseless. 
This goes along with the thinking of 
19th‑century philosopher Friedrich 
Nietzche, who argued that the world 
has no structure apart from that which 
humans give to it. If a society were to 
adopt nihilism, it would regard law, 
religion, and morality as meaningless 
man‑made creations and dismiss any 
meaning of life.    (B)   , Nietzche 
was afraid that a movement toward 
nihilism would result in a great crisis of 
humanity.

*nihilism 허무주의

      (A)    (B)
① In addition   …  For this reason
② In addition   …  In other words
③ In contrast   …  For this reason
④ In contrast   …  In other words

18.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Marian Dawkins at Oxford University 
has pioneered a number of studies that 
explore what animals prefer and how 
much they want it. 

(A) Similarly, you can make the animal do 
something it prefers not to. Chickens 
do not like to squeeze through narrow 
spaces, but they will if this gives 
them access to something they really 
desire such as a place where they 
can dust‑bathe. 

(B) For example, animals can be trained 
to push against a door to open it to 
get access to one type of resource or 
another. By putting heavier and 
heavier weights onto the doors you 
can find out how hard the animal is 
prepared to work to reach its choice.

(C) To do this, she has designed 
experiments where animals must work 
for access to different choices. 
Measurements of how hard the animal 
will work begin to tell us how 
valuable that resource is to the 
animal. This provides a way of 
measuring the animal’s strength of 
preference. 
              *dust‑bathe 모래 목욕을 하다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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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at makes reality shows so popular? 
For many, it’s the idea that what they’re 
seeing is regular people in unscripted, 
unrehearsed situations. 

(A) The reality, though, is that Joe’s life 
doesn’t always provide the compelling 
highs and lows that make a TV show 
interesting. So reality show producers 
use “creative editing” to ensure that 
there’s plenty of drama in every 
episode. Some have gone as far as to 
bring professional scriptwriters on to 
the set. 

(B) But, the ironic truth about a lot of 
reality TV is that it relies more on 
fiction than fact. Reality show 
producers are interested in filming the 
average Joe going on a date or 
winning a million dollars ─ as long as 
the footage can be used to boost 
ratings. 

(C) Therefore, keep in mind the next time 
you tune in that many of the scenes 
that make you laugh or cry were 
probably contrived by the show’s 
producers to get that exact reaction. 
Just like on your favorite scripted TV 
show.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B)-(A)

 

20.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However, nothing could be farther from 
the truth.

  Some anxious teens feel as if they rely 
too much on friends and family to help 
them cope with anxiety. But these teens 
do not rely on friends and family enough! 
( ① ) They are unwilling to ask for help 
because they worry that they will put 
others off or upset them if they request 
their help. ( ② ) Teens who do not want 
to bother other people may think that 
asking parents or friends for help will 
burden them with their problems or that 
their anxiety is so extreme that it will 
overwhelm them. ( ③ ) Most parents and 
friends often feel honored when asked to 
help a teen learn and apply tools to 
manage anxiety. ( ④ ) Parents and friends 
much prefer helping in this way rather 
than providing a lot of reassurance to calm 
the anxious teen or doing all the things he 
is unable to do because of his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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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Also, cloud seeding can be a 
controversial practice due to the fact 
that precipitation welcomed by some can 
cause problems for others.

  “Cloud seeding” is a weather modification 
technique designed to control either the 
amount or the type of precipitation that 
comes from clouds. This is attempted 
through the use of small rockets that 
contain pellets of silver iodide and dry ice. 
( ① ) However, although cloud seeding 
seems to have an effect on the size and 
structure of clouds, questions remain as to 
whether or not it actually increases 
precipitation. ( ② ) That’s because we can 
only estimate the amount of precipitation 
that would have otherwise occurred. ( ③ ) 
In other words, it’s difficult to discern 
how much precipitation is caused by cloud 
seeding due to the variability of natural 
precipitation. ( ④ ) For example, while ski 
resorts might be pleased with the prospect 
of increased snowfall, local commuters will 
likely have an entirely different view.

        *pellet 알갱이
        **silver iodide 요오드화은 

22.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In the world of dietary supplements, 
fish oil has attained an unrivaled status 
for its seemingly miraculous health 
benefits. ① But there’s a dark side to the 
supplements that most consumers are not 
aware of; many of them contain high 
levels of PCBs, industrial chemicals that 
were banned back in the 1970s because 
they cause cancer and birth defects. ②The 
dietary supplements industry has grown 
enormously in the past two decades as 
people became more health‑conscious. 
③ When fish oil supplements from ten 
major manufacturers were tested in 
California, every one of them contained 
high levels of PCBs, despite claims on the 
labels saying PCBs have been removed. 
④ Several lawsuits have been filed for 
violations of California’s Proposition 65, 
which requires that consumers be warned 
about chemical expo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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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 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o explore the effects of mood on 
communication, researchers asked either 
happy or sad participants to accept or 
reject the videotaped statements of 
targets who were questioned after a 
staged theft, and were either guilty, or 
not guilty. The targets were instructed  
to either steal or leave in place a 
movie pass in an empty room, 
unobserved by anyone, and then deny 
taking the movie ticket. So some 
targets were lying and some were 
telling the truth when denying the theft. 
Those in a pleasant mood were more 
likely to accept denials as truthful. Sad 
participants made significantly more 
guilty judgements, and were significantly 
better at correctly detecting deceptive 
(guilty) targets. A signal detection 
analysis also confirmed the predicted 
mood‑induced processing differences.


   (A)  state can have a strong 
influence on identifying    (B)   .

      (A)         (B)
① Emotional  …  deceptions
② Emotional  …  differences
③ Physical  …  deceptions
④ Physical  …  differences

【24~25】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The concept of positive bias refers to 
the frequently observed phenomenon in 
tourist satisfaction studies that very 
positive appraisals are given for a great 
variety of products and services. Is 
tourism really this good? Is everybody 
really so happy most of the time? On 
the surface, the empirical evidence would 
suggest they are, with many people 
giving a score of 6 or 7 on a 7‑point 
rating scale. There is, however, an 
explanation for this kind of result. It is 
likely that a significant amount of ego or 
self‑esteem protection is operating with 
customers not wanting to admit that in 
the free‑choice tourism situation they have 
selected badly. Tourism products and 
experiences reflect people’s values and 
represent aspects of (and opportunities to 
enhance) their identity. It is therefore 
counterproductive and reflects poorly on 
personal credibility to be very 
___________ with a situation that one has 
willingly entered and often paid 
handsomely to experience.

24.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The Merits of “Positive Bias”
② Be Honest About Your Travel!  
③ Numeric Errors on Tourism Satisfaction 

Rates
④ Positive Bias: Self‑Protection for Your 

Choice
 

25.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familiar   ② dissatisfied
③ contented ④ cooperat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