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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2016학년도 수시 학업능력고사 (오전형)

국 어 영 역 (20 문항)

1. 다음 일화의 등장인물들이 사용한 말하기 

전략을 <보기>에서 맞게 고른 것은?

19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대학 총장 

출신으로 정계에 진출한 윌슨은 정치에는 신

출내기이었기에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

이 좀처럼 쉽지 않았다. 한번은 뉴멕시코 주 

유세 중에 한 청중으로부터 야유를 받았다.

“그런 것을 말해도 당신은 아마추어 정치

인이 아닙니까?”

다수의 청중이 이에 동감을 나타냈고 장내

는 순간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러나 

윌슨은 웃으며 즉각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 나는 아마추어 정치인입니

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체 아

마추어 정치인과 프로페셔널 정치인의 구별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가 생각하기

에 프로페셔널 정치인은 무엇인가 이익이 있

어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아마추어 정치인은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바로 직전의 일

이다. 이탈리아가 불법으로 이디오피아를 침

략하였다. 당시 영국 수상이던 처칠은 영국이 

이탈리아의 불법 침략을 저지하지 않은 이유

에 대해 질문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자 처칠

은 질문자를 향해 물었다.

“귀하는 고래의 습성을 아십니까?”

상대는 모르겠다며 고래의 습성 같은 것을 

연구할 겨를도 없다고 대답했다. 

“그럼 기회가 닿으면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

니다. 고래는 종종 껍질을 벗는데 껍질이 없어지

고 무방의 위험이 닥칠 때는 바다의 왕인 고래도 

바다를 왕래하지 않고 갈라진 바위 틈에 몸을 감

추고 새로운 껍질이 생길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

린다고 합니다. 지금의 영국은 이 껍질이 굳어

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 >

㉠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상대방

의 비난을 반어의 방법으로 무마하였다.

㉡ 논리적 설득보다는 감성적 설득을 위해 역

설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 상대의 질문을 되물어 상대방이 갖고 있는 

편견을 꼬집었다.

㉣ 비유를 사용해 상대가 한 난감한 질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였다.

윌슨 처칠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3] 다음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상황

학교 신문의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난에 투고

초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학생들이 읽어야 할 책>

이번 시험 때, 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

다. 그것은 전에 겪어 보지 못했던 실로 엄청

난 불안 증상이었다. ㉠급기야 시험 당일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난 이번 

시험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필사적으로 공부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 누구나 이런 경험

이 있을 것이다. 어떤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아니면 잘 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불안과 

초조감으로 인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경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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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도대체 이런 상황이 왜 만들어지는 것일

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런 경험들의 근본적이고 공통적인 원인

은 바로 두려움 때문이다. 

  ‘두려움을 이기는 강심장의 비밀’이라는 부제

처럼, 이 책은 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와 같이 독자

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소제목과 폭넓은 예를 

사용하여 전문적인 개념을 아주 쉽게 풀어 가

는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당장

이라도 독자의 행동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만

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데 망설인다면, 또는 중요한 시험이나 경기 때

문에 누워서 밤을 지새우고 있다면, 그리고 그 

모든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라면, 이 책의 마법

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존재가 

당신을 더 빛나게 해 줄 수 있음을 알게 되고, 

당신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줄 좋은 도우미가 

될 수 있다.

2. 글쓴이가 초고를 쓸 때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은?

① 제목에서 이 글의 목표 독자를 드러내는 것

이 좋겠어.

② 내가 겪은 실제 경험담을 활용해 독자의 공

감을 확보해야겠어.

③ 책을 읽은 후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

으로 보여줘야겠어.

④ 책의 내용을 부제목과 연결하여 요약적으로 

설명해야겠어.

⑤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할 만한 표현을 써야겠어.

3. ㉠∼㉤을 고쳐 쓰는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① ㉠ 한 문장이 너무 길게 이어지므로 짧은 문장

으로 나눈다. 

② ㉡ 표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분석하고 있는 

책이다’로 고친다.

③ ㉢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서사’로 

바꾼다. 

④ ㉣ 앞 문장과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그래서’로 바꾼다.

⑤ ㉤ 가정은 어울리지 않으므로 글쓴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로 바꾼다.

4. <보기>는 단어의 용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을 <탐구 과정>에 따라 검토할 때 

[A], [B], [C]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 묻다 : 기름 묻은 손으로 책을 만지지 마. 

― 옷에 김치 국물이 묻었다.

㉡ 달다 : 내 말에 사사건건 토를 달았다. 

― 동생은 휴일을 맞아 모처럼 달게 잤다.

㉢ 뛰다 : 불이 나자 비상구 쪽으로 뛰었다. 

― 아직 현역으로 뛰고 있다.

㉣ 이르다 : 아파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 그 일을 뭐라고 일러야 할지 모르겠다.

탐구 과정

짝지은 낱말의 

의미가 같습니까?

예 아니요

[A] 짝지은 낱말의 

품사가 같습니까?

예 아니요

[B]
짝지은 낱말이 

규칙적으로 활용합니까?

 예

 

아니요

[C]

[A] [B] [C]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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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기>를 읽고 국어 문법의 변화를 지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갑: 너 高麗(고려)ㅅ사이어니 ㉠ 엇디 

漢語(한어) ㉡니을 잘 뇨

을: ㉢내 漢(한)ㅅ㉣사의손 글 호니 이

런 젼로 져기 漢(한)ㅅ말을 아노라

갑: 네 뉘손 글 ㉤혼다

을: 내 漢(한) 당의셔 글 호라

갑: 네 므슴 글을 혼다

을: 論語(논어) 孟子(맹자) 小學(소학)을 ㉥닐그롸

-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

[현대어 풀이]

갑: 너는 고려 사람인데 또 어찌 중국말을 잘

하는가?

을: 내가 중국 사람에게 글을 배웠으니 이런 

까닭으로 조금 중국말을 아노라.

갑: 너는 누구에게서 글을 배웠느냐?

을: 나는 중국 학당에서 글을 배웠노라.

갑: 너는 무슨 글을 배웠느냐?

을: 논어, 맹자, 소학을 읽었노라.

① ㉠에는 경음을 표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자

음을 나란히 적는 합용 병서가 쓰이고 있다.

② ㉡과 ㉥에는 ‘ㅣ’로 시작하는 단어의 첫음

절에 ‘ㄴ’이 오지 못하는 두음법칙이 쓰이

지 않았다.

③ ㉢은 ‘나 + ㅣ’로 분석되는데, 지금 모음

으로 끝나는 단어 뒤에 ‘가’를 쓰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④ ㉣은 ‘사 + 의손’로 분석되는데, 지금

은 쓰이지 않는 조사를 썼다.

⑤

 

㉤에 쓰인 ‘-ㄴ다’는 2인칭에 쓰는 평서형 

어미로 지금과 형태가 비슷하다.

6. <보기>는 모음의 표준 발음법이다. 이에 

따라 <자료>의 밑줄 친 어구를 설명한 내

용으로 잘못된 것은?

<보기>

제4항 국어의 단모음은 ‘ㅏ ㅐ ㅓ ㅔ ㅗ ㅚ 

ㅜ ㅟ ㅡ ㅣ’의 10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ㅚ, ㅟ’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

을 허용하는데, 특히 ‘ㅚ’를 이중 모음으로 발

음하면 [ㅞ]와 같아진다.

제5항 ‘ㅑ ㅒ ㅕ ㅖ ㅘ ㅙ ㅛ ㅝ ㅞ ㅠ ㅢ’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져, 쪄, 

쳐’는 [저, 쩌, 처]로 발음한다.  

 예: 찌어 → 쪄[쩌], 다치어 → 다쳐[다처]

 다만 2. ‘예, 례’ 이외의 ‘ㅖ’는 [ㅔ]로도 발

음한다.

 예: 계집[계:집/게:집], 지혜[지혜/지헤](智慧)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

의 ‘ㅢ’는 [ㅣ]로 발음한다.

 예: 늴리리[닐리리], 띄어쓰기[띠어쓰기]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ㅔ]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예: 주의[주의/주이], 강의의[강:의의/강:이에] 

<자료>

관계는 등가 가치의 교환이 이루어져야 지

속될 수 있다. 주체는 타자에게서 자신이 원하

는 가치를 얻고, 동시에 주체는 타자에게 타자

가 원하는 가치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가치와 기대에 대한 이해 없이 받기만

을 희망하거나, 자신이 주고 싶은 것만을 주려

한다. 자기 주위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

지 되돌아보며 진정한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자. 

① ‘관계’를 [관게]로 읽는 것은 표준 발음이다.

② ‘이루어져야’를 [이루어져야]로 읽는 것은 

표준 발음이다.

③ ‘서로의’를 [서로이]로 읽는 것은 표준 발음이 

아니다.

④ ‘희망’을 [희망]으로 읽는 것은 표준 발음이 

아니다.

⑤ ‘주위의’를 [주위의]와 [주위에]로 읽는 것

은 모두 표준 발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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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화가 발전하려면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비영리적인 

사적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우리나

라의 저작권법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정 이용으

로 볼 수 있는 저작권 제한 규정을 두었다.

그런데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의 공정 이

용은 여러 장애에 부딪혔다. 디지털 환경에서

는 저작물을 원본과 동일하게 복제할 수 있고 

용이하게 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물이 개

작되더라도 그것이 원래 창작물인지 이차적 

저작물인지 알기 어렵다. 그 결과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공정 이용의 범주에 드

는 것인지 가늠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그에 따

른 처벌 위험도 커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

로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공정

한 이용’ 규정이 저작권법에 별도로 신설되었

다. 그리하여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저작

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되

었다. 그러나 공정 이용 여부에 대한 시비가 

자율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예나 지금이나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저

작물 이용의 영리성과 비영리성, 목적과 종류, 

비중, 시장 가치 등이 법적인 판단의 기준이 

된다.

저작물 이용자들이 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여전히 느낀다는 점에서 저작물의 자유 이용 

허락 제도와 같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캠페인은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이용 허락 조건을 표

시해서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누구의 저작물이든 개별적인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달리, 이 캠페인을 펼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저작권자와 이용

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있는 저작물의 양과 범위를 확대하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저작물의 공유가 확산되면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그 결과 

인터넷이 더욱 창의적이고 풍성한 정보 교류

의 장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캠페인에 

참여한 저작물을 이용할 때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한편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 

7.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저작권도 중요하지만 저작물의 공정 이용도 

필요하구나.

② 우리나라도 이제 공정 이용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겠구나.

③ 캠페인 참여자들은 자신과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는구나.

④ 디지털 환경으로 인해서 공정 이용에 대한 

판단이 더 어려워졌구나.

⑤ 저작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저작권의 공정 

이용이 성립할 수 있구나.

8. 밑줄 친 사람들의 견해로 적절한 것은?

① 비영리적인 경우 복제가 허용되는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② 캠페인이 확산되면 저작물의 종류와 이용 

범위가 확대된다.

③ 캠페인으로 인해 저작권자들의 정당한 권리

가 침해를 받고 있다.

④ 저작물이 늘어나게 되어 정보 교류의 장이 

활성화된다. 

⑤ 저작권자가 직접 저작물에 일정한 이용 허락 

조건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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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체에는 어느 정도의 산이나 염기가 들어

와도 체내의 pH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

을 하는 완충 용액인 혈액이 있다. 완충 용액

이란 외부에서 어느 정도의 산이나 염기를 가

해도 수소 이온 농도에 변화가 거의 없는 용

액을 말하는데, 인체에서는 혈액이 이 역할을 

담당하여 pH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있다. 인

체에서는 수소 이온의 농도가 조금만 변해도 

정상적인 세포 기능에 큰 변화가 일어나 생명

에 지장을 줄 수 있는데, 혈액은 pH를 7.35∼

7.45로 일정하게 유지시켜 이러한 변화가 일

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인체에는 신진대사 반응의 부산물로 다양한 

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산들은 혈액의 수

소 이온의 농도를 높일 수 있는데, 이것들은 

완충 용액인 혈액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인 

완충 용량을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곧바로 

제거된다. 그렇다면 혈액은 어떻게 외부에서 

들어온 산이나 염기에 의한 pH 변화가 없도

록 하는 것일까? 혈액은 혈액 속의 ‘탄산과 탄

산수소 이온’의 화학 반응을 통한 완충 작용으

로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산화탄소는 혈

액 속의 물과 결합하여 탄산이 되고, 탄산은 

다시 탄산수소 이온과 수소 이온으로 이온화

된다. 물론 그 역반응도 일어난다. 여기에 필

요한 탄산은 혈액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생성

되고 탄산수소 이온은 신장에서 공급될 수 있

다.

  혈액에 수소 이온을 포함한 산성 물질이 들

어오면 수소 이온의 농도가 짙어지게 된다. 이

때 혈액에서는 화학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수

소 이온과 탄산수소 이온이 결합하여 탄산을 

만드는 역반응이 일어나면서, 증가된 수소 이

온의 농도가 다시 줄어들어 수소 이온의 농도

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 반응으로 인해 탄산

의 농도가 증가되면 탄산은 물과 이산화탄소

로 분해되고, 과량으로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폐로 이동하여 몸 밖으로 빠져나온다.

  이와 같은 완충 작용에서 이산화탄소는 중

요한 물질이다. 만약 천식이나 흡연 등이 호흡

을 방해하면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는 지나치

게 증가한다. 그러면 혈액이 산성이 된 상태인 

‘호흡성 산 혈증’이 나타나는데, 이 증세가 발생

하면 호흡을 돕기 위해 인공호홉기로 호흡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배

출이 늘어나 혈액의 pH가 다시 정상으로 돌

아오게 된다.

9. 윗글의 전개 방식을 바르게 지적한 것은?

① 유추의 방법을 사용하여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②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밝히고 새로운 이론

을 제시하고 있다.

③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예를 제시

하고 있다.

④ 개념을 설명하고 상반된 두 현상을 분석하

고 있다.

⑤ 현상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10. 혈액의 완충 작용 과정을 화학 반응으로 바

르게 나타낸 것은?

① 이산화탄소 + 탄산 수소 이온 ⇄ 수소 이온 

+ 물 ⇄ 탄산

② 이산화탄소 + 수소 이온 ⇄ 탄산 ⇄ 탄산  

수소 이온 + 물

③ 이산화탄소 +물 ⇄ 탄산 ⇄ 탄산 수소 이온 

+수소 이온

④ 탄산 ⇄ 이산화탄소 + 물 ⇄ 탄산 수소 이

온 + 수소 이온

⑤ 탄산 ⇄ 탄산 수소 이온 + 수소 이온 ⇄ 이

산화탄소 +물



2016학년도 수시 일반전형 학업능력고사 문제지 (오전형)

                                                                                           

 - 6 -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호흡성 알카리 혈증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높은 산에서는 산소가 부족해 더 빨리 호흡

하게 되는데, 그 결과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된다. 그럴 경우 ‘호흡성 알카리 혈증’이 

나타나는데, 이때 몸은 기절을 통해 혈액의 

pH를 조절하려고 한다. 기절하면 호흡이 느려

지기 때문이다. 이는 혈액의 pH를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다. 과호흡 환자에게 종

이로 만든 자루를 사용하게 하여 배출한 이산

화탄소를 다시 흡수하게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이다. 

① 혈액의 pH가 7.35∼7.45 이상으로 올라가

서 나타나는 것이다.

② 혈액이 산소의 과잉으로 인해 완충 작용을 

하지 못한 것이다.

③ 혈액에서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빠져나간 

결과 생긴 증세이다.

④ 혈액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신속하게 배출

되어야 증세가 완화된다.

⑤

 

기절은 혈액의 pH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신체 반응이다.

[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창은 채광이나 환기를 위해서, 문은 사람들

의 출입을 위해서 건물 벽에 설치한 개폐가 

가능한 시설이다. 일반적으로 현대적인 건축물

에서 창과 문은 각각의 기능이 ㉠뚜렷하고 크

기와 형태가 달라 구별이 쉽다. 그러나 한국 

전통 건축, 곧 한옥에서 창과 문은 그 크기나 

형태가 비슷해서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창과 문을 합쳐서 창호라고 부른다. 

이것은 창호가 창과 문의 기능과 미를 ㉡모두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창과 문을 

굳이 구별한다면 머름이라는 건축 구성 요소

를 통해 가능하다. 머름은 창 아래 설치된 낮

은 창턱으로, 팔을 얹고 기대어 앉기에 편안한 

높이로 하였다. 

  공간의 가변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옥에서 

창호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여러 짝으로 된 

큰 창호가 한쪽 벽면 전체를 대체하기도 하는

데, 이때 외부에 면한 창호뿐만 아니라 방과 

방 사이에 있는 창호를 열면 별개의 공간이 

합쳐지면서 넓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게 된

다. 창호의 개폐에 의해 안과 밖의 공간이 연

결되거나 분리되고 실내 공간의 구획이 변화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창호는 한옥의 공

간 구성에서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편, 한옥에서 창호는 건축의 심미성이 잘 

드러나는 독특한 요소이다. 창호가 열려 있을 

때 바깥에 나무나 꽃과 같은 자연물이 있을 

경우 방 안에서 창호와 일정 거리 떨어져 밖

을 내다보면 창호를 감싸는 바깥 둘레 안으로 

한 폭의 풍경화를 감상하게 된다. 방 안의 사

람이 방 밖의 자연과 완전한 소통을 하여 인

공의 미가 아닌 자연의 미를 직접 받아들임으

로써 한옥의 실내 공간은 자연과 하나 된 심

미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열린 창호가 안

과 밖, 사람과 자연 사이의 경계를 없앤 것이다.

  창호가 닫혀 있을 때에는 창살 문양과 창호

지가 중요한 심미적 기능을 한다. 한옥에서 창

호지는 방 쪽의 창살에 바른다. 방 밖에서 보

았을 때 대칭적으로 배열된 여러 창살들이 서

로 ㉣어울려 만들어내는 창살 문양은 단정한 

선의 미를 창출한다. 창살로 구현된 다양한 문

양에 따라 집의 표정을 읽을 수 있고 집주인

의 품격도 알 수 있다. 방 안에서 보았을 때 

창호지에 어리는 햇빛은 이른 아침에 청회색

을 띠고, 대낮의 햇빛이 들어올 때는 뽀얀 우

윳빛, 하루 일과가 끝날 때쯤이면 석양의 붉은

색으로 변한다. 또한 창호지가 얇기 때문에 창

호가 닫혀 있더라도 외부와 소통이 가능하다. 

방안에서 바깥의 바람과 새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화창한 날과 흐린 날의 정서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창호는 이와 같이 사람과 자연 

간의 ㉤끊임없는 소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양

자가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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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윗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① 현대 건축물과 대비되는 한옥 창호의 특징

② 한국 전통 건축의 심미성

③ 자연과의 소통을 중시한 한옥의 창호

④ 한옥 창호에 구현된 공간의 가변성

⑤ 한옥 창호의 역할과 심미적 기능

13. 문맥상 ㉠∼㉤을 바꾼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명확(明確)하고

② ㉡ 공유(共有)하고

③ ㉢ 형성(形成)하게

④ ㉣ 균등(均等)하게

⑤ ㉤ 지속(持續)적인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

하늘에 깔아 논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죽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2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假飾)하지 않는다.

3

―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傷)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 박남수, <새>

[나]

나는 시방 ㉠위험(危險)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未知)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존재(存在)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無名)의 어둠에

㉢추억(追憶)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나는 한밤내 운다.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 밤 돌개바람이 되어

탑(塔)을 흔들다가

돌에까지 스미면 ㉤금(金)이 될 것이다.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新婦)여.

- 김춘수, <꽃을 위한 서시>

[다] 

모쳠(茅簷)  자리의 밤듕만 도라오니 

반벽쳥등(半壁靑燈)은 눌 위야 갓고 

오며 리며 헤며 바니니 

져근덧 녁진(力盡)야 픗을 잠간 드니 

졍셩(精誠)이 지극야 의 님을 보니 

옥(玉) 가 얼굴이 반(半)이나마 늘거셰라

의 머근 말 슬장 쟈 니 

눈믈이 바라 나니 말인들 어이며 

졍(情)을 못다야 목이조차 몌여니 

오뎐된 계셩(鷄聲)의 은 엇디 돗던고 

어와 허(虛事)로다 이 님이 어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 이로다

하리 싀여디여 낙월(落月)이나 되야이셔 

님 겨신 창(窓) 안 번드시 비최리라 

각시님 이야니와 구 비나 되쇼셔

- 정철, <속미인곡>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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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 [나]는 인간이 도달하지 못하는 세계

를 추구하고 있다.

② [가], [다]는 대상에 대한 감정을 역설적인 

방법으로 표출하고 있다.

③ [가], [나], [다]는 부정적인 현실 상황을 

외면하는 삶을 성찰하고 있다.

④ [나], [다]는 무생물을 인간의 폭력성을 고

발하는 주체로 내세우고 있다.

⑤ [다]에는 [가], [나]에 비해 계절에 대한 감

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5. [나]의 ㉠~㉤ 중 <보기>에서 ‘사자’를 ‘개’로 

부른 행위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보기>

  일찍이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마르코만 인(人)들과 싸우게 되었을 때, 그는 

일군대를 적지에 파견함에 제하여 그의 병사들

에게 말하되, “나는 너희에게 내 사자(獅子)를 

동반시키노라!”라고 하였다. 이에 그들은 수중

지대왕(獸中之大王)이 반드시 적지 않은 조력

을 할 것임을 확신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자가 적진을 향하여 돌진하였

을 때 마르코만 인들은 물었다. “저것이 무슨 

짐승인가?” 하고. 적장은 그 질문에 대하여 왈, 

“그것은 개다. 로마의 개다!” 하였다. 여기서 

마르코만 인들은 미친개를 두드려 잡듯이 사자

를 쳐서 드디어 싸움에 이겼다.

- 김진섭, <명명 철학>

① ㉠ ② ㉡ ③ ㉢ ④ ㉣ ⑤ ㉤

16. [A] 부분과 발상 및 표현이 유사한 것은?

① 묏버들 갈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  
자시 창밧긔 심거 두고 보쇼셔

밤비예 새닙 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 홍랑

② 반중 조홍감이 고아도 보이다

유자ㅣ 아니라도 품엄즉도 다마  
품어 가 반길 이 업슬 글로 설워 이다 

- 박인로

③ 이화우 흣릴 제 울며 잡고 이별 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날 각가

천 리에 외로운 만 오락가락 노매

- 계량

④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뫼흘 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옴이 이러랴

말도 우움도 아녀도 몯내 됴하 노라

- 윤선도

⑤ 도 쉬여 넘 고 구름이라도 쉬여 넘

 고 /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도 

다싀여 넘 고봉 장성령고 / 그 너머 님

이 왓다 면 나 아니  번도 쉬여 넘어

가리라

- 작자 미상

[17~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억을 더듬으니 처음에 사부의 견책을 입

어 역사(力士)를 따라 풍도로 갔다가 사람 세

상으로 환생해 양씨 집 아들이 되어 일찍이 

장원하여 한림학사의 관직에 올랐고 나가면 

삼군의 장수요 들어오면 백관을 총괄하였다. 

상소하여 물러나기를 청하여 만사를 떠나 한

가롭게 지내면서 두 부인, 여섯 낭자와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보고 거문고 타는 것을 

들으면서 단란하게 술을 즐겼다. 새벽부터 저

물 때까지 놀던 것이 모두 한바탕 봄꿈 속의 

일일 뿐이어서, 이에 말했다.

“이것은 필시 사부께서 한순간의 내 마음이  

그릇됨을 아시고 인간 세상의 꿈을 빌려 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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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에게 부귀와 번화한 일이며 남녀의 정욕이 모

두 허망한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구나.”

급히 돌샘으로 가서 얼굴을 깨끗이 씻고 납

의를 단정히 입고 방장에 나아가니 여러 사리

들이 이미 모두 모여 있었다.

대사가 큰 소리로 물었다.

“성진아! 인간 세상의 재미가 과연 어떻더

냐?”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성진은 이미 크게 깨달았습니다. 제자가 무

례하여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잡았으니 스스

로 지은 죄라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겠

습니까. 응당 흠 많은 세상을 탓하면서 영원히 

윤회의 재앙을 받았을 텐데, 사부께서 하룻밤

의 꿈을 불러일으켜 성진의 마음을 깨닫게 하

셨으니, 사부의 큰 은덕은 비록 천만 겁의 시

간을 지내더라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대사가 말했다.

“네가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이 다하여 돌

아왔으니 내가 무슨 간여한 일이 있겠느

냐? 또한 네가 ‘제자가 인간 세상의 윤회

하는 일을 꿈으로 꾸었다.’고 하는데, 이것

은 네가 꿈과 인간 세상을 나누어서 둘로 

보는 것이다. 너의 꿈은 오히려 아직 깨지 

않았다.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었다가 나

비가 또 변하여 장주가 되었다고 하니, 나

비가 꿈에 장주가 된 것인가,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된 것인가 하는 것은 끝내 구별할 

수 없었다. 누가 어떤 일이 꿈이고 어떤 

일이 진짜인 줄 알겠느냐. 지금 네가 성진

을 네 몸으로 생각하고, 꿈을 네 몸이 꾼 

꿈으로 생각하니 너도 또한 몸과 꿈을 하

나로 생각지 않는구나. 성진과 소유가 누

가 꿈이며 누가 꿈이 아니냐?”

성진이 말했다.

“제자가 몽매하여 꿈에 것이 진짜가 아닌지, 

진짜 것이 꿈이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겠습니

다. 바라건대 사부께서 설법해 주셔서 제자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대사가 말했다.

“내 마땅히 『금강경』 대법을 설법하여 너

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겠다만 마땅히 새로 

오는 제자가 있을 터이니 너는 조금 만 기다려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문을 지키는 도

인이 들어와 고했다.

“어제 왔던 위부인 아래의 선녀 여덟 사람

이 또 와서 대사께 뵙기를 청합니다.”

대사가 명하여 불러오게 했다.

[중략]

대사가 말했다.

“좋구나, 좋아! 너희 여덟 사람아. 지극한 

정성이 이와 같으니 어찌 감동하지 않겠느

냐.”

드디어 법좌에 올라 경문을 강설하였다. 그 

경에 ‘백호(白毫)의 광채가 세계에 퍼져 나가

고, 하늘 꽃이 마치 소낙비처럼 내리더라.’ 

등의 말이 있었다. 설법이 끝날 즈음 네 구절

의 게(偈)를 외우자, 성진과 여덟 비구니가 

모두 본성을 단박에 깨닫고 적멸(寂)의 도를 

크게 얻었다.

- 김만중, <구운몽>

17. <보기>는 윗글의 서사 구조를 도식화한 것

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현실 

세계

ⓑ 

몽중 

세계

ⓒ 

현실 

세계

① ⓐ에서 성진이 죄를 지어 ⓑ와 ⓒ의 사건들

이 벌어지게 되는구나.

② 육관대사는 ⓐ의 성진은 장주와 같고, ⓑ의 

양소유는 나비와 같다고 여기는구나.

③ ⓑ를 통해 성진은 ⓐ에서 가졌던 욕망이 허

망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구나.

④ ⓑ는 ⓐ의 행위로 인한 결과이면서 ⓒ에서 

성진이 득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구나.

⑤ ⓒ에서는 ⓑ에서 성진과 함께 지냈던 팔선

녀도 대사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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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기>를 참고하여 [A]에 대해 할 수 있는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장자는 어느 날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다. 너

풀너풀 날아가는 즐거운 나비였다. 그런데 갑

자기 잠에서 깨어 보니 장자였다. 장자는 자기

가 꿈속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속에

서 장자가 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이것은 도

가 사상가로 유명한 장자의 호접몽 이야기이

다. 장자는 나비 꿈을 회고하면서 꿈과 현실의 

경계,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단정하여 말

하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나비 또

는 장자의 관점에 고착되어 생각하는 작은 관

점에서 벗어나 큰 관점을 획득함으로써 현실과 

자신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① 등장인물들 모두가 결국은 꿈은 꿈일 뿐이

고, 현실은 현실일 뿐임을 깨닫는다.

② 성진은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

각하고, 대사는 그것을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③ 장자는 소유를 가리키고, 나비는 성진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④ 성진은 현실과 꿈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

하고, 대사는 그 둘이 별개라고 생각한다.

⑤ 대사는 성진이 스스로 흥이 다하여 깨달음을 

얻고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대견스러워한다.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그와 아내는 아들 영로를 잃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다. 

그는 밀가루를 함지박에 붓는 아내를 보고 식사 전 산책

을 나갔다. 초여름 무더위, 이웃집 계집아이는 잃어버린 

만화경을 찾고 있었다. 예정되었던 교인들의 심방이 취소

되고, 밀가루 반죽이 남았다. 수도 검침원이 찾아왔다 돌

아가고 그는 놀이터에서 주워 온 계집아이의 만화경을 넣

어 둔 아들의 책상으로 갔다.

아내의 발소리가 마루에서 완전히 사라졌음

을 확인하고 그는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 두

었던 만화경을 꺼냈다. 그것은 두꺼운 마분지

를 원통형으로 말아 붙인 것으로, 표면에는 울

긋불긋 크레파스 칠이 되어 있었다.

그는 만화경을 눈에 갖다 대고 빙글빙글 돌

렸다. 잘게 자른 색종이 조각들이 거울 면의 

굴절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며 여러 가지 꽃 

모양을 만들었다.

만화경 속의 조화는 현란하지도 신기하지도 

않았다. 홑잎과 겹잎 꽃의 단순한 집합과 확산

일 뿐이었다. 옛사람들은 만화경을 돌리며 우

주의 원리와 이치를 본다고 했다.

엊그제였던가, 점심 산책에 나선 그가 주택

가 골목을 벗어나 큰길에 이르렀을 때 그는 

주위를 집요하게 맴돌며 따라오는 빛 무늬를 

보았다. 어깨와 다리, 가슴팍에 함부로 와 닿

는 빛을 털어 내며 눈살을 찌푸렸으나 하얗게 

번뜩이는 그것이 길과 사람들 사이로 정령처

럼 춤추며 뛰어다니다가 다시금 그에게로 되

돌아와 얼굴에 오래 머무르자 그는 문득 얼굴

이 졸아드는 공포를 느꼈다. 센 빛살에 눈을 

뜨지 못하며 그는 소리쳤다. 누구냐, 거울 장

난을 하는 게. 그때 쨍쨍한 목소리가 날아왔

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아이가 미장원 층

계에 앉아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날카롭게 모

가 선 거울 조각이 들려 있었다. 다치면 어쩌

려고 그러니. 그러나 아이는 말했다. 유리 가

게에 가서 동그랗게 잘라 달라고 하면 된대요. 

내일 유치원에서 만화경을 만들 거예요. 만화

경은 뭐든지 다 보이는 요술 상자래요. 그러면

서 아이는 길을 건너 달려갔다. 뭐든지 다 보

인다고? 그는 아이의 등 뒤에 대고 물었으나 

물론 진정한 호기심은 아니었다. 단지 의미 없

는 되물음이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어제 낮, 

그는 놀이터의 벤치에서 그 애의 가방과 함께 

놓인 만화경을 보았다. 집으로 오는 동안을 참

지 못해 도중에 유치원 가방을 팽개쳐 두고 

자전거 가게로 달려가는 그 애의 버릇을 그는 

알고 있었다. 아이는 이 요술 상자를 통해 무

엇을 들여다보았을까. 그는 아이의 눈이 되어 

아이의 눈에 비친 모든 것을 보고자 하는 욕

망으로 만화경을 집어 들었다. 그것을 품에 감

추고 어제 오후 내내 그는 잃어버린 만화경을 

찾기 위해 헛되이 모랫더미를 헤치는 아이를 

지켜보았다. 내 만화경을 누가 훔쳐 갔어요. 

전시회에 낼 거라고 선생님이 그랬는데요. 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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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면서 벌써 수십 번이나 들여다보았을, 가방

과 만화경이 놓였던 긴 의자 밑을 다시 들여

다보았다.

뭐든지 볼 수 있대요. 그는 아이의 말을 흉

내 내어 중얼거리며 빠르게 만화경을 돌렸다. 

돌리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유리와 거울과 

색종이가 어울려 모였다 흩어지는 모양이 다 

양해졌다. 그것은 어쩌면 빠른 속도로 분열하

고 번식하는 병원균과도 같았다. 색종이의 선

명한 색감 때문인지도 몰랐다.

[중략]

맥(貘)이라던가, 나쁜 꿈을 먹는 짐승이래

요. 중얼거리는 동안에도 아내의 손이 쉬임 

없이 반죽을 떼어 내어 형체를 만들고 있었

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타구와 함께 머리맡에 

두었지요. 때문에 타구에 가득 고인 가래침은 

마치 맥이 밤새 먹고 이른 새벽에 토해 놓은 

흉몽과 같았지요. 할아버지는 관 속에 맥을 

같이 넣어 달라고 유언을 하셨어요. 죽은 후

에도 나쁜 꿈에 시달릴 것을 겁내셨던 모양이

에요. 죽은 사람도 꿈을 꾸는 걸까. 어린 내게

는 그것이 퍽 이상했는데 지금은 할아버지가 

그러셨던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옛날 사람들

은 자기가 쓰던 물건, 부리던 하인들의 모양

까지 흙으로 빚어 무덤 속에 같이 넣었다잖아

요? 아내의 조부는 이제 길고 희미한 시간의 

회랑 끝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다. 머리맡에 

맥을 세워 두고. 어쩌면 그에게 최면을 걸 듯 

느릿느릿 낮게 읊조리는 아내의 말소리에 손

을 잡혀 그는, 더러는 망각으로 깜깜하게 묻

히고 더러는 어슴푸레 떠오르는 시간 속을 자

꾸 걸어간다. 그것은 마치 감광제가 고루 발

리지 않은 필름과도 같다. 어느 부분은 저 홀

로 발광체인 듯 환히 빛나며 뚜렷이 떠오르고 

어느 부분은 아주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굳이 잊혀진 것을 되살

리고자 안타까워하지 않는다.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것은 늙은이에게 주어진 보잘

것없는 특권인 것이다. 그러나 그가 지금 주

춤거리고 섰는 이곳은 어디인가. 언젠가 가 

보았던 박물관의 전시실 같기도 했다.

[A]

그것은 토우(土偶)나 동경(銅鏡) 따위 

죽은 사람들의 부장품들만을 진열한 방

이었다. 땅 속에 묻혀 천 년 세월을 산, 

이제는 말끔히 녹을 닦아 낸 구리거울을 

보자 그는 자신이 아주 오래전에 죽은 

옛사람인 듯 느껴졌었다. 관람객이 한 명

도 없이 텅 빈 전시실에는 두꺼운 양탄

자가 깔려 있어 자신의 발소리조차 들리

지 않았었기 때문이라고, 어둡고 눅눅한 

회랑을 걸어 나오며 그는 잠깐 스쳐 간 

괴이한 기분에 대해 변명하였다.

영로를 묻었을 때 그는 그가 묻고 돌

아선 것이, 미쳐 가는 봄빛을 이기지 못

해 성급히 부패하기 시작한 시체가 아니

라 한 조각 거울이었다고 생각했었다.

“할머니, 뭘 만드세요?”

마루 앞마당에 짧게 그림자가 드리우며, 일

부러 그러는 듯 혀 짧은 소리가 들렸다. 흰빛 

레이스 천의 원피스로 갈아입은 옆집 계집아

이였다. 그는 가수 상태에서 빠져나오고자 힘

겹게 허우적거리며 있는 힘을 다해 아이를 바

라보았다.

- 오정희, <동경>

19.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물의 관찰 내용과 기억 및 상념을 중심으

로 서술했다.

② 지나간 일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교차

하며 서술했다.

③ 전지적인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자세히 

서술했다.

④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여 긴박한 긴

장감을 조성했다.

⑤ 인물들의 대화 내용과 서술자의 발언을 섞

어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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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기>는 [A] 부분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

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것은?

<보기>

사람의 시체가 부패하는 것과는 달리 단단하

게 만들어진 ‘동경’, 즉 ‘구리거울’은 부패하지 

않는다. 시체와는 달리 무덤 속에 놓인 동경은 

녹과 이끼를 깨끗이 닦아 다시 사용할 수 있

다. 땅에 묻혀 빛을 잃었던 거울은, 다시 빛을 

찾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가 

땅에 갇힌 것이 성급히 부패하는 시체가 아니

라, ‘한 조각 거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처

럼 (                      )이 반영되어 있다.

① 반복적인 일상에서 어서 빨리 탈피하고자 

하는 마음

② 죽은 아들을 저승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

리라는 희망

③ 자신의 삶에 대한 패배 의식에서 벗어나고

자 하는 의욕

④ 유한한 생명을 무한한 것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바람

⑤

 

암울한 현실에 맞서지 못하고 도피하는 비

겁한 인간상



 - 13 -

본 면에 이어 다음 면에 영어영역이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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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영 역 (20 문항)

1.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a company comes out with a new 

product, its competitors typically go on 

the defensive, doing whatever they can 

to reduce the odds that the offering will 

eat into their sales. Responses might 

include increasing marketing efforts, 

offering discounts, and even lobbying for 

regulations that would hinder the rival's 

expansion. In many cases, though, such 

actions are (A) ________. Although the 

conventional wisdom that a rival's launch 

will hurt profits is often correct, my 

research shows that companies 

sometimes see profits increase after a 

rival's launch. The underlying mechanism 

is pretty simple: When a company comes 

out with a new product, it often raises 

the prices of its existing products. This 

might be designed to make the new 

product look up to date and thus more 

attractive by comparison. As that 

company (B) ________ its pricing, its 

competitors can do the same without 

risking customer defections over price.

                                 * defection: 이탈

   (A)   (B)

① disclaimed …… estimates

② unjust …… justifies

③ misguided …… adjusts

④ well-advised …… raises

⑤ inevitable …… reduces

2. 다음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One of the most potentially productive 

trends in education today is the focus on 

interdisciplinary studies: teaching math 

as it applies to science, for example, or 

relating the various humanities. This 

applies to art education, too. If we 

trivialize art and remove it from the 

core of a mainstream education, we not 

only deny our students full access to 

one of humankind's most profound 

experiences, but we miss countless 

opportunities to improve their grasp of 

other subjects as well. Moreover, we 

deny students access to an extremely 

useful kind of training and a productive 

mode of thought. We should also 

consider that the more legitimately we 

weave art into the fabric of the general 

curriculum, the better our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important role art plays 

in culture.

① Advertise

② Glorify

③ Reproach

④ Suggest

⑤ Sympath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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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글에 드러난 'Sophie'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Sophie sipped her own tea, every so 

often nervously glancing up at the clock. 

She sat quietly beside her mother on the 

sofa. She had run out of words to say. 

A wall of silence surrounded her and 

her mother. The good relationship they 

had shared earlier had been replaced by 

an uneasy and tense silence. Sophie 

found her mother suddenly distant and 

unreachable as if she were in another 

world. Somewhere deep inside she was 

convinced that her mother was not going 

to take control of her life and make 

profound changes that she obviously 

needed to. Despite her maturity it 

seemed to Sophie that her mother was a 

little girl frozen in a time zone, which 

went back to the day her parents died. 

The trauma and shock her mother must 

have received then, she thought, must 

have paralyzed her emotionally. The 

guilt she carried must have convinced 

her mother that she did not deserved to 

have her wishes granted and have the 

life of her choice. It pained Sophie that 

there was nothing she could do to give 

her mother the emotional strength she 

needed.

① nervous and aggressive

② depressed and calm

③ confused and indifferent

④ resentful and confident

⑤ gloomy and helpless

4.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tensions between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Renaissance period can be 

seen in the many different types of 

images and objects produced in 15th- 

and 16th-century Europe. While many of 

these items would not look out of place 

in a present-day art museum or in the 

Dresden picture gallery visited by 

Goethe in the later 18th century,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none was 

originally made for such surroundings. 

Indeed, the great majority would not 

have been viewed as 'works of art' in 

the first place, at least not in the 

modern sense of the phrase. ________, 

they would not have been understood as 

somehow making concrete an individual 

artist's personal beliefs, emotions, and 

experiences. Instead, they were meant 

to express the taste, desires, and needs 

of the patron who hired the artists. 

① That is

② Nonetheless

③ Meanwhile

④ Otherwise

⑤ For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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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Aesthetics is the area of philosophy that 

concerns our appreciation of things as 

they affect our senses, and especially as 

they affect them in a pleasing way. As 

such, it frequently focuses (a) primarily 

on the fine arts, the products of which 

are traditionally designed to please our 

senses. (b) Likewise, much of our 

aesthetic appreciation is not confined to 

art, but directed toward the world at 

large. We appreciate not only art, but 

also nature: broad horizons, fiery sunsets, 

and towering mountains. Moreover, our 

appreciation reaches (c) beyond pristine 

nature to our more mundane 

surroundings: the solitude of a 

neighborhood park on a rainy evening, 

the chaos of a busy morning 

marketplace, the view from the road. 

(d) Thus, there is a need for an 

aesthetics of the environment, for in 

such cases our aesthetic appreciation 

(e) includes our surroundings: our 

environment.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6. (A), (B)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Bungee jumping is a popular activity for 

the thrill-seeking type. It involves 

jumping from great heights with an 

elastic rope attracted to your ankle. Just 

prior to the moment when you would hit 

the ground, the elastic rope snaps you 

back up into the air. Bungee jumping 

businesses employ people with a strong 

knowledge of engineering to input data 

on many different aspects of the 

activity: the distance of the drop, the 

elasticity of the ropes, the effects of 

factors such as weather conditions and 

a person's weight and height. These 

engineers seek to help them create safe 

conditions. Because of the danger 

involved in the sport and the 

complicated nature of the calculations 

involved, some places have begun to 

(A) draw / draft / drop registration to 

regulate the bungee jumping industry. 

The bungee jumping industry welcomes 

these regulations, since they clarify 

the steps they need to take to 

improve safety. Most places continue to 

(B) reserve / revise / reverse  their laws 

as they learn more about the physics of 

bungee jumping.

(A)  (B)

① draft …… revise

② draft …… reverse

③ drop …… revise

④ draw …… reserve

⑤ draw …… re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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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Physicians are (a) too rarely aware of 

their patients' need for purpose and 

meaning in life, so they often don't 

know how to account for dramatic 

improvements in their patients' conditions. 

Recently, I received a letter from a 

doctor telling me that a woman with 

extensive breast cancer, (b) whom we 

had both cared for, had returned to his 

office five months after he had sent 

her to a nursing home ― and that he 

had "never seen her looking so well!" 

No further comment by the doctor was 

made. I told the medical student who 

was working with me (c) call the woman 

and find out her story, because I was 

sure there would be one. The woman 

told the student (d) that when she got to 

the nursing home, she found 

conditions there so unbearable and 

depressing that she led a revolution 

among the other "inmates" to insist that 

they (e) receive better treatment. She 

spent time talking with the staff about 

the tenderness and love the patients 

needed, and she transformed the place. 

Then she felt so good that she went 

home and bought herself a new car!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8.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the curtain closes at any stage 

theater, the audience bursts into 

applause. It's usually a few clappers 

who hesitantly start on their own, and 

then others join in. Applause is a 

funny thing in which each person tries 

to give credits to the performers, but 

also tries to blend into the crowd; you 

don't want to clap before everyone 

else, or to go on after others have 

stopped. In fact, if you study it, you'll 

discover there is a pronounced pattern 

in the way an audience goes from 

silence to full volume of applause. 

Recordings at theaters around the world 

show that __________ and that different 

crowds all follow one universal curve 

showing how the sound rises over 

several seconds. Even more remarkably, 

this curve is absolutely identical to a 

curve known from physics that describes 

how a group of atoms or molecules 

collectively go from one kind of 

behavior to another, rapidly and 

abruptly, because what one does 

depends very strongly on what others 

nearby do.

① physics is very helpful in 

constructing theaters

② the audience is hardly hesitant to 

applaud

③ performers depend on the audience's 

applause

④ the theater's facilities affect the 

audience's response

⑤ the pattern transcends different 

cultural ha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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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For thousands of years, people believed 

that owls were more like gods than 

animals. Even in modern times they have 

been used to signify wisdom, magic, and 

power, but the simple truth is that owls 

are no more divine than other birds. The 

large, round heads and huge, 

forward-facing eyes that inclined ancient 

observers to believe that owls possessed 

divine intelligence are simply natural 

adaptations developed to help the 

predators catch the small animals that 

make up their food supply. Although 

owls do not possess any of the mystical 

powers often attributed to them in 

mythology, they are formidable hunters 

whose skill surpasses that of other birds 

of prey. Their acute senses ensure that 

owls rarely fail to notice a potential 

meal, and their ability to fly silently 

means that the unfortunate mouse 

identified by the owl as its next snack 

never realizes it is the object of an 

attack until too late.

① 올빼미는 다른 새들만큼이나 신성하지 않다.

② 올빼미는 신비한 힘은 없지만 다른 면에서 

비범하다.

③ 올빼미는 고대 신화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

지하고 있다.

④ 올빼미에 대한 오랜 믿음은 공격 받고 있다.

⑤ 올빼미를 지금도 신비로운 동물로 간주한다.

10.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It's important that the media provide us 

with diverse and opposing views, so we 

can choose the best available options. 

Let's take the example of going to war. 

War should be a last resort, obviously, 

undertaken when all other options have 

failed. So, when someone is threatening 

to go to war, or trying to convince us 

and mounting a huge public relations 

campaign to justify it, the news media 

have a responsibility to question 

everything. They should be providing the 

most intense scrutiny on our behalf, so 

the public can see the other side of 

things. Otherwise, we may be drawn into 

unnecessary wars, or wars fought for 

reasons other than those presented by 

governments and generals. But more 

often than not the media doesn't work 

that way. Even the large, so-called 

'liberal' American media have admitted 

that they have not always been 

watchdogs for the public interest, and 

that their own coverage on some major 

issues "looks strikingly one-sided at 

times."

① 대중의 이익을 위한 언론매체의 필요성

② 언론매체의 전쟁 유발 방지 역할

③ 편향적 언론매체와 대중의 이익의 대립

④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는 언론매체의 중요성

⑤ 언론매체의 편향적 보도에 따른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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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As human beings change their 

environment through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advances, the science of 

ecology is increasingly needed to 

protect plant and animal life. The rain 

forests of South America, Africa, and 

Asia are being cleared to obtain lumber 

and provide farm land. Ecologists have 

demonstrated how this practice may 

lead to the extinction of forest animals. 

Even human life may be endangered, 

since the roots of forest trees help to 

hold water. When these trees are cut, 

water evaporates, causing dryness that 

kills plants and eventually leads to 

human starvation. In 1987, scientists 

confirmed that there was a dangerous 

hole in the protective ozone layer that 

surrounds our atmosphere. This hole, 

centered over Antarctica, may indirectly 

cause skin cancer in humans and 

animals as well as have a dangerous 

warming effect on the Earth's 

temperature. Researchers feel that the 

ozone hole may be due to the use of 

industrial chlorofluorocarbons, which are 

sometimes used in aerosol cans, 

refrigerators, air conditioners, and some 

food containers.

①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

② 오존층의 파괴를 막아야 한다.

③ 열대우림지역을 보존해야 한다.

④ 환경보호를 위해 생태학의 이해가 필요하다.

⑤ 환경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12.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가장 적절한 곳은?

Paints are produced from plants and 

minerals found near the Pueblo village 

and applied with a handmade brush 

fashioned from a yucca cactus.

One of the features that distinguish 

traditional Pueblo pottery from other 

types of clay art is the absence of 

machinery from all parts of the creative 

process. (a) The clay is gathered, 

processed, and finally shaped by hand. 

(b) Instead of using a potter's wheel to 

create vases and other round objects, 

the Pueblo pottery artist rolls clay into 

long pieces and then painstakingly coils 

them into layers of circles. (c) This 

adherence to tradition is one of the 

things that make Pueblo pottery so 

attractive to the art collector. (d) Since 

the Pueblo potter shuns techniques of 

mass production, the collector can be 

sure that every piece of Pueblo clay art 

is uniquely shaped. (e) This quality also 

makes examples of Pueblo pottery 

excellent gifts.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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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련이 없는 문장은?

Effective goals focus your energy on 

what you do want rather than on what 

you don't want. (a) So effective goals 

are positive goals. (b) For example, "I 

will stop being late to classes" is a 

negative goal, but "I will arrive on 

time to every class" is a positive 

goal. (c) You're likely to give up on 

goals that you even know are 

achievable for you. (d) I recall a race 

car driver who explained how he 

miraculously kept his spinning car 

from smashing into the retaining wall: 

"I kept my eye on the track, not the 

wall." (e) You, too, will stay on course 

if you focus your thoughts and actions 

on where you do want to go rather 

than on where you don't want to go.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14. 다음 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American entertainment industry has 

been heavily criticized. Critics are unhappy 

with the amount of pretend violent acts it 

shows. The Media Influence Theory 

explains this problem. It suggests that the 

rise in the rates of real violent acts is 

linked to entertainment. The basis of the 

theory lies in the assumption that many 

people are exposed to a high level of 

violent content in media outlets. A small 

percentage of these people have trouble 

separating fantasy and reality about the 

violence they see. The frequent targets of 

the theory's advocates are video game 

companies. These companies produce many 

first-person shooter games. Most of these 

feature a high level of violence and gore. 

Advocates say these games make life 

seem cheap because these games reward 

the player for committing acts of violence. 

They want the companies to label products 

that are extremely violent. They also want 

minors to have limited or no access to 

these products.

                         * gore: 유혈 싸움

According to the Media Influence 

Theory, for people tend to behave in a 

violent way if (A) ________ to a high 

level of violence in media, government 

should (B) ________ access to violent 

media products.

(A) (B)

① adapted …… discourage

② accustomed …… prohibit

③ subjected …… enforce

④ admitted …… ban

⑤ exposed …… regu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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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Much primitive agriculture shares a 

strange common feature. There are very 

few large plots of land; instead, each 

farmer owns several small plots 

scattered around the village. This 

pattern was very common in medieval 

England and exists today in parts of the 

Third World. Historians have long 

debated the reasons for this scattering, 

which is believed to be the source of 

much inefficiency. Perhaps it arises 

from inheritance and marriage: At each 

generation, the family plot is subdivided 

among the heirs, so that plots become 

tiny; marriages then bring widely 

scattered plots into the same family. 

This explanation suffers because it 

seems to assume a form of irrationality: 

Why don't the villagers periodically 

exchange plots among themselves to 

consolidate their holdings?

    Inevitably, this problem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economist and historian 

Don McCloskey, whose instinct for 

constructing ingenious economic 

explanations is unsurpassed. Instead of 

asking, "What social institutions led to 

such irrational behavior?" McCloskey 

asked, "Why is this behaviour rational?" 

Careful study led him to conclude that it 

is rational because it is a form of 

insurance. A farmer with one large plot 

is liable to be completely ruined in the 

event of a localized flood. By scattering 

his holdings, __________ in exchange for 

a guarantee that he will not be wiped 

out by a local disaster.

15.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How Plots Consolidated Prompted 

Agricultural Development?

② What Made Plots Scattered in Medieval 

England?

③ Fatal Influence of Natural Disaster on 

Farmland

④ The Relationship between Agriculture 

and Institutions

⑤ Scattering Plots: the Most Irrational 

Agricultural Methods

16.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the farmer gives up some potential 

income

② the farmer is willing to expand his 

plots

③ the farmer tries to work on his plots 

with others

④ the farmer wants to keep his plots 

uncontrolled

⑤ the farmer endeavors to consolidate 

his plots

17. 윗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① 중세시대의 상속과 결혼제도를 연구하면 

경작지 분산의 이유를 알 수 있다.

② 중세 영국에서 경작지를 분산한 이유는 

안정적인 농작물 확보를 위해서이다.

③ 중세 영국에서 경작지 분산이 가장 보편적

이었던 것은 사회관습 때문이었다.

④ 중세시대에 토지상속 때문에 잦은 다툼이 

있었다.

⑤ 경작지 분산은 비효율이고 비과학적이어

서 현대에 와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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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The plan which I adopted, and the 

one by which I was most successful, 

was that of making friends of all the 

little white boys whom I met in the 

street. As many of these as I could, I 

converted into teachers. With their 

kindly aid, obtained at different times 

and different places, I finally 

succeeded in learning to read.

(B)

I used to talk this matter of slavery 

over with (a) them. I would sometimes 

say to them, I wished I could be as 

free as they would be when they got 

to be men. It used to trouble them; 

(b) they would express for me the 

liveliest sympathy, and console me 

with the hope that something would 

occur by which I might be free.

(C)

I am strongly tempted to give the 

names of two or three of those little 

boys, as testimonial of gratitude and 

affection I bear (c) them; but 

prudence forbids; not that it would 

injure me, but it might embarrass 

(d) them; for it is almost an 

unpardonable offence to teach slaves 

to read in this country. Education is 

not allowed for (e) them.

(D)

When I was sent on errands, I always 

took my book with me, and by going 

one part of my errand quickly, I found 

time to get a lesson before my return. 

I used also to carry bread with me,  

enough of which was always in the 

house, and to which I was always 

welcome for I was much better off in 

this regard than many of the poor 

white children in our neighborhood. 

This bread I used to bestow upon the 

hungry little boys, who, in turn, 

would give me more valuable bread 

of knowledge.

18.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B) - (C) - (D) ② (C) - (B) - (D)

③ (C) - (D) - (B) ④ (D) - (B) - (C)

⑤ (D) - (C) - (B)

19. 밑줄 친 (a)~(e)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2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필자는 길에서 만나 알게 된 백인 소년들

로부터 글을 배웠다.

② 필자는 맡은 용무를 빨리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틈틈이 공부를 했다.

③ 필자는 가난한 백인 소년들에게 빵을 주고 

대신에 배움을 얻었다.

④ 필자는 자신에게 공부를 시켜준 백인 

소년들의 이름을 밝혔다.

⑤ 필자는 백인 친구들과 노예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