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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전공적성평가 문제지

◈ 문제유형 : 객관식 4지선다형

◈ 문 항 수  : 70문항  
            
◈ 시험시간 : 8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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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어 (25문항)
[1∼2] 다음은 반대신문식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

시오.
사회자: 지금부터 ‘지상파 프로그램의 중간 광고를 허용해

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찬성: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수익은 인터넷 광고로의 쏠림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광고 
수익의 감소는 프로그램 제작비의 축소로 이어져 프
로그램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파 
프로그램의 중간 광고를 허용하면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그
렇게 되면 시청자 복지, 다시 말해 시청자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간 광고
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미국
의 경우, 중간 광고 실시 여부를 각 방송사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영국은 2개 방송사를 제외하고 중간 광고
를 허용하였고, 프랑스와 독일은 공영 방송을 제외하
고 모두 중간 광고를 허용하였습니다. 이렇듯 선진국
들이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중
간 광고를 불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대: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수익이 낮아졌다고 했는데 
시청률은 어떻게 변했나요?

찬성: 시청률도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 지상파 방송사의 시청률이 낮아진 것이 낮은 광고 수

익으로 인한 프로그램의 품질 저하 때문인가요? 아니면 
종합편성채널 등 경쟁 채널이 많이 생겨서인가요?

찬성: 물론 종합편성채널과의 경쟁 때문에 지상파 3사의 
시청률이 낮아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광고 수익의 감소가 제작비 축소를 가져왔고 그에 따
라 시청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
했기 때문에 시청률이 낮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혹시 중간 광고의 도입이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 주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
지는 않습니까?

찬성: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서는 재원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적절한 광고 
수익이 있어야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 중간에 광고가 삽입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 좋은 
품질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고로 인해 
시청 흐름이 단절되고 몰입에 방해를 받습니다. 광고 
삽입을 염두에 두고 제작한 프로그램이 과연 고품질
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찬성: 중간 광고로 인해 시청자가 몰입에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간 광고를 통해 시청자가 
잠시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지 않을까요?

반대: 중간 광고로 인해 광고주의 영향력이 더욱 커져 지
상파 방송사는 시청률 위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며 흥
미 위주의 프로그램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이 고품질 프로그램이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찬성: 방송이란 방송사와 시청자 간에 놓여 있는 다리이
며 모종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 시청자가 좋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고품질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마지막 신문을 하겠습니다. 시청자 복지를 위해 중
간 광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셨는데, 실제로 시청자
들은 각종 여론 조사에서 77.1%가 중간 광고를 보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원하지 않는 
중간 광고를 본의 아니게 시청해야 하는 것이 과연 
시청자를 위한 것입니까?

찬성: 물론 시청자들이 중간 광고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하지만 중간 광고를 통해 프
로그램의 품질이 향상되면 시청률이 높아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중간 광고에 대한 시청자들의 인식이 바
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위 토론에 사용된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토론 전략

목적 전략

찬
성 

중간 광고에 찬성
하는 입장을 명확
히 밝히기 위해

⇨
입론에서 중간 광
고의 필요성에 대
한 근거를 두 가
지 제시함

①

중간 광고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의 품질 저
하에 대한 상대방
의 우려를 불식시
키기 위해

⇨
중간 광고로 인해 
프로그램의 품질
이 향상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함

②

반
대

중간 광고의 필요
성을 주장하는 상
대방의 근거 부족
을 공략하기 위해

⇨
상대방에게 통계 
자료 등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라
고 요구함

③

중간 광고가 세계
적 흐름이라고 하
는 상대방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
외국의 흐름을 맹
목적으로 좇는 것
은 지상파 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불
필요함을 지적함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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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1]～[자료3]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1］
2005년

지상

파

3사

매출

현황

방송
사업 

매출액
합계

방송
수신
료

재
송
신

광고 협찬 기타

25,501 5,246 - 17,592 1,399 1,266

2015년

방송
사업 

매출액
합계

방송
수신
료

재
송
신

광고 협찬 기타

31,275 6,258 1,200 14,042 2,595 7,181

 ※ 2005-2015 지상파 3사 방송사업매출 세부현황 
(자료=재산상황공표집 / 단위:억원)

［자료2］

매체

광고 점유율

2015년 누계
(1∼6월)

2016년 누계
(1∼6월)

지상파TV 20% 17%

케이블TV 12% 13%

종합편성채널 7% 4%

VOD 1% 1%

라디오 2% 2%

신문 14% 14%

잡지 5% 4%

인터넷 32% 38%

기타 10% 9%

※ 2015-2016 매체별 광고 점유율 현황

［자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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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채널의 연도별 시청점유율(자료=방송통신위원회 / 단위:%)

입장 활용 방안

찬성 

［자료1］: 광고 수익의 감소로 인해 제작비가 
줄어들어 지상파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한다.·······················①

［자료2］: 인터넷 광고로의 쏠림 현상 때문에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이 점차 약해짐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한다.·················②

반대

［자료1］: 지상파 방송의 매출액 총액이 낮아
진 까닭이 언론의 사명을 다 하지 못한 방송
사의 안일함 때문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
한다.··················································③

［자료3］: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수익 저하가 
광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종합편성채널과의 
경쟁 때문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한
다.·····················································④

[3∼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혹자는 이렇게 묻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윤리적 가

치 판단을 제거하고 남은 순수한 이성의 영역이 과학 
아닌가? 과학·기술을 인간의 윤리와 관련지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과학적 사고는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다. 과학은 과학 실험실, 동료 과학자, 더 나아가 시
민 사회 등 복잡한 사회적 층위 속에 놓여 있다. 그 
복잡한 사회적 층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과학이론이 
발전해 왔다. 과학적 사고, 혹은 과학이론이 인간의 
현실적인 필요나 목적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기술이라면, 기술 또한 인간의 현실적인 필요가 커짐
에 따라 그에 걸맞은 모습으로 발전해 올 수밖에 없
었다. 요컨대 순수한 이성의 영역 안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서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그
러므로 과학·기술이, 인간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나 윤리 같은 이데올로기의 영역과 어찌 무
관할 수가 있겠는가?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과 사회를 더욱 복잡
하게 만든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은 늘 
새롭고 복잡한 윤리적 문제들과 맞닥뜨려야 한다. 가
령, 자동운행 시스템 개발의 경우, 운행 중 교통사고
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자동차 안의 운전자를 보호하도
록 개발해야 할지 자동차 밖의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개발해야 할지에 대해 윤리적 판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동운행시스템에 법적 운전자의 
지위를 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
할 것이다.



- 4 -

이렇듯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 새로운  
윤리적 딜레마에 ⓐ 부딪힐수밖에 없다. 생체공학의 
발전에 의해 잡아먹히기를 원하도록 유전자가 조작된 
돼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 돼지는 태어나는 그 순
간부터 인간에게 될 수 있으면 잔인하게 잡아먹히는 것
을 삶의 가장 큰 목표로 생각하고 도축될 자신의 운명
을 축복으로 알고 살아간다고 하자. 그 돼지의 일평생 
소망대로 돼지를 잔인하게 도축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떤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그 돼
지가 뇌를 쓸 수 없도록 유전자가 조작되어서 환경, 고
통, 쾌락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말 그대로 식물처럼 
자라고 있다고 가정할 때 그 돼지를 죽이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떤 생명 윤리를 내세워야 한단 말인가?

먼 미래에 화성에 갈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 만들어
질지도 모른다. 이것은, 여행자의 뇌와 몸의 세포 하나
하나를 모두 스캔한 후 파괴하고 그 정보를 화성으로 
전송한 다음 그 곳에서 신체를 재구성하는 기술이다. 
화성으로 공간 이동을 한 여행자는 우주 공간을 가로질
러 전송된 후 재구성된 존재이다. 만약 그 여행자가 기
술개발자에 의해 자신이 살해된 것이라며 법적 소송을 
벌인다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
 
3. 글쓴이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글을 썼다고 할 

때,　㉮～㉱　중 윗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작문 
계획
하기

대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과학·기
술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독자의 이해
를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과 윤리의 관계 및 과학·기술
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발생할 수 있
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점들을 화제로 
삼는다.············································㉮

⇩

내용 
생성
하기

과학·기술과 윤리의 관계를 다룬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 사
례를 찾는다.····································㉯

⇩
내용 
조직
하기

글의 앞부분에 질문을 던진 후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논지
를 이어간다.····································㉰

가정적 상황을 제시하여 글을 전개한다.
⇩

표현
하기

독자의 사고를 자극하기 위해 의문문
을 많이 사용한다.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문 
학술 용어를 사용한다.·····················㉱

① ㉮        ② ㉯     　　　③ ㉰   　 　  ④ ㉱

4. ㉠과 유사한 사례를 찾아 내용을 보충하려고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장기간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환자에게 안락사

를 허용해야 하는가
②　인간의 인지 능력과 감정을 지닌 로봇에게 인간

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가 
③　우주 공간에서 고도의 문명을 가진, 위험한 생명

체를 발견했을 때 인간은 이를 죽일 수 있는가
④　뇌 이식 후 새로운 몸을 얻게 된 사람에게 가족

관계나 국적 등 뇌 이식 수술 전의 사회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가

5. ⓐ의 띄어쓰기와 관련한 다음 탐구 과정에서 ㉮에 
들어갈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의
문

‘ⓐ 부딪힐수밖에 없다.’에서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탐
구

(1) 예문을 분석한다.
- ‘부딪히다’의 관형형인 ‘부딪힐’은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주는 형태이다. ‘부딪힐’의 꾸밈을 
받는 ‘수’는 체언의 일종임을 알 수 있다. 게다
가 ‘수’는 뒤에 ‘수가’의 형태처럼 조사가 붙기
도 하기 때문에 체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수’는, 체언 중 대명사나 수사로는 볼 수 없
기에 명사로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그
런데 ‘수’는 홀로 쓰일 수 없고 앞에 반드시 꾸
며주는 말이 올 때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명
사의 일종인 ‘의존명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밖에’는, ‘밖에 나가서 놀아라.’에서처럼 명
사인 ‘밖’과 조사 ‘에’가 결합된 형태로만 생각
하기 쉽지만 문장에서 쓰이는 위치가 어딘지를 
유념해야 한다. ‘먹을 밖에’의 경우 ‘의존명사’로 
쓰였고 ‘갈 수밖에’의 경우 조사로 사용되었다. 
(2) 관련 규정을 찾아본다.
   한글맞춤법 제16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한글맞춤법 제41항: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
결
과

의존 명사는 띄어 쓰고 조사는 붙여 써야 한
다는 규정에 맞게 ‘부딪힐∨수밖에∨없다.’처럼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

⇩
확
장

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붙은 사례를 더 찾아본다.
㉮

① 그들이 사귀는 듯하다.
②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③ 내가 생각한 바가 있다.
④ 꿋꿋하게 일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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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과 같은 예로 적절한 것은?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담임의 얼굴에 붉은 꽃이 피었다. 
 “너도 당장 나가! 손들고 서 있어! 난 우등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진 않는다.”

  아이들이 ‘우우’ 했다. 담임이 화가 난 표정으로 칠판
에 글씨를 써 내려갔다.
   날다 + 뛰다 = 날고뛰다 : 통사적 합성어
   날다 + 뛰다 = 날뛰다 : 비통사적 합성어

 “날다 플러스 뛰다······. 저런 행동을 ‘날고뛰다’라고 
하지 않고, ‘날뛰다’라고 표현한다. 내가 이 교실에서 
원하는 건 날고뛰는 놈들이다. 저렇게 날뛰는 놈들은 
필요 없어! 자, 다 같이 따라 한다. 날뛰다, 비통사적 
합성어!”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따라 했다.
 “㉠ 날뛰다, 비통사적 합성어!”
① 해맑게 뛰노는 저 아이들을 보아라. [뛰놀다]
② 계속 용쓰지 말고 이제 그만 하렴.  [용쓰다]
③ 이제는 내 앞길을 가로막지 마.     [가로막다]
④ 갈아입을 옷이 모두 세탁기에 있어. [갈아입다]

7. 다음은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노트이다. [과제 수행]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늘 배운 내용]
○ 다음의 경우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된다.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필요한 문장 성분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불필요한 문장 성분을 포함한 경우
  -의도하지 않게 중의성을 갖게 되는 경우

[과제]
○ 다음 문장이 올바르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ㄱ. 결코 밥을 굶을지언정 그 일을 하지는 않겠다.
   ㄴ. 이 배는 사람이나 짐을 싣고 일본까지 운항한다.
   ㄷ.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부하였다.
   ㄹ. 아빠는 엄마보다 나를 좋아한다.

[과제수행]
○ 위의 [과제]를 [오늘 배운 내용]에 맞게 모두 고쳐

야 한다.
① ㄱ의 ‘결코’와 ‘굶을지언정’이 호응이 되지 않으므

로 ‘결코’ 대신에 ‘차마’로 바꾼다.
② ㄴ에는 필요한 문장 성분인 ‘태우거나’가 생략되어 있으

므로 ‘사람이나’를 삭제한 후 ‘사람을 태우거나’로 고친다.
③ ㄷ에는 불필요한 문장 성분인 ‘공부하였다’를 삭제

하고 ‘작성하였다’를 서술어로 삼는다.
④ ㄹ의 중의성을 없애기 위해 ‘나를 더 좋아하는 사

람은 엄마가 아닌 아빠다.’로 고친다.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구의 윤리 사상사에서 18세기는 ⓐ 홉스의 생각이 

지배적인 시대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 보존 본
능과 타산적 이성을 지니고 있는 이기적인 존재이므로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사회 계약을 맺게 되며 그 
결과 국가가 출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도덕의 최종
적 근거는 타산적 이성에 의한 사회 계약이었다. 그러
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의 이론은 인간이 지니
고 있는 도덕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었고, 결국 이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인간 내
부에 도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어떤 타고난 능력이 
있음을 제시하고자 양심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샤프츠베리는 양심에 대해 논하면서 양심의 
감정적 기능에 주목했다. 그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일
을 행할 때에는 만족감이 뒤따르고, 나쁘다고 믿는 것
을 행할 때에는 불쾌감이 뒤따른다는 사실, 또 타인의 
부도덕한 행위를 볼 때에는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고, 
올바른 행위를 볼 때에는 유쾌한 감정이 일어난다는 
사실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위와 같은 감정적 작용은 동시에 도덕적 행위의 동기
가 되며, 양심의 근본적 힘도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 클라크는 양심을 도덕적 인식 
능력으로 이해했다. 그에 따르면 양심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별하게 해 주는 힘이다. 이러한 양심의 
능력으로 우리는 도덕 법칙을 인식하게 되고, 도덕적 
행위의 의의를 알게 되며, 도덕 법칙을 합리적인 것으
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도덕적 
감정과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옳고 선한 것
을 실천하는 결단과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행위로 연
결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 피히테는 양
심을 의지적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했다. 그는 양심을 
삶에서 도덕적 사명을 확신하여 끊임없이 활동하라고 
명령하는 우리 마음의 작용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버틀러는 양심은 위와 같은 세 
가지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고 양심의 개념을 
폭넓게 이해하고자 했다. 그는 인간의 행위를 촉발하
는 동기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보았다. 욕망과 
애착은 가장 낮은 단계, 자기애와 이타심은 두 번째 
단계, 양심은 가장 높은 단계로 보았다. 버틀러는 허기
와 갈증,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성공한 악에 
대한 분노 등과 같은 ‘욕망과 애착’을 어떤 외적 대상
들과 관련된 감정이나 경향성으로 보았다. 그러다 보
니 ‘욕망과 애착’은 경우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
서 좋은 행동을 촉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감정보다 높
은 단계에는 ‘자기애’의 원리가 있다. 이것은 우리 자
신의 행복과 번영을 최대로, 그러나 분별 있게 추구한
다. 그리하여 우리의 행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
로 욕망과 애착을 통제한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행복
을 위해서는 과도한 욕망들을 규제해야 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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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맹자에 따르면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선하다. 맹자
는 인간이 자신의 타고난 본성을 그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심(不動心) 즉,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부동심이란 내면화된 용기 
즉, 외물의 존재와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자
신의 마음에 주(主)로 삼는 바를 지니고, 이를 지키
는 수양이 바탕이 될 때 확립되는 마음을 뜻하는 것
이었다. 또한 부동심을 수양하기 위해서는 양기, 즉 
기를 키우고 수련하는 과정을 통해 기 자체로 도덕
적인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강조했다.

<보기>
  택시 기사 A는 운전을 하면서 한밤중에 횡단보도
를 건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신호를 지키는 사
람이었다. A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교통 규칙’을 지
키는 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지키고 나면 법을 준
수했다는 뿌듯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이런 A에게는 
수술이 급한 병든 노모가 있었다. A가 노모의 치료
비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운전을 하던 중, 어느 
날 손님이 택시에 두고 내린 거액의 돈을 발견한다. 
A는 이 돈이면 어머니가 충분히 수술을 받을 수 있
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다 쓸 것인지 갈등한다. 하지
만 잃어버린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 이 돈을 자
신이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며
칠 밤을 새우며 고민을 한 끝에 A는 유혹을 뿌리치
고 경찰서에 분실물 습득 신고를 한다.

다. 자기애는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성적
으로 계산하는 냉철한 사고 작용이라 할 수 있다. 다
음으로 ‘이타심’의 원리가 있다. 이것은 타인의 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또 하나의 이성적 원리이
다. 이타심은 눈앞에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바라볼 때 
생기는 충동적인 동정심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원리이
다. 이타심 또한 자기애처럼 신중하고 냉철하게 작용하
면서 보다 낮은 욕망들을 통제한다. 마지막으로 ‘양심’
의 원리가 있다. 이성적 인간 본성에서 양심은 욕망과 
애착, 자기애와 이타심보다 상위에 있으며, 이들이 어
디까지 작용해도 좋은지 그 한계를 결정한다. 이와 같
이 버틀러는 양심을 하나의 유기적 체계인 인간 본성의 
내적 구조 전체를 통제하는 의지적인 작용으로 보았다.

이처럼 버틀러는 인간 본성을 분석하는 데 체계 개
념을 사용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본성을 새롭
게 설명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는, 이기적일 뿐만 아니
라 도덕적으로 냉소적이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성
에 기초한 양심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본성과 도덕의 
본질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로 
인해 그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이해 방식으로 양심
을 본격적으로 다룬 도덕 철학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8. 윗글에서 답을 확인할 수 없는 질문은?

① 양심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② 홉스와 버틀러가 주장하는 양심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③ 클라크와 피히테가 이해하는 양심의 핵심은 무엇인가?
④ 샤프츠베리가 주목한 양심의 근본적인 힘은 무엇인가?

9. 윗글의 ‘버틀러’와 <보기>의 ‘맹자’의 견해가 지니
는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선하다.
② 인간의 행위를 통제하는 정신 작용이 존재한다.
③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 노력이 

필요하다.
④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자율적 의지의 

산물이다.

10. ⓐ～ⓓ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의 관점에서는 A가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하는 
행위를 이타심과 동정심이 상호 충돌하며 갈등을 
촉발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군.

② ⓑ의 관점에서 A 자신의 감정적 작용은 A가 ‘교통 
규칙’을 지키는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군. 

③ ⓒ의 관점에서는 A가 손님이 택시에 두고 내린 돈
을 어머니 수술비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판단 행위에 양심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군.

④ ⓓ의 관점에서는 분실물을 경찰서에 신고한 A의 
행위를 A의 의지가 작용된 결단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군.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에어백은 충돌 시 관성에 의해 운동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사람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제어함으로써 
탑승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이다. 에어백은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로 올바르게 시트에 고정되었
을 경우 최대 효과가 발휘되므로 안전벨트의 보조 장
치 역할을 수행한다.

에어백이 안전장치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충격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 에어백이 충격을 완화해 주는 원리를 충돌 시의 상
황을 통해 살펴보자. 움직이는 자동차 안에서 우리의 
몸은 자동차와 같은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우리의 몸도 운동량을 가지게 되는데 운동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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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의 질량에 속도를 곱한 값을 말한다. 이러한 운동
량은 물체가 다른 물체와 충돌하면 변하게 되며, 충돌 
전의 운동량에서 충돌 후의 운동량을 뺀 값이 운동량
의 변화량이 된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은
데 충격량은 충격력에 충돌한 시간을 곱한 값이다. 자
동차가 부딪혔을 때, 실제 승객이 받는 힘이 충격력으
로, 물체나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가해지는 힘의 크기
를 말한다. 승객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일
정하므로 충격량 또한 일정한데, 승객이 충격을 적게 
받으려면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충격력을 줄여 주어
야 한다. 즉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격력과 충돌 시간
은 반비례하므로 충격력을 줄이려면 충돌 시간을 늘려 
주면 된다. 에어백은 사람이 차체에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 줌으로써 사람에게 가해지는 단위 시간당 
충격량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충격을 완화해 주는 에어백의 작동 조건은 어떻게 
될까? 에어백의 작동 조건은 에어백의 종류와 차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정면 에어백은 대체로 정
면에서 좌우 30° 이내의 각도에서 유효 충돌 속도가 
약 20~30km/h 이상일 때 작동한다. 유효 충돌 속도
란 자동차의 충격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는 ‘속도 변
화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10km/h로 주행하다가 
충돌 후 70km/h로 감속되었다면 유효 충돌 속도는 
40km/h가 되는 것이다. 

에어백의 작동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충돌 센서와 
전자 제어 장치가 차량 충돌 시 전달되는 충격량을 
감지한다. 충돌 센서와 전자 제어 장치는 충돌 과정에
서 자동차의 감속 변화에 따른 가속도의 값을 분석하
여 자동차의 충격량을 검출하는데, 그 값이 충격 한계 
이상일 경우 전자 제어 장치가 가스 발생 장치로 신
호를 보낸다. 이에 따라 발생된 질소 가스로 인해 에
어백은 순식간에 팽창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에어백은 정면충돌에서 치명적인 부상이나 
사망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
어, 상당수의 국가에서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
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의 안전을 위해 개발된 
에어백이 오히려 승객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
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에어백이 승객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충돌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작동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승객의 위
치와 무게, 안전벨트의 착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충돌 시 에어백의 팽창 속도를 조정하거나 
체중이 일정한 수치 이하일 경우 에어백 작동을 차단
하는 스마트 에어백과 같은 새로운 장치가 개발되고 
있다.

11. 윗글의 전개 방식과 관련하여 주어진 질문에 학생
들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질문 반응
예 아니요

① 에어백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나요? ∨

② 에어백의 작동 과정을 순차
적으로 설명하고 있나요? ∨

③ 에어백의 발전 과정을 통시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나요? ∨

④
에어백의 작동 조건을 다른 
대상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나요?

∨

1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격력과 충돌 시간은 반비

례한다.
② 에어백은 충돌 센서에서 검출된 값이 충격 한계 

이상일 때 작동한다.
③ 스마트 에어백은 승객의 상태에 따라 에어백의 작

동을 차단할 수 있다.
④ 정면 에어백은 각도에 관계없이 유효 충돌 속도가 

약 20～30km/h 이상일 때 작동한다.

13. ㉠이 적용된 사례가 아닌 것은?
① 동굴 견학 시 탄성체 소재의 안전모를 착용했다.
② 상처 부위의 외부 감염을 막기 위해 일회용 밴드를 

붙였다.
③ 머그잔을 택배로 보내기 위해 박스 안을 신문지로 

겹겹이 포개었다.
④ 친구가 던진 공을 잡으려고 손을 앞으로 내밀지 

않고 뒤로 빼면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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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원자핵 속에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 있다는 것을 발

견하고 그 에너지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이다. 엑스선을 발견한 뢴트겐에 의해 물질의 
구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축적되기 시작했고, 아인
슈타인이 에너지의 원리를 규명하여 물질에 대한 미시
적 해석이 가능해졌다. 그 후 채드윅이 중성자를 발견
하여 핵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원자력에 대한 기술 개발’이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이
후 1942년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엔리코 페르미가 설
계한 원자로에서 세계 최초로 우라늄 핵분열 연쇄 반
응 실험이 성공하였다.

세계 대전이라고 하는 불행한 환경 때문에 원자력
의 위력이 원자 폭탄의 형태로 처음 나왔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원자력이 평화적으로 사용되면 우리 생활
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1951년부
터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가 확대되기 
시작했고, 1953년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유
엔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제창하면서 미국의 
원자력 기술이 세계에 공개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국
가에서 원자력 발전에 관한 연구 개발이 시작되었다.

우라늄과 같은 무거운 원자핵이 중성자를 흡수하게 
되면 원자핵이 쪼개지는데 이를 ㉠ 핵분열이라고 하며, 
이때 많은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 핵분열이 일어날 때
에는 많은 에너지와 함께 2~3개의 중성자도 함께 나
오는데 그 중성자가 다른 원자핵에 흡수되면 또다시 
핵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핵분열이 
일어나는 현상을 핵분열 연쇄 반응이라고 한다. 원자
력이란 바로 핵분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생기는 
막대한 에너지를 말한다.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
려면 핵분열 연쇄 반응이 서서히 일어나도록 하면서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안전하게 뽑아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원자로이다.

핵분열 반응을 일으켜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한
다는 측면에서는 원자력 발전이나 원자 폭탄의 원리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둘은 반응을 얼마나 빠
르고 느리게 시키느냐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자연
계에 존재하는 천연 우라늄에는 핵분열이 잘 일어나는 
우라늄-235와 그렇지 않은 우라늄-238이 있는데, 우
라늄-235는 0.72%밖에 없고 나머지 대부분은 우라
늄-238로 되어 있다. 원자 폭탄은 핵분열이 잘 일어
나는 우라늄-235를 90% 이상 고농축한 것을 사용하
며 하나의 중성자가 우라늄-235에 충돌하면 원자핵
이 2개로 쪼개짐과 동시에 평균 2.5개의 중성자가 나
온다. 이때 핵분열로 사라진 질량만큼 에너지가 발생
한다. 또한 핵분열에 의하여 나온 중성자가 다시 다른 

우라늄-235에 부딪혀서 핵분열을 일으키면 다시 2.5
개의 중성자가 나오게 되고, 이러한 핵분열 반응을 통
해 중성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짧은 
시간에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이렇게 한꺼
번에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핵분열 반응의 원리를 이용
한 것이 원자 폭탄이다.

반면 원자력 발전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서서히 발
생시켜야 하므로 여기에 쓰이는 연료는 우라늄-235
를 2～5%로 저농축한 것을 주로 사용한다. 또 원자로 
내에는 제어봉이라는 것이 있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중성자의 수가 일정하도록 조절한다. 원자력 발전은 
연쇄적인 핵분열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에너지를 적
절한 시스템을 거쳐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이다. 
이처럼 ⓐ 원자 폭탄과 ⓑ 원자력 발전은 공통점도 있
지만, 연료, 장치의 특성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 차이
가 있다.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뢴트겐 덕분에 물질의 구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축적되기 시작했다.

② 중성자를 발견한 채드윅은 원자력 기술 개발의 발
전에 공헌을 하였다.

③ 물질에 대한 미시적 해석은 아인슈타인이 에너지
의 원리를 규명함으로써 가능해졌다.

④ 엔리코 페르미가 세계 최초로 설계한 원자로에서 
우라늄-238의 핵분열 연쇄 반응 실험이 시도되었다.

15. ㉠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원자핵이 중성자를 흡수하면서 쪼개지는 과

정이다.
② ㉠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라늄과 같은 원자핵이 

필요하다.
③ ㉠의 빠른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원자로

가 요구된다.
④ ㉠의 과정에서 중성자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핵분

열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16.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는 한꺼번에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핵분열 반응

의 원리를 이용한다.
② ⓑ는 열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사용한

다.
③ ⓐ와 ⓑ는 농축 정도가 유사한, 동일한 원료를 사

용한다.
④ ⓐ와 ⓑ는 핵분열 반응을 일으켜서 방출되는 에너

지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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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날로 기우듬해 가는 마을 회관 옆

청솔 한 그루 꼿꼿이 서 있다.

한때는 앰프 방송 하나로
집집의 새앙쥐까지 깨우던 회관 옆,
그 둥치의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

그 회관 들창 거덜 내는 댓바람 때마다
청솔은 또 한바탕 노엽게 운다.
거기 술만 취하면 앰프를 켜고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이장과 함께.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 그러나
저기 난장 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
그 청솔 바라보는 몇몇들 보아라.

그때마다, 삭바람마저 빗질하여
서러움조차 잘 걸러 내어
푸른 숨결을 풀어내는 청솔 보아라.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니와
까막까치 얼어 죽는 이 아침에도
저 동녘에선 꼭두서니빛 타오른다.

- 고재종, ‘세한도’

(나) 
눈물로 밤을 새워 아침에 조반드니 
덜 쓰른 보리밥에 무장떵이 한 종지라 
한 술 떠서 보고 큰 덩이 내어놓고 
그도 저도 아조 없어 굶을 적이 간간이라
여름날 긴긴 날에 배고파 어려웨라 
의복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남방염천(南方炎天) 찌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 
땀이 배고 때가 올라 굴뚝 막은 덕석인가 
덥고 검기 다 바리고 내암새를 어이하리 
어와 내 일이야 가련히도 되었고나 
손 잡고 반기는 집 내 아니 가옵더니
등 밀어 내치는 집 구차히 빌어 있어 
옥식진찬(玉食珍饌) 어데 가고 맥반염장  

(麥飯鹽醬) 대하오며
금의화복(錦衣華服) 어데 가고 현순백결  

 (懸鶉百結) 하였는고
이 몸이 살았는가 죽어서 귀신인가 

말하니 살았으나 모양은 귀신일다 
한숨 끝에 눈물 나고 눈물 끝에 한숨이라 
도로혀 생각하니 어이없어 웃음 난다 
이 모양이 무슴 일고 미친 사람 되었고나
어와 보리가을 되었는가 전산 후산에 황금빛이로다 
남풍은 때때 불어 보리 물결치는고나 
지게를 벗어 놓고 전간(田間)에 굽닐면서 
한가히 베는 농부 묻노라 저 농부야 
밥 우희 보리술을 몇 그릇 먹었느냐 
청풍에 취한 얼골 깨연들 무엇하리 
연년(年年)이 풍년 드니 해마다 보리 베어 
마당에 두드려서 방아에 쓸어 내어 
일분(一分) 밥쌀 하고 일분(一分)은 술쌀하여
밥 먹어 배부르고 술 먹어 취한 후에 
함포고복(含哺鼓腹)하여 격양가(擊壤歌)를 부르나니 
농부의 저런 흥미 이런 줄 알았다면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를 힘쓸 것을 
백운(白雲)이 즐거운 줄 청운(靑雲)이 알았으면 
탐화봉접(探花蜂蝶)이 그물에 걸렸으랴 
어제는 옳던 일이 오늘에야 왼줄 아니 
뉘우쳐 하는 마음 없다야 하랴마는 

범 물릴 줄 알았으면 깊은 뫼에 올라가며 
떨어질 줄 알았으면 높은 나무에 올랐으랴 
천동(天動)할 줄 알았으면 잠간 누(樓)에 올  

 랐으랴 
파선(破船)할 줄 알았으면 전세대동(田稅  

 大同) 실었으랴 
실수할 줄 알았으면 내기 장기 벌였으랴 
죄 지을 줄 알았으면 공명 탐차 하였으랴 
산진메 수진메와 해동청 보라매가 
심수총림(深樹叢林)에 숙여 들어 산계야목

(山鷄夜鶩) 차고 날 제 
아깝다 걸리었다 두 날개 걸리었다. 
먹기에 탐이 나서 형극(荊棘)에 걸리었다

- 안도환, ‘만언사’

17.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가 드러나 

있다. 
②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확신의 태도

를 드러내고 있다.
③ 의인화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적 상

황을 제시하고 있다.
④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마주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10 -

18.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김정희의 ‘세한도’(국보 제180호)는 김정희가 제
주도에서 귀양살이할 때, 제자 이상적에게 그려 준 
그림이다. 한겨울의 극한 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토
담집을 중심으로 왼쪽에 잣나무 두 그루, 오른쪽에 
잣나무 한 그루와 소나무 한 그루가 의연하게 서 
있다. 특히 굽어 있는 소나무는 모진 세파를 견딘 
드높은 의지와 절개를 표상한다. 고재종의 ‘세한도’
는 김정희의 ‘세한도’ 를 모티프로 삼아 가난한 농
촌 마을이 겪는 세한의 풍경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① ‘마을 회관 옆 청솔’은 김정희의 ‘세한도’ 에서 모
티프로 삼은 것이군.

② ‘둥치의 터지고 갈라진 아픔’은 모진 세파를 견딘 
흔적이라고 볼 수 있겠군.

③ ‘궁벽’과 ‘난장 난 비닐 하우스’는 퇴락한 농촌 마
을의 풍경을 드러내고 있군. 

④ ‘꼭두서니빛’은 ‘희망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노
력하는 ‘청솔’의 드높은 의지와 절개를 표상하는군. 

19. <보기>를 참고하여 [A]~[D]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만언사’는 조선 정조 때 중인이었던 안도환이 그
의 나이 34세에 지은 유배가사인데 작은 벼슬을 하
던 작가가 죄를 짓고 추자도로 유배된 사건을 배경
으로 하고 있다. 유배당한 자신의 신세 한탄과 벼슬
살이에 대한 회상, 유배지에서 겪는 어려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 등이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① [A]: 유배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한탄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② [B]: 벼슬살이를 하던 시절을 회상하며 유배당한 
후 변해버린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③ [C]: 유사한 상황을 열거하여 자신의 불찰을 드러
내고 있다.

④ [D]: 상징적 수법을 사용하여 유배당하게 된 상황
을 회상하고 있다. 

[20~22] 다음을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찾아본 데 있는 것은 어쩌나?
 잃어버린 것을 찾아 뒷짐질할 때마다 마음에 묻어 

드는 이 섬뜩한 두려움.
 권투 선수는 링 위에서 싸우다가, 3분이 흐르면 세컨

드가 기다리는 구석 자리의 ㉠코너스툴로 돌아간다. 
그는 거기에서 1분 동안 피도 뱉고 물도 마시고 사타
구니에 바람도 넣고 세컨드의 훈수도 듣고 하다가는 공
이 울리면 한결 가벼워진 걸음걸이로 다시 싸움터로 나
선다. 구석 자리의 코너스툴이 없으면 권투 선수는 얼
마나 고단할 것인가. 미국 네바다 주의 황량한 ㉡열사
(熱砂)지대에는 ‘오아시스’라는 말이 들어간 상호(商號)
가 유난히 많다.
 권투 선수가 아닌 나에게도 구석 자리가 있다. 그래

서 나는 그 구석 자리로 돌아가 보고는 한다. 삶은 싸
움이 아닐 것인데도 어쩐지 자꾸만 싸움 같아 보일 때
면, 그 싸움을 싸우다 지쳤다 싶을 때면 돌아가 보고는 
한다. 대구 근교의 소도시 경산(慶山)에 있는 기이한 
㉢은자(隱者)의 과수원으로 돌아가 보고는 한다.
 내가 ‘도회(都會)의 은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은사 

일모 선생의 과수원을 나는 번잡한 세상 한가운데 자리 
잡은 고요한 중심, 소용돌이 한중간의 부동의 중심이라
고 부른다. 바퀴로 말하자면, ㉣바퀴 테에서 가장 멀
고, 굴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다. 굴대도 돌기는 돈다. 
하지만 그 회전은 오르내림이 극심한 가장자리의 회전
과는 사뭇 다르다.
 일모 선생의 과수원을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역설적이게도 주변인으로 사는 내 
삶의 구석 자리이기도 하다. 그의 과수원에는, 내가 안
고 가는 많은 문제의 해법이 있다. 하지만 그의 해법은 
빌려도 좋고 안 빌려도 좋다. 거기에만 가 있으면 해법
이 내 안에서 술술 풀려 나올 때가 많아서 그렇다. 그
가 본보이는 삶의 태도가 내 몸과 마음의 항상성(恒常
性)을 회복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 항상성이다. 일
모 선생 과수원에는 과실나무도 있고 잡목도 있으며 채
소도 있고 잡초도 있다. 그는, 세상을 원망하는 제자들
에게 입버릇처럼 들려주는 금언이 있다.
 ㉮사람은 무영등(無影燈)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모듬살이는 무균실(無菌室)이 아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나’가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일모 선생은 ‘나’의 장

서를 ‘하 사장’의 호텔에 보관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장학 기금인 운담 프로그램을 통해 그 비용을 지원한
다. ‘하 사장’이 책을 보관하던 방을 빼고 대신 재래식 
화장실 한편에 책을 쌓아 둔 채 보관하여 책을 훼손한 
사실을 알게 된 ‘나’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일모 선생
은 ‘나’에게 똥서방[糞書房]을 차렸다며 놀리는 듯하면
서도 사태를 안타까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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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네가 하 사장을 이겨 먹을 줄 알았다. 느물
느물하게 다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자네
는 하 사장을 어떻게 생각하나?”
“천박한 수전노, 병적인 양생주의자, 대롱으로 세상
을 보는 대롱 눈〔管見(관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강(長江)이 구부러지지 않을 수 없다는 옛말이 있
다. 그래, 하 사장에게 그런 흠절이 있기는 하다. 그
렇다면 그러는 자네는 하 사장 눈에 어떻게 비쳤을
까?”
“…….”
“자네 책을 화장실에 처넣은 것이 그 대답이라고는 
할 수 없을까?”
“…….”
“자네는 하 사장 찾아갈 때 고급 위스키도 사고, 요
릿감 쇠고기도 사 가지고 갔는가?”
“그렇게 했습니다.”
“술도 많이 사다 마셨는가? 이따금씩은 양주도 사다 
마셨는가?”
“원래 제가 일을 집중적으로 할 때는 틈틈이 술을 좀 
많이 먹습니다.”
“맥주를 상자째 사다 놓고 외국 손님들과도 나누어 
마시고 하 사장과도 나누어 마셨는가?”
“…….”
“사람에게는 동물성 단백질도 필요하다면서 하 사장
을 데리고 나가 한 상 떡 벌어지게 잘 대접한 일도 
있는가?”
“네. 하도 깨죽거려서 제가 본을 좀 보여 주었습니
다.”
“그래서 자네 책을 화장실에 처넣었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다.”
“저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하 사장 같은 사람으로
부터 돈 쓰는 법을 배울 나이는 지났습니다.”
“배울 나이가 지났다는 데 문제가 있다. 배울 나이가 
지났는데도 배우기를 거절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자
네는 너무 고상한 일을 하느라고 발밑 분별을 제대
로 하지 못한 셈인가. 자네는 하 사장 호텔에서 자네 
주머니의 돈을 쓴 것이 아니다.”
“…….”
“우리가 자네의 한국 체재를 지원하지 않았는가?”
“…….”
흥청망청 쓰지는 않았겠지만 만일에 자네에게 그 정
도 지출할 여유가 있었다면 우리 프로그램의 지원은 
안 받는 것이 옳지 않았겠는가?”
“…….”
“사람이란, 이렇게 보기로 작정하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려고 작정하면 저렇게도 보이는 것이다. 자
네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자네가 
화를 내고 있는 상황에는 하 사장에 대한 고려가 송
두리째 빠져 있다. 자네는 하 사장을 지금과 같은 시
각으로 보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쪽은 하

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자네는 말이야, 어떨 때 
보면 공부를 좀 한 사람 같아도 어떨 때 보면 철부
지도 그런 철부지…….”
“…….”
“우리가 직선이라고 여기는 것이 과연 직선이겠는가? 
혹시 곡선의 한 부분을 우리가, 자네 말마따나 대롱 
시각으로 보고는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인
가? 자네는 혹시 큰 곡선을 작은 직선으로 본 것은 
아닐 것인가.”

- 이윤기, ‘숨은 그림 찾기1 - 직선과 곡선’
20. ㉠~㉣의 공간이 지니는 문맥적 의미가 다른 하나는?
  ① ㉠        ② ㉡         ③ ㉢         ④ ㉣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제목에 담긴 의미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문학 작품의 제목 속에는 작품 전체를 아

우르는 함축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아요. 

‘숨은 그림 찾기1 - 직선과 곡선’역시 마찬가지입니

다.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이 끝납니다. 

‘무서운 일이다. 

 잃어버린 물건이 이미 내가 뒷짐질해 본 곳에 있

을 수도 있다는 것은.’

 
 자, 그러면 이 소설의 제목에 담긴 의미를 탐구해 

볼까요?

① ‘하 사장’이 ‘천박한 수전노’, ‘대롱으로 세상을 보
는 대롱 눈〔管見(관견)〕’이라는 것을 알아낸 것
은 ‘나’가 찾은 숨은 그림의 일부분이었어요. 

② ‘나’는 천박한 세상이 책의 소중함을 이해하지 못
한다고 화가 났지만 일모 선생은 대화를 통해 진
짜 숨은 그림이 ‘나’의 허영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줘요.

③ 부제인 ‘직선과 곡선’은 ‘자네는 혹시 큰 곡선을 
작은 직선으로 본 것은 아닐 것인가’라는 ‘일모 선
생’의 발언 속에서 ‘나’의 숨은 그림 찾기가 지닌 
문제점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④ 소설의 첫머리에 나오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뒷
짐질할 때마다 마음에 묻어 드는 이 섬뜩한 두려
움’은 마지막 부분과 연관되며 ‘나’가 숨은 그림을 
찾지 못하고 대상을 왜곡되게 인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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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작품의 맥락을 고려하여 ㉮의 의미를 파악한 것으
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세상은 대립되는 것들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 
② 사람이 사는 곳에는 빛뿐만 아니라 그림자도 있다.
③ 사람들이 어울려 살다보면 나쁜 일도 생기기 마

련이다. 
④ 사회의 부정적인 요소들은 사회 자체의 자정능력

으로 언젠가는 깨끗해진다.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채봉과 장필성은 서로 사랑을 하여 혼인을 약속하

고 채봉의 어머니는 둘을 약혼시킨다. 한편, 채봉의 
아버지 김 진사는 벼슬을 받기 위해서 허 판서에게 
돈을 주는 것과 채봉을 허 판서의 첩실로 들이는 것
을 약속한다. 약속의 대가로 참봉의 직위를 얻게 된 
김 진사는 집으로 돌아온다.

 김 진사가 방에 들어와 갓을 벗어 부인에게 주니, 
부인이 받아 벽에 걸고 반겨하며 옆에 앉는다.

“아이고 반가워라. ㉠ 올해 운수가 겹겹이 좋구려. 
영감은 참봉 벼슬을 하시고. 우리 채봉은 혼인을 정
하고. 그런데 왜 혼인 정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
라시오?”
“아참, 우선 듣기가 급하니 어서 말부터 하오.”
“그러니까 대동문 밖에 사는 전 선천부사 아들과 

혼인을 정했다오.”
“아니, 선천부사 아들과 혼인을 정해? 그 거지 같

은 녀석하고? 흥! 기막힌 사윗감을 정하고 내려왔
으니 채봉을 데리고 우리 서울로 올라가서 삽시다.”

㉡ 부인이 이 소리를 듣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다.
“기막힌 사위가 누구란 말이오?”

 김 진사는 계속 허풍을 떨었다.
㉢ “누군지 알면 깜짝 놀랄 것이오. 누구인고 하니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도를 떨친다는 사직골 
허 판서야!”

 부인은 한편으로는 끔찍하고, 한편으로는 기가 막혀
서 다시 물었다.

“허 판서면 정실이란 말이오, 부실이란 말이오?”
“그게, 정실도 아니고 부실도 아닌 별실이라오.”
“에구, 나는 그렇게는 못 하겠소. 허 판서가 아니

라 허 정승이라도!”
 김 진사가 짜증을 냈다.

“왜 못 해?”
“영감도 서울 가시더니 이상해지셨구려. 예전에 늘 

말씀하시기를 얌전한 신랑을 택해서 슬하에 두고 
걱정 근심이나 하지 말자고 하시더니, 오늘 이게 무
슨 말씀이오? 그래, 금지옥엽으로 기른 귀한 딸을 
남의 집 첩으로 준단 말이오?”
“허허, 아무리 남의 첩이 되더라도 호강하고, 몸 

편하면 그만이지.”
㉣ “남의 눈에 가시가 되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을 텐데 무슨 호강이
오? 나는 죽어도 그런 호강은 안 시키겠소!”

 김 진사가 이 말을 듣고 열이 바짝 나서 무릎을 탁 
치며 큰 소리를 냈다.

“이런 답답한 사람을 봤나. 딴소리 말고 내 말을 
좀 들어 봐! 나중에는 춤추며 좋아할 일이 있다니
까!”
“무엇이 그리 좋은 일이 있어 춤을 춘단 말이오?”
“내가 벼슬도 없이 그냥 늙어 죽을 것을 허 판서

가 주선하여 참봉이 됐지. 또 내일이면 과천 현감을 
할 터이고, 이제 채봉이 그리 들어가 살면 평생 호
강하며 살거니와 나는 감사도 하고, 참판도 할 것이
란 말이오. 그러면 마누라는 정경부인은 누워서 떡 
먹기인데 이런 좋은 일이 또 어디 있소? 두말 말고 
데리고 올라갑시다.”

 부인이 정경부인이라는 소리에 귀가 솔깃해졌다.
“흠흠, 영감이 기어코 하시겠다면 나인들 어떻게 

하겠소마는 채봉이 말을 잘 들을지 모르겠소.”
 채봉은 이때 초당에 앉아 책을 읽다가 부친의 음성

을 듣고 취향을 데리고 내당으로 들어오다가, 자신의 
혼인 이야기 소리에 걸음을 멈추고 서서 듣고 있었다. 
이윽고 말소리가 그치자 부친 앞에 나와서 날아가듯 
절을 했다.

“아버님, 먼 길에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김 진사가 채봉을 보자 안 그래도 귀한 딸이지만 

더욱 기특한 생각이 들어서 등을 어루만졌다.
“오, 잘 있었더냐? 그래, 그간 글공부도 하고, 바느

질도 많이 익혔느냐?”
 그러고는 부인을 쳐다보고 벙글벙글 웃었다.

“여보 마누라, 이제는 우리 채봉이 바느질 같은 것
은 배워도 쓸 데가 없겠구려. 침모가 있어서 다 해 
바칠 터이니.”

 채봉이 이 말을 듣고는 얼굴을 숙이고 두 뺨에 붉
은색을 띠었다. 김 진사가 다시 채봉을 보았다.

“얘야, 너는 재상의 별실이 좋으냐, 여염집의 부인
이 좋으냐? 아비, 어미 앞인데 부끄러울 것이 무엇
이냐? 네 생각을 말해 보아라.”

 채봉이 여염집 처녀 같으면 부모가 이런 말을 물으면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터였다. 하지만 채봉은 
원래 학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장필성의 일을 잠시도 잊
지 않았기에 서슴지 않고 태도를 바로 잡고 말했다.

“차라리 닭의 부리가 될지언정 소의 꼬리는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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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김 진사 부인

장필성 채봉 허 판서㉮약혼 ㉯약혼

싫습니다.”
“허허허, 그 자식! 네가 남의 별실 구경을 못 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가 보다. 별실도 이런 시골에서나 
천대를 받는 것이지, 재상 집 별실 노릇은 세상에 
그런 호강이 없느니라.”

 부인이 이 말을 가로막고 김 진사를 쳐다보았다.
“영감은 자식한테 별 말씀을 다 하시는구려. 계집

애는 그저 부모가 하는 대로 좇아가는 법이지. 너는 
네 방으로 가거라.”

 이렇듯이 채봉을 보내고 두 내외는 서울 올라갈 의
논을 하고, 그날로 집안 재산을 모두 팔아서 서울 갈 
준비를 했다.
 이때 채봉은 초당으로 나와 장필성의 일을 생각하

며 홀로 탄식을 했다.
“뜬구름 같은 이 세상에 부귀공명이 무엇인고? 그

토록 나를 사랑하던 우리 부모가 하루아침에 나로 
하여금 믿음을 배반하고 천한 첩이 되라 하시니, 가
엾고 한심한 일이로구나. 그러나 부모는 부귀에 눈
이 어두워 그러하지만, 나는 여자의 몸이 되어 한 
번 허락한 마음 변치 않으리라.”

 채봉은 탄식 끝에 눈물로 옷깃을 적셨다.
-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彩鳳感別曲)’

23. 윗글의 서술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징적 소재를 통해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② 대화와 독백을 통해 인물 간의 견해차를 드러내

고 있다. 
③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

하고 있다. 
④ 환몽 구조를 이용하여 인간사에 대한 인물의 깨

달음을 보여 주고 있다. 

2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부인’은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을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여기고 있군.
② ㉡: ‘부인’은 남편의 말을 듣고 대경실색(大驚失

色)하고 있군.
③ ㉢: ‘김 진사’는 벼슬에 눈이 어두워져 허장성세

(虛張聲勢)하고 있군.
④ ㉣: ‘부인’은 ‘채봉’이 좌불안석(坐不安席)하는 삶

을 살까봐 ‘김 진사’의 생각에 반대하고 있군. 

2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
지 않은 것은?

① ‘채봉’은 ㉮를 지키기 위해 ㉯를 거부하고 있다. 
② ‘김 진사’는 ‘채봉’이 호강하기를 바라 ㉯를 결정했다. 
③ ‘김 진사’가 집을 비운 사이에 ‘부인’의 허락으로 

㉮가 이루어졌다. 
④ ‘부인’은 ㉯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김 진사’의 

설득으로 마음을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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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학 (20문항)
1. 두 실수  에 대하여   ,   일   
   때, 의 값은? 

   ①      ②       ③       ④  

2. 실수 전체의 집합  에 대하여 함수
     → 가  로 
   정의될 때, 이 함수가 일대일 대응이 되
   는 모든 정수 의 값의 합은?

   ①     ②      ③     ④  

 

3. 아래 그림과 같이 유리함수  

 의 
   그래프 위의 임의의 점 에서 두 점근선
   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이라 할 
   때, ∆의 넓이는?

   ① 
      ②       ③ 

     ④  

4. 무리함수  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실수 의 최댓  
   값은?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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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   위의 점  에서의 접선
   이 축, 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와  이라 할 때, log log  의
   값은?

   ①      ②        ③      ④  
  

6. 두 함수   ,  에 
   대하여 lim

→ 



일 때, 의 값  
   은? (단, 와 는 실수이다.)

   ①      ②      ③       ④ 

7. 두 급수 
  

∞


 

 과 
  

∞


 

 이
   모두 수렴하도록 하는 정수 의 개수
   는?

   ①      ②       ③       ④  

8. 두 수열 , 이 다음 조건을 만족   
   시킬 때, lim

→∞


 의 값은?

    

(가) lim
→∞





(나)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이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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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함수 

        












 

  

   에 대하여 함수 가 실수 전
   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 두 상수  

   에 대하여 의 값은? (단, 은 양수
   이다.)

   ① 
      ②      ③ 

      ④ 

10. 함수 에 대하여
        





  

    일 때, lim
→


 의 값은?

    ①     ②      ③      ④  

11. 함수 의 그래프가 아래와 같을 때,   
    구간  에서 함수 에 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함수 가 미분가능하지 않은 점은 
       개이다.   
    ②  ′ 인 점은 개이다.      
    ③ 함수 가 불연속인 점은 개이다.
    ④ lim

→
 이다.  

    

12. 함수 에 대하여
           


 





    가 성립할 때, 의 값은?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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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함수   에 대하여 닫힌 구간
      을 ≥등분한 각 분점(양 끝점  
    포함)을 차례대로 
               ⋯      

    이라 할 때, 
          lim

→∞




 





    

    의 값은?

    ① 
      ② 

     ③     ④ 
  

14. 실수 에 대하여 직선    
    과 곡선  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이라 할 때, 다
    음 중 옳은 것은?

    

(가)        
(나) lim

→ 
 

(다) 이 불연속인 의 값의 합  
    은 이다.  

    ① (가)          ② (가), (나)   
    ③ (가), (다)     ④ (가), (나), (다) 
 

15. 삼차함수     에 대하  
    여 아래 그림과 같이 곡선    위의  
    점     에서 축, 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이라 하자.
    직사각형 의 넓이의 최댓값이   
    일 때 의 값은? (단,는 원점이다.)

    ①      ②       ③       ④  

16. 이차함수 의 한 부정적분을 라  
    하자. 함수  의 그래프가 아래 그  
    림과 같을 때, 부등식
              





        
    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의 값의
    곱은?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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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차함수  에 대하여  
    함수   의 그래프와 직선      
    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때, 다음   
    중 함수   의 그래프와 직선     
      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나타낸  
    식으로 옳은 것은? (단, 는 상수이다.)

    ①




 

    ②




     

    ③ 




 

    ④ 




 

18. 두 집합 
            ,      

    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 의 개수는?
              ≤ ≤ 

 
    ①       ②      ③      ④ 

19. 의 전개식에서 의 계수  
    가 일 때, 의 최솟값은?
    (단, 과 은  이상의 자연수이다.)

    ①     ②      ③      ④  

20. 이산확률변수 의 확률질량함수가

         
 




 

 

                      (단,   ⋯   
    일 때, 의 값은?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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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25문항)

1.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a parent sees two children in 
the midst of battle, the first instinct is 
to scream at the one who is yours. 
Unless blood is being shed or the fight 
is getting particularly severe or one of 
the children is older and is obviously 
winning hands down, let the children 
solve their own problems. Toddlers 
aren’t necessarily polite to one another. 
They don’t get insulted (not for very 
long, anyway), and they can settle their 
differences within a matter of minutes 
and sometimes seconds. Children’s 
disagreements may be more disagreeable 
to their parents than to the children 
themselves, but try to suffer in silence 
rather than interfere. A parent is not 
impartial and therefore cannot be an 
effective referee; children may fight 
even harder if parents are involved, to 
save face in front of adults.

① 아이들의 다툼에 대한 부모의 대처 방법을 
조언하려고

②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법의 제정을 
건의하려고

③ 부모와 자녀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④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려고

2. 다음 글의 상황에 나타난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On the morning of December 26, 
2004, 10‑year‑old Tilly Smith and her 
family were relaxing on Maikhao Beach 
in Phuket, Thailand, when Tilly felt 
something wasn’t quite right. She 
recognized the receding shoreline and 
frothing bubbles on the surface of the 
sea. She froze in horror as her mind 
went back to the geography lesson her 
teacher gave only two weeks before. 
She ran and told her mother, Penny 
Smith that they needed to get off the 
beach immediately. Mrs. Smith ignored 
her, but Tilly persisted. Tilly finally 
convinced her mother to turn back to 
their hotel, where she approached a 
security guard. Thankfully, the security 
guard listened to Mrs. Smith and began 
warning visitors of an impending tsunami 
hitting the coast.

① urgent and tense    
② festive and lively
③ calm and peaceful    
④ mysterious and we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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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As a leader, you should develop an 
eye for the big picture, which is like 
knowing whether the team is still 
operating in the right forest, but at the 
same time you should keep an eye on 
the details, which is like knowing which 
trees to cut in order to get the best 
results. Remember, you should also 
nurture the good trees and plant new 
ones in order to keep the forest in 
existence. This quality of seeing the 
whole as well as the individual parts 
isn’t just limited to processes and 
strategies. You can apply this combined 
holistic‑individual awareness toward all 
the people involved in an organization, 
particularly those you work with. It 
should be possible for you to see the 
value of the entire organization including 
its diversity of characters, skills, ages, 
ethnicities, and perceptions, while you 
also appreciate every single worker. 

① 숲을 유지하려면 베어낼 나무와 기를 나무를 
구별해라.

② 지도자는 다양한 문화와 인식을 가진 직원들을 
이해해야 한다.

③ 지도자로서 개별적인 부분과 함께 전체 
상황을 보는 안목을 갖춰라.

④ 조직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려면 구성원들의 
가치를 인식하고 협력을 구하라.

4.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people try to control situations 
that are essentially uncontrollable, they 
are inclined to experience high levels of 
stress. Thus, suggesting that they need 
to take active control is bad advice in 
those situations. What they need to do 
is to accept that some things are 
beyond their control. Similarly, teaching 
people to accept a situation that could 
readily be changed could be bad advice; 
sometimes the only way to get what 
you want is to take active control. 
Research has shown that when people 
who feel helpless fail to take control, 
they experience negative emotional 
states such as anxiety and depression. 
Like stress, these negative emotions 
can damage the immune response. We 
can see from this that health is not 
linearly related to control. For optimum 
health, people should be encouraged to 
take control to a point but to recognize 
when further control is impossible.

① 상황을 통제해야 할 때와 받아들여야 할 
때를 구분해야 한다.

②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③ 불안과 스트레스는 사람들의 면역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④ 건강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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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you ask passionate readers how 
much time they spend reading every 
day, most can’t tell you a concrete 
number of minutes or hours. They don’t 
know. Passionate readers don’t keep 
reading logs. Nevertheless, 78 percent 
of our Passionate Reader Survey 
respondents reported reading more than 
four hours a week, and many shared 
that they read as much as twenty hours 
a week. During weekends, holiday 
breaks, and vacations, passionate 
readers read upward of forty hours a 
week. Passionate readers don’t have 
more hours in the day than other 
people, so how do they find the time? 
It turns out that they read in the edge 
times, grabbing a few minutes of 
reading time between appointments, 
while waiting for their children during 
dance practice, or before falling asleep 
at night. Life is full of wasted moments 
in between our daily commitments.

① ways to grow regular reading habits
② the necessity of keeping reading logs
③ the secret of passionate readers to 

increase reading time
④ the importance of catching edge times 

not to waste your life

                         

6.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ther it’s a new friend, someone 
we want to date, or perhaps a current 
or potentially new employer, it seems 
like we are always trying to impress 
someone! Leaving people wanting more 
is a great way to impress anyone. You 
don’t want to reveal all your cards in 
one big swoop! Too much transparency 
can be seen as a little desperate and no 
one is impressed by desperation. What 
you want is for that person to know 
that there is much more to you than 
what you have shown so far. Mystery 
is appealing, so use that to your 
advantage. Don’t talk about things that 
are too personal too soon, or talk about 
issues or problems you may have had 
in the past in great details. Knowing 
that there is much more to discover is 
impressive. 

① Honesty Is the Best Policy
② Veil Yourself to Be More Attractive!
③ Don’t Try to Be Too Kind to Strangers!
④ How to Impress Someone with Your 

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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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The graph above shows the growth rate 
of total output in the U.S. from 1960 to 
1999. The growth rate of total output is 
equal to the growth rate in the number of 
hours worked plus the growth rate of 
labor productivity. ① The 1980-1989 period 
displayed the lowest growth rate of total 
output of all the periods in the graph. ②The 
growth rate of total output declined from 
the 1960-1969 period to the 1980-1989 
period. ③ The biggest jump in the growth 
rate of total output was found between the 
1990-1994 period and the 1995-1999 period. 
④The growth rate of labor productivity 
exceeded the growth rate in the number 
of hours worked throughout all the time 
periods.

8. Louisa May Alcott에 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Louisa May Alcott, an American 
author best known for her children’s 
book Little Women, was profoundly 
influenced by her family, particularly 
her father. She was the daughter of 
Bronson Alcott, a well‑known teacher, 
intellectual, and free thinker who 
advocated abolitionism, women’s rights, 
and vegetarianism long before they 
were popular. The financial situation of 
the Alcott family during Louisa’s 
childhood was not good, mainly due to 
the fact that her father made unsound 
investments in projects that reflected 
his idealistic view of the world. As a 
result, Louisa had to begin helping to 
support her family at a young age, by 
taking a variety of low‑paying jobs as a 
seamstress, a maid, and a tutor. Her 
novel Little Women was patterned after 
her own family, and Louisa used her 
father as a model for her impractical 
yet wise and adored father in Little 
Women. 

          *abolitionism 노예제도 폐지론
**seamstress 여자 재봉사 

  

① 이상주의자인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미국의 작가이다. 

② 아버지의 성공적인 투자로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③ 어린 시절부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도왔다.

④ Little Women에서 아버지를 모델로 비현
실적이지만 사랑받는 아버지상을 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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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Musee d’Orsay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WELCOME! The building you are visiting 
today was originally a railway station. 
Also included within the building were a 
luxurious hotel and a grand reception 
room. With the modernization of trains, 
the station was gradually abandoned. In 
1977, the French government decided to 
transform the building into a museum. In 
1986, the Musee d’Orsay opened. The 
museum presents, in all its diversity, the 
evolution of the western world art form 
from 1848 to 1914, including paintings, 
sculptures, decorative arts, photography, 
and drawings.
INFORMATION AND SERVICES
Please note: The museum begins closing 
at 5:15pm (9:15pm Thursdays). Final 
closing is at 6pm.
RESTAURANT AND CAFE
- Level 2, Restaurant, Tuesday to 

Sunday from 11:45am to 5:35pm.
- Level 5, Cafe Campana, Tuesday to 

Sunday from 10:30am to 5 pm.
REDUCED MOBILITY VISITORS
Wheelchair, folding chair and push‑chair 
rentals available at the cloakroom.
Find us at www.musee‑orsay.fr and on 
social networks.

① 원래 기차역과 호텔 등으로 사용되다가 
미술관으로 개조되었다.

② 매일 오후 5시 15분에 폐관 준비를 시작
하여 오후 6시에 최종 폐관한다.

③ 2층과 5층에 있는 카페와 식당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영업한다.

④ 도움이 필요한 관람객을 위한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10.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Science is a way of describing and 
explaining the natural phenomena and 
the objects ① found in nature. The 
facts, concepts, principles, theories, and 
laws, which we study in various 
branches of science, ② constitute the 
products of science. What we know 
today is only a drop in the ocean. 
Science is the medium ③ which the 
unknown world can be explored and 
revealed. Thus, science is a process by 
which we can increase our knowledge 
about this vast world. The scientific 
process includes observation, critical 
thinking, analysis, experimentation, data 
collection, and generalization. These 
represent the fundamental aspects of 
the nature of science and reflect ④ how 
science tends to differ from other 
subjects for gaining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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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A), (B), (C)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lthough, like the United States,    
many societies engage in the ordering of 
life according to years following birth, 
some societies do not even track     
(A) chronological / mental age. For instance, 
some Mayan tribal groups do not rely on 
age as a marker of a child’s identity. 
When adults meet a child for the first 
time, instead of asking his or her name, 
as many European Americans would, they 
ask, “Who are your mother and father?” 
Because identity in this culture is defined 
by (B) relationship / individuality in the 
community, Mayans are more likely to 
attempt to describe a child in terms of 
other people in their family, and not   
in terms of the child’s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cluding age. This view 
of children is also (C) rare / common 
among other indigenous groups, including 
some Native American and Canadian 
First Nations people, and immigrants 
from Central and South America to the 
United States. 

       (A)         (B)       (C)
① chronological … relationship … common
② chronological … individuality … rare
③ mental  … relationship … common
④ mental  … individuality … rare

12.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Once I watched a tiny ant carrying a 
huge feather. On its way home, it 
confronted a crack in the concrete 
about one centimeter wide. After 
stopping momentarily, the ant laid the 
feather over the crack, used ① it as a 
bridge, and then picked it up again. A 
few minutes later, the ant finally 
reached ② its home. But the ant had to 
go into a small hole, and the feather 
was too large. What could ③ it do? 
After several attempts, the ant finally 
abandoned the feather and went into the 
hole without it. The ant probably had 
not properly thought this idea through 
before it started ④ its journey. In the 
end, the big feather had just become an 
impossible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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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re’s a greater than 50 percent 
chance that when you look through your 
window, what you see is a landscape of 
concrete, asphalt, and cars. More than 
half the world’s population lives in 
cities, and the proportion is increasing. 
Urbanization has transformed the human 
population from an agricultural society 
scattered over the surface of the earth 
to the highly compressed life of the 
city. The growth of urban living is one 
of the greatest ______________ of our 
age. New technologies offer companies 
and individuals an unheard‑of degree of 
locational freedom and mobility. We are 
increasingly able to see, hear, and 
sense one another, even when we are 
thousands of kilometers apart. However, 
more than ever people choose to live in 
close quarters with each other, as if 
there were no other possibility to 
communicate.

① advantages 
② requirements 
③ achievements
④ contradictions

14.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2011, Dan King of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and Chris 
Janiszewski of the University of Florida 
demonstrated that an imaginary brand of 
anti‑dandruff shampoo was better liked 
when it was called Zinc 24 than when 
it was called Zinc 31. The respondents 
preferred Zinc 24 so much that they 
were willing to pay ten percent more 
for it. King and Janiszewski argued that 
customers prefer 24 because they are 
more exposed to the number from their 
schooldays, when the lines 3×8=24 and 
4×6=24 are drummed into pupils by 
rote. By comparison, 31 is a prime 
number and does not appear in any 
school multiplication table. The 
professors claimed that ______________  
with 24 means we process the number 
more fluently, which gives us the 
feeling that we like it more. Our 
preference for 24 over 31, they argued, 
transfers to a preference for Zinc 24 
over Zinc 31.

  *anti‑dandruff 비듬 방지의
  **by rote 기계적으로, 외워서

① repeated fortune
② intended matching
③ increased familiarity
④ manipulated inti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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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One important result of the Age of 
Exploration that is sometimes forgotten 
is                           throughout 
the world. Many historians tend to 
focus on the discovery of gold, silver, 
and new people. However, the 
globalization of diet was also an 
important aspect of this time period. 
Some foods common to the standard 
diets in many modern countries 
originated in the New World. Corn, 
tomatoes, asparagus, chili peppers, and 
potatoes are some of the more 
well‑known examples. These foods play 
an important role in not only modern 
diets, but in modern economies as well. 
The peanut, for example, is a very 
popular food worldwide as a staple in 
the diets of people in Europe, North 
America, Africa, and Asia. Indeed, 
without the peanut, the economies of 
these areas would be strongly affected.

① the unequal distribution of food
② the spread of new types of food
③ the understanding of healthy diet
④ the growing problem of starvation

16.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urning a corner of the path, I looked 
up and gasped. Before my eyes lay the 
most glorious sight. It looked as if 
someone had taken a great vat of gold 
and poured it down over the mountain 
peak and slopes. The flowers were 
planted in majestic patterns. Each 
different‑colored variety was planted 
like a river flowing with its own unique 
hue. Who has done this? It’s just one 
woman. I thought of this woman who 
had begun, one bulb at a time, to bring 
her vision of beauty and joy to an 
obscure mountain top. Just planting one 
bulb at a time had changed the world. 
The principle her daffodil garden taught 
i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hen you multiply tiny pieces of time 
with small increments of daily effort, 
you will also find you can accomplish 
magnificent things. 

        *vat 큰 통
        **increment 증대, 증가  

① No pains, no gains
② Many drops make a shower
③ Time and tide waits for no man
④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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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have seen only cases in which 
human intelligence is equal to or greater 
than animal intelligence. Perhaps the wild 
mind is altogether inferior to the human 
mind. Clearly, humans are vastly superior 
to all earthly animals in their ability to 
learn and use language.   (A)  , if we 
accept this view we have jumped to the 
wrong conclusion. Animals do have 
unique abilities not shared by humans. 
Perhaps the most convincing case is 
dolphins’ talent for acquiring and 
processing acoustic information. This 
skill is highly adaptive and is a type of 
intelligence according to any reasonable 
general definition.    (B)   , not only 
can unaided humans not match dolphins’ 
ability, but also the best human‑ 
designed transducers, computers, and 
software cannot match their ability. 
Only by adopting radically speciesist 
definitions of intelligence could we deny 
that this ability is a type of intelligence.

*tranducer 변환기
**speciesist 종(種)차별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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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① However    … Furthermore
② However    … Instead
③ For example   … Furthermore 
④ For example   … Instead

18.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first thing to understand about 
anxiety is that it’s part of our biological 
heritage. Long before any recorded 
human history, our ancestors lived in a 
world filled with life‑threatening 
dangers: predators, hunger, toxic plants, 
unfriendly neighbors, heights, disease, 
drowning.

(A) A good many of those qualities 
amounted simply to different forms of 
caution. Fear was protective; one had 
to be cautious about many things to 
survive.

(B) It was in the face of these dangers 
that the human mind evolved. The 
qualities necessary to avoid danger 
were the qualities that evolution bred 
into us as human beings.

(C) This cautiousness persists in our 
present psychological makeup in the 
form of some of our deepest hatreds 
and fears. These fears were adaptive —
they are really survival instincts left 
over from a primitive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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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the cold months of winter 
arrive, keeping warm becomes the 
primary focus of all animals. To do so, 
they must find ways to limit the 
amount of heat their bodies lose.

(A) However, if a group of small animals 
are collectively able to decrease their 
surface areatovolume ratio, they will 
be able to retain greater amounts of 
heat. To do this, they rely on 
behavior known as huddling.

(B) For this reason, animals that are 
smaller in size have a tougher time 
than larger one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small animals possess a 
greater surface areatovolume ratio 
and a higher metabolic rate than large 
ones.

(C) The amount of heat transferred from 
a living creature to the outside 
environment is directly proportional to 
its amount of exposed body surface. 
This means that the greater an 
animal’s exposed body surface is, the 
more heat it will 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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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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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avoid this problem, nonfood crops 
have increasingly been proposed for 
making secondgeneration green fuels.

  Sometimes new technology — even that 
encouraged by law — brings with it new 
risks, and we are forced to face the 
unthoughtof consequences of a seemingly 
good idea. ( ① ) In recent years, the 
increased use of crops like corn in the 
manufacture of biofuels intended to ease 
our dependence on oil decreased the food 
supply and caused prices to rise. ( ② ) But 
biologists have warned that certain reeds 
and wild grasses known to naturalists as 
“invasive species” and to gardeners as 
“weeds” would have a high likelihood of 
taking over nearby fields. ( ③ ) They can 
present serious threats to the ecology and 
economy of a region in certain ways. ( ④ ) 
Investors in the fastgrowing worldwide 
biofuels industry naturally reject such 
horrible scenarios, but the risk is a real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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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This is not to say that neither 
governments nor corporations should 
provide sport participation opportunities 
for people.

  In the past, government involvement in 
sports was grounded in the belief that 
fitness and physical abilities are related to 
economic productivity. ( ① ) Although this 
relationship is hard to prove, some private 
corporations in countries with market 
economies fund their own fitness centers 
and sport programs. ( ② ) They think that 
it will make their employees more 
productive while improving employee 
health and controlling insurance costs. ( ③ ) 
However, many are discovering that 
productivity and worker satisfaction are 
related to the overall quality of working 
conditions and workers’ autonomy, not to 
employee fitness or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sports. ( ④ ) Instead, it 
emphasizes that sport provision does not 
replace the need to provide overall 
working conditions that are safe, fair, and 
responsive to the lives of workers.

* autonomy 자율성

22.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The years 1790 to 1860 in America 
saw a tremendous influx of German and 
Irish immigrants. From 1865, the end of 
the Civil War, to the present, even 
greater numbers of Scandinavians, 
Slavs, and Italians settled in the U.S. 
① It might be expected that these 
waves of immigration would exert an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English 
in America, and yet the opposite 
occurred. ② The immigrants and their 
descendants discarded their native 
languages and adopted English wholly, 
and often by the second generation only 
the family name remained to indicate a 
foreign origin. ③ The diversity of 
languages was one of the most 
contributing factors that produced 
cultural richness in the U.S. ④ The 
English language in America seems to 
have a capacity for absorbing new 
influences without changing its own 
course of development.



- 12 -

23.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 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an experiment with regard to 
“reciprocity principle,” test subjects 
thought they were being asked to 
evaluate some art. At some point, an 
assistant would leave the room to get a 
drink and returned with a can of cola 
for the test subject as well; in other 
cases, he did not. Then, at the end of 
the experiment, this same assistant 
asked each test subject if they would 
buy some raffle tickets. Those who had 
received a free drink from the assistant 
purchased twice as many tickets as 
those who had not. Interestingly, the 
test subjects were later asked to rate 
how likable they had found the 
assistant, and whether they liked him 
or not had no effect on their decision. 
In other words, people who didn’t like 
the assistant also bought as many raffle 
tickets as those who liked him.



The feeling of    (A)    generated due 
to reciprocity is more powerful than a  
   (B)    impression.

      (A)         (B)
① generosity    …  lasting
② generosity    …  favorable
③ indebtedness  …  lasting
④ indebtedness  …  favorable

【24~25】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team of researchers at the 
University of Kansas found that people 
can accurately judge 90 percent of a 
stranger’s personality simply by looking 
at the person’s shoes. The participants of 
63 students were correctly able to 
predict factors such as age, gender, 
income, political affiliation, emotions —
and even personality traits. Although 
some of what was discovered was pretty 
obvious, like expensive shoes belong to 
the moneymakers and flashy shoes belong 
to extroverts, there were some surprising 
results too. For example, those who wear 
ankle boots tend to have more aggressive 
personalities, while spotless shoes belong 
to people with “attachment anxiety,” who 
are usually overly worried about their 
relationships. In addition, there were 
other more interesting findings. Flip 
flops belong to liberal types, and if you 
wear a boring pair, then you don’t care 
what people think of you. Keep in mind 
that this doesn’t make you a rebel, it 
just means you’re ______________.

24.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Psychology of Shoes
② Fashion Trends in Shoes
③ Importance of Choice of Shoes
④ Research Trends in Footwear Fashion

25.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bnormal ② agreeable
③ indifferent ④ fashiona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