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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녕하세요? 지난번 전화로 인터뷰를 부

탁드렸던 OO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소방관: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생: 이번 인터뷰를 바탕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요령에 관한 기사를 교지에 싣고자 

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화재는 

화재 원인 물질에 따라 그 유형이 나뉜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방관: 흔히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로 

나눕니다. 나무, 종이, 플라스틱 등이 타는 

일반 화재의 경우에는 물을 뿌리는 것으로 

진압이 가능하지만 유류 화재나 전기 화재의 

경우에는 함부로 물을 쓰면 안 됩니다.   

화재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학생: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군요. 그런데 전기 

화재에 물을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소방관: 감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전기를 

흐르게 하니까요.

학생: 화재가 나서 신고할 때 필요한 사항이죠?

소방관: 그렇죠! 소방관들이 어떤 종류의 화재인지 

알고 출동한다면 더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학생: 가정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방관: 우선 화재 신고를 해야겠죠. 그 다음으로는 

가정용 소화기나 건물 내 소화전으로 초기 

진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 차단기를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기나 소화전은 문을 

등지고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진압이    

안 될 때에는 곧장 대피해야 하니까요.

학생: 대피할 때는 연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옥상이 가까워도 아래층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방관: 맞습니다. 잘 알고 있네요. 그런데   

이웃집에 불이 나면 조금 달라집니다.    

옆집이냐 아랫집이냐에 따라 다르고, 아파트냐 

다세대 주택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학생: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방관: 어느 경우든 먼저 화재 신고를 합니다. 

아파트 발코니에는 경량 칸막이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어 발로 차면 옆집으로 뚫리는 

벽이 있는데, 다른 대피로가 없을 경우   

이곳으로 탈출합니다. 따라서 이곳에 물건을 

적재해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얼마 전  

경량 칸막이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어 인명 

피해가 있었던 아파트 화재가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학생: (고개를 끄덕이며)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대피로나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걸 기사에 

강조해야겠어요.

국     어

※ 다음은 인터뷰의 일부다. 물음에 답하시오.

1. ‘학생’의 말하기 방식이 아닌 것은?

➀ 상대방에게 인터뷰할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있다. 

➁ 상대방의 말에 긍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➂ 상대방에게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➃ 상대방의 의견을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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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의 초안

○ 주제문: 평판의 기능과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한 개인의 노력.

○ 내용 구성

⦁처음: 평판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힘. 

⦁중간

1. 평판이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제시함. 

2. 평판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시함.

3. 평판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함. 

⦁끝: 좋은 평판이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한 

개인의 노력을 강조함. 

(나) 학생의 초고

세상 사람들의 비평을 평판이라 한다. 주변의 

평판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을 줏대 없는 사람으

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주변의 평판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군가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그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개인에게 족쇄

일 뿐인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니다. 개인의 

성장을 돕는 디딤돌이기도 하다. 주변 사람들

에게 “참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자신의 일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고 주변과 

원활하게 어울리며 더욱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반면,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야.”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남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고 반성해야 할 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을  

생각해서 ㉡견강부회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또한 평판은 공동체가 잘 유지되도록 이끌어 

나가는 데도 기여한다. 개인에 대한 평가에서 공

동체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공동체에 어울

리는 사람’,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 등의 표현이 

그에 해당한다. 우리는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고 공동체의 화합을 방해하는 돌출 

행위를 하는 사람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포용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더 신뢰하며 지지하여 

왔다. 그래서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에게는 

평판이 회초리 역할을 하며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우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평판보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사회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개인을 위해서나 공동체를 

위해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부분이 많다.   

물론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라는 것은 아니다. 좋은 평판을 듣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는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좋은 평판을 듣는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

이나 공동체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평판은 우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들에 

의해 생성되고 축적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평판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하며 자신에 대한 

좋은 평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3)

2. 윗글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학생의 초고이다.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➀ 초안의 내용 구성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➁ 전문가의 의견으로 평판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➂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평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➃ 평판과 관련한 사회적 관습을 제시하여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3. ㉠~㉣의 고쳐쓰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은 문맥을 고려하여 바로 앞 문장과 순서를 바꾼다.

➁ ㉡은 의미 관계를 고려하여 ‘전화위복’으로 고친다.

➂ ㉢은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깨트리는’으로 고친다.

➃ ㉣은 주-술 호응 관계가 어색하므로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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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시옷이 붙는 단어의 표준 발음

㉠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에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 사이시옷 뒤에 ‘ㄴ, ㅁ’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ㄴ]으로 발음한다.

㉢ 사이시옷 뒤에 ‘이’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ㄴ]으로 발음하고 뒤의 ‘이’ 

음에 [ㄴ]을 첨가하여 발음한다.

<보기>

   고 ㉠ 아나 흐르니

긴 ㉡녀 강촌(江村)애 일마다 유심(幽深)도다

절로 가며 절로 ㉢오닌 집 우흿 져비오

서르 친(親)며 서르 갓갑닌 믌 ㉣가온 며기로다

맑은 강 한 굽이 마을을 안아 흐르니

긴 여름 강촌에 일마다 그윽하도다

절로 가며 절로 오는 것은 집 위의 제비요

서로 친하며 서로 가까운 것은 물 가운데의 갈매기로다

<보기>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이다. 

가령 ‘소리’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하나의  

형태소이고, ‘먹었다’는 ‘먹-’, ‘-었-’, ‘-다’의 

세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단어는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단위이다. ‘소리’는 자립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형태소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단어가 된다. 

반면 ‘먹었다’는 세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졌지만 

이것들은 모두 자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었다’ 

전체가 하나의 단어가 된다. 단어 중에는 자립성을 

가지지 않는 예외도 일부 존재하는데, 조사와 

의존 명사가 대표적이다.

4. ㉠～㉢의 표준 발음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➀ 만둣국, 아랫니, 뒷일 ➁ 북엇국, 예삿말, 뒷윷

➂ 고갯짓, 머릿말, 깻잎 ➃ 전셋방, 뱃머리, 깻잎

5. <보기>의 내용을 참고할 때,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가을이: 2개의 형태소이면서 2개의 단어이다.

➁ 되어: ‘되-’와 ‘-어’가 결합한 1개의 단어이다.

➂ 예쁘게: 1개의 형태소이면서 1개의 단어이다.

➃ 물들었다: 4개의 형태소가 결합한 1개의 단어이다.

6. ㉢에 대한 설명과 해당 용례가 모두 바른 것은?

문장의 길이를 줄이거나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두 홑문장을 하나의 겹문장으로 만들기도 한다.   

이때 두 홑문장 중 특정 성분이 생략되기도 한다.

㉠아기가 곤히 잠을 잔다.+㉡엄마가 아기를 

안아 주었다.

→㉢엄마가 곤히 잠을 자는 아기를 안아 주었다.

➀ ㉠이 ㉡에 명사절로 안기는 과정에서 ㉠의   

목적어가 생략되었다. 

   예) 내가 읽을 책이 책장에 가득하다.

➁ ㉠이 ㉡에 관형절로 안기는 과정에서 ㉠의   

주어가 생략되었다. 

   예) 향기가 좋은 꽃이 방안에 가득하다. 

➂ ㉠이 ㉡에 명사절로 안기는 과정에서 ㉠의   

목적어가 생략되었다. 

   예) 내가 태어난 그해에 그 일이 벌어졌다.

➃ ㉠이 ㉡에 관형절로 안기는 과정에서 ㉠의   

주어가 생략되었다. 

   예) 내가 공부한 학교는 저 언덕 위에 있다.

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 중세 국어의 목적격 조사는 ‘’의 형태였다.

➁ ㉡: ‘녀름’이 오늘날 ‘여름’으로 형태가 변했다.

➂ ㉢: 중세 국어의 ‘이어 적기’를 확인할 수 있다.

➃ ㉣: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가 현대 국어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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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어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

타나고 그 역사와 더불어 진화해 온 언어를 말하는 

것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등으로 대표되는 ‘인공어’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인공어의 경우 하나의 말은  하

나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를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정확하게 명령을 수행한다. 

반면 자연어는 하나의 말이라 하더라도 말을 하는 

맥락이나 억양, 몸짓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자연어 처리 기술은 이러한 인

간의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식 및 기술들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하나의 자연어 문장은 보통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단어들 사이에는 그 단어가 

문장 내에서 맡은 역할에 따른 연결 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과 그 성분들 간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형태소 분석기와 구문   

분석기이다. 문장에서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를   

형태소라 하는데, 형태소 분석기는 띄어쓰기 단위에서 

사전과 대조해 보고 그 말이 없으면 음운을 줄여  

나가면서 다시 대조해 보는 방식으로 형태소를 분석

한다. 형태소를 분석할 때는 사전뿐만 아니라 문법 

규칙, 언어 사용 통계 등의 정보를 활용한다. 구문 

분석기는 분석된 형태소를 바탕으로 문장의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 기본적인 역할과 수식 관계를  

분석하여 성립 가능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한다.

자연어는 같은 문장이라 하더라도 사용하는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맥락 분석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의미 분석기와 담화 분석기이다. 의미 

분석기는 주로 동음이의어에 의해 발생하는 중의성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명사를 원래의 대상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나는 파리가 좋아. 그곳에 

다시 가고 싶어.’라는 문장이 있을 때, ‘나는’ 이   

‘날다’의 관형사형인지, 대명사와 조사의 결합인지 

불분명하며, ‘파리’가 지명을 말하는지, 곤충을 말하

는지 불분명하다. 이때는 ‘가고 싶다’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정보, 즉 공기(共起)* 정보를 통해 ‘파리’가 

지명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명인 ‘파리’는 날 수가 

없다는 제약 정보를 통해 ‘나는’이 대명사와 조사의 

결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담화 분석기는 발화자와 

청자, 대화 상황, 다른 담화와의 연관 관계를 분석

한다. 담화 분석기가 발화자의 의도까지 파악을 하면 

이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문장으로 출력을 한

다.

*공기(共起): 단어, 형태소, 음 따위가 문법적으로 벗어나지  

          않고 동일한 문장이나 문단 안에서 나타나는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8~9)

8. 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를 통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➁ 예시를 활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➂ 대조의 방식으로 두 대상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다. 

➃ 인용 방식을 활용하여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자연어는 인공어와 달리 맥락이나 억양 등에 

따라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다.

➁ 컴퓨터가 발화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담화 분석기가 필요하다.

➂ 형태소 분석기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➃ 동음이의어에 의해 발생하는 중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미 분석기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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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이 어는지 터지는지 세상모르고 함께 놀다가 

이를 테면, 고누놀이나 딱지치기를 하며 놀다가 

“저녁 먹어라” 부르는 소리에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 달아나던 친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상복을 입고 혼자 서 있는 사내아이한테서. 

     누런 변기 위 ‘상복 대여’ 따위 스티커 너저분한 

㉠화장실 타일 벽에 “똥 누고 올게”하고 제

집 뒷간으로 내빼더니 영 소식이 없던 날의 

고누판이 어른거렸습니다. 

      ㉡“짜식, 정말 치사한 놈이네!” 영안실  

뒷마당 높다란 옹벽을 때리며 날아와 떨어지는 

낙엽들이 친구가 던져 두고 간 딱지장처럼 

내 발등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 딱지, 너 다 

가져!” 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 윤제림,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나) 내 유년의 7월에는 냇가 잘 자란 ㉢미루나무 

한 그루 솟아오르고 또 그 위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 내려와 어린 눈동자 속 터져 나갈 

듯 가득 차고 찬물들은 반짝이는 햇살 수면에 

담아 쉼 없이 흘러갔다.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착한 노래들도 물고기들과 함께 

큰 강으로 헤엄쳐 가 버리면 과수원을 지나

온 달콤한 바람은 미루나무 손들을 흔들어 

차르르 차르르 내 겨드랑에도 간지러운 새 잎이 

돋고 물 아래까지 헤엄쳐 가 누워 바라보는 

하늘 위로 삐뚤삐뚤 헤엄쳐 달아나던 미루나무 

한 그루. 달아나지 마 달아나지 마 미루나무야, 

귀에 들어간 물을 뽑으려 햇살에 데워진 둥근 

돌을 골라 귀를 가져다 대면 허기보다 먼저 

온몸으로 퍼져 오던 따뜻한 오수, ㉣점점 무

거워져 오는 눈꺼풀 위로 멀리 누나가 다니

는 분교의 풍금 소리 쌓이고 미루나무 그늘 

아래에서 7월은 더위를 잊은 채 깜박 잠이 

들었다. 

- 정일근, ｢흑백 사진-7월｣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0~11) 1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➀ 어순 도치를 통해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➁ 화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➂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긍정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➃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11. ㉠~㉣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은 화자에게 영사막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군. 

➁ ㉡에서 친구에 대한 화자의 원망과 아쉬움을 

느낄 수 있군.   

➂ ㉢은 화자가 경외감을 느끼며 동화되려는 시적 

소재이군.   

➃ ㉣에서 잠이 오는 화자의 상태를 감각적으로 표현

하고 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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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해(四海) 바다 깊이는 닻줄로 재려니와

    임의 덕택(德澤) 깊이는 ㉠어느 줄로 재리잇고

    향복무강(享福無疆)*하시어 만세를 누리소서

    향복무강하시어 만세를 누리소서

    일간명월(一竿明月)*이 역군은(亦君恩)이샷다

    태산(泰山)이 높다고 하나 ㉡하늘에 못 미치거니와

    임의 높으신 은덕(恩德)은 하늘같이 높으시네

    향복무강하시어 만세를 누리소서

    향복무강하시어 만세를 누리소서

    일간명월이 역군은이샷다

   

 - 상진, ｢감군은(感君恩)｣

(나)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탁료계변(濁醪溪邊)에 ㉢금린어(錦鱗魚) 안로다

    이 몸이 한가(閑暇)옴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강호(江湖)에 녀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업다

    유신(有信) 강파(江波) 보내니 람이로다

    이 몸이 서옴도 역군은이샷다

    강호(江湖)에 이 드니 ㉣고기마다 져 잇다

    소정(小艇)에 그믈 시러 흘리 여 더뎌 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옴도 역군은이샷다

    강호(江湖)에 겨월이 드니 눈 기픠 자히 남다

    삿갓 빗기 고 누역으로 오슬 삼아

    이 몸이 칩지 아니옴도 역군은이샷다

    - 맹사성, ｢강호사시가｣  

*향복무강(享福無疆): 끝없이 복을 누림.

*일간명월(一竿明月): 달빛 아래 한 가닥 낚싯대를 드리움.

화설. 소운명이 뛰어난 재주를 지닌 젊은이로 

몸이 높은 자리에 올라 옥당을 밟으니 명성과  

덕망이 조정에 진동하였고 문장은 이태백과 두보를 

압두하였다. 그러자 사람마다 탄복하여 그 재취 

자리를 바라며 구혼하는 매파가 문을 시끄럽게 

하였으나 승상 소현성이 허락하지 않자 소운명이 

마음 속의 회포가 울적하고 답답해 늘 탄식하였고 

부친의 명이 기구한 것을 한탄하였다.

이해 초겨울에 소운명이 산서 지방의 순안어사로 

나갈 때 소 승상이 타이르며 말하였다.

“너의 소임이 무거운 데 비해 나이는 젊으니  

마땅히 밤낮으로 근심하여 늘 청렴하고 급한 성미를 

보이지 마라. 옥사(獄事)를 처리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고 청탁을 듣지 말며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2～13) 1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가)와 (나)는 임의 은덕을 예찬하고 있다.

➁ (가)와 (나)는 계절에 따른 화자의 생활상이  

드러나고 있다.  

➂ (가)는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➃ (나)는 유사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주제를 강조

하고 있다. 

1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➀ ㉠: 물리적으로 잴 수 없는 은혜의 깊이를 강조하였다.

➁ ㉡: 자신의 처지와 대비되는 배경 공간으로 설정

하였다.

➂ ㉢: 현실적 고통을 반영한 시적 대상으로 부각하였다.

➃ ㉣: 강인한 의지를 투영한 자연 소재로 사용하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4～15)



7

보호하고 풍악과 술과 안주를 베풀지 마라. 만일 

가르침을 거역하여 창기를 모으고 잡된 무리를  

사귀어 어지럽게 예를 잃어버려 집안의 명성을  

더럽게 한다면 내 눈앞에서 보이지 마라.”

<중략>

각설. 산서 안무현 출신의 재상 한 사람이 있었는

데, 이름이 이원기였다. 이원기는 사람이 맑고 깨끗

하고 성품이 강직하고 곧았으며 뛰어난 재주로 인해 

명성이 자자하였다.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이부상서에 오르자 그 명망이 세상에 요란하였는데,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병이 침노하여 드디어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 여생을 마쳤다. 곧이어 부인 

여 씨가 죽었다. 슬하에 오직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름은 옥주이며 나이가 11세였다. 다른 친척이  

없고 오로지 부모를 의지하였다가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만나니 혈혈단신으로   

약간의 노비와 함께 겨우 부모의 장사를 지냈고   

집안의 재산은 모두 흩어져 버렸다. 그래서 밤낮으로 

슬퍼하며 푸른 하늘을 우러러 부모의 신령을 부를 

따름이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도적이 들어와 소란을 

피워 집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소굴로 삼자 이

옥주가 겨우 몸을 벗어났다. 시비 춘앵과 함께 

홀몸을 의탁할 곳이 없어 죽고자 하였는데 춘

앵이 겨우 붙들어 구하여 말하였다.

  “이제 길 위에서 죽어 주인님과 부인의 신령을 

의탁할 곳이 없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옛날 제영은 아비의 죄를 신원하고 목란은   

아비를 대신하여 국경을 지켰으니 사람이 낳아서 

길러 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몸의 괴로움을 

벗어 버리려고 긴 목숨을 끊어 제사를 버리는 

것은 지극한 불효입니다. 소저는 생각하여   

보십시오.”

이 소저가 슬픔을 진정하고 억지로 남복을 

입고 춘앵과 서로 붙들고는 갈 곳이 없음을  

통고하며 말하였다.

“어려서부터 대대로 높은 벼슬을 누려 온 가문

에서 자라나 아름다운 집에서 비단옷도 무겁게 느

껴지고 맛있는 음식 또한 입에 맞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생각지도 못한 이런 곤란한 액운을 

만나 죽지도 않고 도로에서 걸식하게 되니 이는 

위로는 집안의 명성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아래

로는 나에게 더러운 소문이 있을 것이니 결코  

살지 못할 것이다.” 

춘앵이 백방으로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도록 

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산 밑에 도착하였는데 

봄바람이 냉담하고 꽃들은 생기가 있으니    

두 사람이 참혹하고 비통하여 한바탕 크게   

울고 모란 떨기 속에 엎드려 쉬고 있었다.

이때 마침 소운명이 유람을 하고 있었다.       

소운명이 곁의 노비를 다 물리치고 동자 한 명만  

거문고를 가지고 따라오라고 하였다. 대나무 지팡이를 

꺾어 짚고 신발을 끌고 유생의 옷차림으로 산수를 

둘러보았다. 문인의 흥치가 높으니 몸이 가볍고 

걸음걸이가 가는 것 같았는데 한 곳에 이르자   

그윽한 산속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울창하여 시냇

물에 비치고 온갖 꽃이 만발하고 동풍이 화창하게 

불어오는 것이 비단 장막을 두루 친 듯하였다.

- ｢소현성록｣
1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➀ 주인공의 내적 독백을 통해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➁ 대화가 진행되면서 인물간의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➂ 환몽구조를 이용하여 대립적인 상황을 해결하고 있다. 

➃ 인물의 내력과 과거행적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다.

15.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소운명’이 옥당의 높은 자리에 올라 재취하고자 

하나 부친이 허락하지 않는다.

➁ ‘소운명’이 산서 지방 순안어사로 나갈 때 소승상이 

청렴과 공정한 옥사를 당부한다.

➂ ‘이옥주’는 재상의 딸이었는데 그의 부모는 도적을 

만나 죽임을 당한다.

➃ ‘이옥주’는 노비와 함께 부모의 장사를 지낸 후에 

남장한 모습으로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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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의 줄거리] 달동네인 ‘마삿등’의 황거칠 씨는 마을에 

수도가 들어오지 않자 직접 산의 물을 끌어다 마을의 물 문

제를 해결한다. 그런데 호동팔이 나타나 그 산이 형 호동수의 

것임을 내세워 수도 시설의 철거를 요구한다. 황거칠 씨 등 

마을 주민들은 이에 불복하지만, 재판에서 져 물 사용권을 

빼앗긴다. 황거칠 씨는 새로운 산 수도를 설치하기로 하고, 

국유지 산에다 새로운 우물을 파 수도를 연결한다.

못사는 사람들에게는 악운이 더 닥치기 쉬운 

것인지, 황거칠 씨에게는 몸도 그런 데다 또 

엉뚱스런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

역시 제 땅 못 가진 설움이었다.

먼젓번 산 수도는 일본 사람이 두고 간 산에 

묻었다가 그 산이 별안간 집달리 출신인 호동

수란 사람의 소유로 둔갑하는 바람에 곱다시 

수원을 뺏기고 말았거니와, 그 상처도 미처 아

물기 전에 고생고생해서 놓은 그의 두 번째 산 

수도에도 꼭 전과 비슷한 일이 생겼다.

앞에서 말한 대로 황거칠 씨의 두 번째 산 

수도가 묻힌 곳은 수정암 뒤의 국유임야였다. 

도시에 인접해 있다기보다 새로운 무슨 단지니 

택지 조성 등으로 급속히 변두리화되어 가고 

있는 몇 십만 평이나 되는 그 광대한 국유지마

저 또 어떤 개인에게 감쪽같이 불하가 되었다

고 하지 않는가! (물론 갯값이리라!) 

쥐도 새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사유로 만든 

사람이 별안간 황거칠 씨 앞에 나타났다. 초록은 

동색이랄까? 내내 호동수와 같은 수법이었다.

물론 그런 위인이 몸소 ‘마삿등’ 같은 판자촌을  

찾아올 리는 만무했다. 대리는 얼마든지 있는 법이다.

“저는 과거 이×× ×관님을 모시던 이춘이란 사람

입니다. ×관님께서 이번에 이 주변 국유지를 불하받

으셨기 때문에ㅡ,” ×관까지 지냈다는 새 산주를 대신

해서 황거칠 씨를 찾아온 사람은 아직 나이가 삼십 남

짓밖에 안 되어 보이는 청년 신사였다. 가뜩이나 병석

에 누워 있던 황거칠 씨는 느닷없이 가슴이 철렁했다. 

‘×관이라고? ㅡ ×관 출신이면 그 광대한  

국유지를 함부로 늘름할 수 있는 것일까……?’ 

정말 모를 일이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황거

칠 씨는 정신이 아찔했다.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말끝마다 “×관님 ×관님” 하는 

이춘이란 청년 신사의 얼굴만 멍청히 쳐다보았다.   

 ‘비록 두상은 조롱박같이 작고 볼품이   

없으되 부등깃에 싸인 새 새끼 궁둥이처럼 

톡 볼가진 뒤통수 속에는 온갖 간계가   

소복소복 들어 있을 것 같고, 관운장처럼 

치째진 두 눈은 가늘게 뜨면 아첨이 조르르, 

크게 뜰작시면 무슨 행티라도 있을 것 같

고, 날카로운 매부리코는 세상 잇속엔   

절대로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을 게고,   

오물오물 오무라뜨릴 땐 닭의 밑구멍 면치 

못할 조그만 입은 큰 건 겁이 나서 망설이

더라도 작은 건 쉴 새 없이 냠냠, 게다가 

미주알고주알 캐고 들 양이면 소진장의(蘇

奏張儀) 못지않게 구변도 청산유수라…….’

[A]

뒤퉁스럽게도 그의 얼굴에만 잠시 정신이 팔렸다.

비서 퇴물인 듯한 그 청년은 체구도 작았거

니와 그 체구에 비해서도 두상이 더욱 작아 보

였다. 고대 사설조로 말한다면,

이런 표현이 꼭 알맞을 것 같았다.

<중략>

황거칠 씨는 새삼 자기의 한 말에 대한 상대

방의 반응 따위를 기다릴 필요조차 느끼지 않

았다. 별안간 치신사납게 어리둥절하고 있는 

이춘이를 보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 ×관이란 양반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시

오. ㅡ 초지일관, 소신대로 하랍시더라고!”

언성만은 결코 만만치가 않았다. ‘소신대로’란 

말에 더욱 힘이 주어졌다. 

- 김정한, ｢산거족｣ 

*집달리: ‘집행관’의 옛 용어. / *행티: 행짜(심술을 부

려 남을 해롭게 하는 행위)를 부리는 버릇. 

*소진장의: 중국 전국 시대의 모사 소진과 장의를 가

리킴. 언변이 좋은 사람을 이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6～18)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상황이나 인물의 심리를 설명해주는 서술자의 

목소리가 드러나 있다.

➁ 인물의 회상이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다. 

➂ 현실에 대항하는 개인의 의지가 돋보인다. 

➃ 인물 사이의 갈등 요인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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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겨울을 사랑한다. 겨울의 모진 바람 속에 

태고의 음향을 찾아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어라 해도 겨울이 겨울다운 서정시는  

㉠백설(白雪), 이것이 정숙히 읊조리는 것이니, 겨

울이 익어가면 최초의 강설(降雪)에 의해서 멀고 

먼 동경의 나라는 비로소 도회에까지 고요히 고요

히 들어오는 것인데, 눈이 와서 도회가 잠시 문명

의 구각(舊殼)을 탈하고 현란한 백의를 갈아입을 

때, 눈과 같이 이 넓고 힘세고 성스러운 나라 때문

에 도회는 문득 얼마나 조용해지고 자그마해지고 

정숙해지는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이때 집이란 

집은 모두가 먼 꿈속에 포근히 안기고 ㉡사람들 역

시 희귀한 자연의 아들이 되어 모든 것은 일시에 

원시 시대의 풍속으로 탈환한 상태를 정(呈)한다.

오, 천하가 얼어붙어서 찬 돌과 같이 딱딱한 겨

울날의 한가운데, 대체 어디서부터 ㉢이 한없이 부

드럽고 깨끗한 영혼은 아무 소리도 없이 한들한들 

춤추며 내려오는 것인지 비가 겨울이 되면 얼어붙

어서 눈으로 화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만일에 이 삭연(索然)*한 삼동이 불행히도 백설을 

가질 수 없다면, 우리의 적은 위안은 더욱이나 그 

양을 줄이고야 말 것이니, 가령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추위를 참으며 열고 싶지 않은 창을 가만

히 밀고 밖을 한 번 내다보면, 이것이 무어랴. 백설

애애(白雪皚皚)한 세계가 눈앞에 전개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마음에 느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말할 수 없는 환희 속에 우리가 느끼는 감상은 

물론, 우리가 간밤에 고운 눈이 이같이 내려서 쌓

이는 것도 모르고 이 아름다운 밤을 헛되이 자 버

렸다는 것에 대한 후회의 정이요, 그래서 가령 우

리는 어젯밤에 잘 적엔 ㉣인생의 무의미에 대해서 

최후의 단안*을 내린 바 있었다 하더라도 적설을 

조망하는 이 순간에만은 생의 고요한 유열(愉悅)*

과 가슴의 가벼운 경악을 아울러 맛볼지니, 소리 

없이 온 눈이 소리 없이 곧 가 버리지 않고 마치 

하늘이 내리어 주신 선물인 것과 같이 순결하고 반

가운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순

화시켜 주기 위해서 아직도 얼마 사이까지는 남아 

있어 준다는 것은, 흡사 ㉤우리의 애인이 우리를 

가만히 몰래 습격함으로써 경탄과 우리의 열락*을 

더 한층 고조하려는 그것과도 같다고나 할는지!

- 김진섭, ｢백설부｣
*삭연하다: 외롭고 쓸쓸하다.

*단안(斷案): 옳고 그름을 판단함. 혹은 어떤 사항에 대한 생각을 

          딱 잘라 결정함. 또는 그렇게 결정된 생각.

*유열: 좋아하여 탐닉함. / *열락(悅樂): 기뻐하고 즐거워함. 

17.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➀ 액자식 구성으로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➁ 사건의 흐름이 지연되면서, 사건전개와 거리를 

두고 있다.

➂ 인물이 희화화되어 두 인물 사이의 갈등이   

완화되고 있다.

➃ 화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18. 윗글의 ‘산 수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서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 

➁ 국유지 산에 새로운 우물을 파 연결한 수도다. 

➂ 불합리한 권력과 착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➃ 빠른 장면 전환을 유도하는 대상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9~20) 

1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➀ 중심소재를 비유를 통해 주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➁ 짧은 문장으로 속도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➂ 자연에서 사는 삶의 여유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➃ 대화의 형식을 빌려 대상과의 친밀감을 부각하고 있다.

20. ㉡~㉤ 중에서 ㉠과 관련이 없는 것은? 

➀ ㉡ ➁ ㉢
➂ ㉣ 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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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lim
→


 
 의 값은?

 

 ➀         

 ➁           

 ➂      

 ➃     

22. 자연수 의 분할 중에서 숫자 를 포함하고 

홀수의 합으로만 나타내어지는 서로 다른 분

할의 수는?

 ➀  
 ➁  
 ➂  

 ➃  

23. 함수     의 극댓값과 극

솟값의 차가 일 때, 상수 의 값은? 

(단,   ) 

  

 ➀         

 ➁          

 ➂      

 ➃  

24. 원점을 지나는 곡선    위의 임의의 점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일 때, 의 극솟값은?

 ➀       

 ➁ 

 ➂     

 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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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한 개의 주사위를 세 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  , 라 하자. 세 수  ,  , 

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가 이상일 확률은?

 ➀  


 ➁  


 ➂  



 ➃  


26.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가 원점에서 출발

한 후 초가 지났을 때, 이 점의 속도는 

   이다. 초가 지난 후 점 P의 위치

가 일 때, 상수 의 값은?

 ➀        
 ➁  
 ➂ 

 ➃ 

27. 다항함수 가  을 만족시킬 때,  

정적분 
 



  ′의 

값은?

 ➀  

 ➁  

 ➂  

 ➃  

28. 삼차함수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의 값은? 

<조건>

ㄱ. 함수  ′는   일 때 최댓값 을 갖는

다.

ㄴ.   

  

 ➀    


     

 ➁   


       

 ➂    


  

 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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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의 일의 자리의 수를  , 십의 자리의 수를 

 , 백의 자리의 수를 라 할 때,     의 

값은?

 ➀  
 ➁  
 ➂  

 ➃  

30. 함수  










 ≥ 

    
에 대해 <보기>

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함수  는   에서 미분가능하다.

ㄴ. 함수  는   에서 미분가능하다.

ㄷ. 함수  는   에서 미분가능하다.

 ➀ ㄴ        

 ➁ ㄷ       

 ➂ ㄴ, ㄷ       

 ➃ ㄱ, ㄴ, ㄷ

31. 서로 다른 두 양의 정수  ,  에 대하여 함수 

 에서 의 값이 에서 

까지 변할 때의 평균변화율을  라 하

자.    를 만족시키는 모든 순서쌍 

 의 개수는?

 ➀  
 ➁  
 ➂  

 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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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양의 실수 에 대하여 곡선        

에 접하고 기울기가  인 직선이 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라 하자. lim
→∞



의 값은?

 ➀         

 ➁  


 ➂   

 ➃  


33. 함수   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함수 

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의 값의 합은?

 

 ➀         

 ➁           

 ➂      

 ➃     

34. 다섯 개의 수  ,  ,  ,  , 을 한 번씩 사용

하여 일렬로 나열한 모든 다섯 자리 자연수의 

합은?

 ➀  
 ➁  
 ➂  

 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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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철수와 영희를 포함한 명의 학생이 원탁에 

일정한 간격으로 둘러앉으려고 한다. 철수와 

영희가 이웃하지 않고 한 자리 건너서 앉는 

방법의 수는? (단, 회전하여 이웃이 모두 일

치하는 경우는 같은 것으로 본다.)

 ➀          

 ➁          

 ➂      

 ➃  

36. 다항함수 의 그래프 위의 점  에

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일 때,

 lim
 → 



의 값은?

 ➀         

 ➁         

 ➂     

 ➃  

37. 최고차항의 계수가 인 삼차함수 가 

 에서 극솟값 을 가질 때, 닫힌구간 

  를 등분한 각 분점(양 끝점도 포함)을 

차례대로         ⋯     라 하자. 

함수 가 lim
→∞


 






   을 만족시

킬 때, 의 값은?

 ➀        

 ➁         

 ➂  

 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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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어떤 식당의 예약고객 중 예약을 지키지 않는 

고객의 비율이 라 한다. 이 식당의 예약고

객 중 명을 임의 추출하여 조사할 때, 예

약을 지키지 않는 고객의 비율이   이상 

  이하일 확률은? (단, 다음의 표준정규분

포표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P ≤ ≤

















 ➀  
 ➁  
 ➂  

 ➃  

39. 어떤 선거에서 부부간의 투표 행태를 조사하

였다. 남편 중 가 투표를 하였고, 부인 

중 가 투표를 하였다. 또한, 투표한 남편

의 부인 중 가 투표를 하였다. 임의로 선

택한 한 부인이 투표를 하였을 때, 그녀의 남

편이 투표를 했을 확률은? 

 ➀  


 ➁  


 ➂  



 ➃  


40. 흰 공 개와 검은 공 개가 들어 있는 주머

니가 있다. 주머니에서 임의로 개의 공을 꺼

낼 때, 포함된 흰 공의 수를 확률변수  라 

하자. E 의 값은?

 ➀  
 ➁  
 ➂  

 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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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41. 다음 대화에서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A: Speaking before an audience is really

frightening to me. Do you know how to

overcome the fear of public speaking?

B: Well,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think positively.

A: To think positively?

B: Yes. For example, I constantly tell myself

that I’m capable of making the audience

interested.

A: That’s a good idea. What else?

B: I rehearse my speech a lot, visualizing

myself standing in front of my listeners.

A: You mean practice makes perfect, right?

B: Exactly.

A: That sounds like an effective way to

remove fear.

B: Good luck.

➀ Let’s take another one.
➁ What’s so good about it?
➂ I’ll try your ways.
➃ You’ve got to be kidding.

       

4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aster Island was a typical Polynesian

society in terms of its language, artifacts and

main social institutions. Yet, with its writing

and impressive statues, Easter Island seems

to have exceeded the level of cultural

development typical for Polynesian islands of

its size. This may be connected to its

extreme isolation, three thousand miles from

the nearest inhabited land, freeing it from the

endemic fighting that characterized most

Polynesian island groups. Similarly, it has

been argued that Britain’s success during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stemmed

from its island location. It was neither forced

to defend itself by land nor tempted to seek

extension of its boundaries. It therefore grew

strong at the same time that continental

countries were dissipating their energy and

resources in ultimately pointless conflicts.

*endemic 고질적인 **dissipate 낭비하다

➀ 이스터 섬의 문화 발달 수준

➁ 폴리네시아 지역의 고질적 분쟁

➂ 고립된 위치의 지정학적 이점

➃ 영국과 유럽대륙의 정치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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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s a dancer, you can look at your

aging in constructive ways. Your chronological

age doesn’t necessarily correlate with your

body’s suitability for dance. Many people keep

their bodies flexible and strong throughout

their lives. Erik Bruhn throws positive light

on the subject, too. When he was interviewed

during one of PBS’s “Dance in America”

programs, he said that as you get older, you

can still dance the younger roles in the

classical ballets. Your insight into them

sharpens, and as a result your performance

becomes that much more powerful. When

you’re older you have greater wisdom and

experience to draw on, which can enable you

to more skillfully round the edges and fill the

phrases of your dancing. That is, you can

still maintain or improve your technique as

you , but the best part is developing

your ability to comprehend and feel what

dancing is about.

*chronological age 생활 연령

 ➀ perform
 ➁ rejuvenate
 ➂ compete
 ➃ mature

44. (A), (B)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Educational debate gives students a chance

to consider significant problems from many

points of view. As debaters analyze the

potential affirmative and negative cases, they

begin to realize the complexity of most

contemporary problems and to appreciate the

worth of a (A) multivalued / unilateral

orientation. As they debate both sides of a

proposition, they learn not only that most

contemporary problems have more than one

side but also that even one side of a

proposition embodies a considerable range of

values. Sometimes at the start of an academic

year, some debaters may, on the basis of a

quickly formulated opinion, feel that only one

side of a proposition is “right.” After a few

debates, however, they usually (B) refuse /

request an assignment on the other side of

the proposition. By the end of the year (or

semester), after they have debated on both

sides of the proposition, they learn the value

of suspending judgement until they have

collected and analyzed an adequate amount of

evidence.

   *embody 담다

(A) (B)

➀ multivalued …… refuse

➁ multivalued …… request

➂ unilateral …… refuse

➃ unilateral …… request



18

Animals, however, have no expectations

about mental capacity.

45.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When people face real adversity―disease,

unemployment, or the disabilities of age―

affection from a pet takes on new meaning.

( ➀ ) A pet’s continuing affection becomes
crucially important for those enduring

hardship because it reassures them that their

core essence has not been damaged. Thus

pets are important in the treatment of

depressed or chronically ill patients. ( ➁ ) In
addition, pets are used to great advantage

with the institutionalized aged. In such

institutions it is difficult for the staff to retain

optimism when all the patients are

deteriorating. ( ➂ ) Children who visit cannot
help but remember what their parents or

grandparents once were and be depressed by

their incapacities. ( ➃ ) They do not worship
youth. They have no memories about what

the aged once were and greet them as if they

were children. An old man holding a puppy

can relive a childhood moment with complete

accuracy. His joy and the animal’s response

are the same.

             *adversity 역경 ** deteriorate 악화되다

               

46.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Many scientists look on chemistry and

physics as ideal models of what psychology

should be like. After all, the atoms in the

brain are subject to the same all-inclusive

physical laws that govern every other form of

matter. (A) , can we also explain what our

brains actually do entirely in terms of those

same basic principles? The answer is no,

simply because even if we understood how

each of our billions of brain cells work

separately, this would not tell us how the

brain works as an agency. The “laws of

thought” depend not only upon the properties

of those brain cells but also on how they are

connected. And these connections are

established not by the basic, “general” laws

of physics, but by the particular arrangements

of the millions of bits of information in our

inherited genes. To be sure, “general” laws

apply to everything. (B) , for that very

reason, they can rarely explain anything in

particular.

(A) (B)

➀ Then …… But

➁ Instead …… Nonetheless

➂ Likewise …… In other words

➃ On the contrary …… Consequ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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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You are clinging, always clinging. Think

about this seriously―how you are continually

holding on to memories of the past. You have

a great meal at a restaurant, instantly put it

on your list of favorites, and go back to it.

You like a book by an author and get her

other books. You try a particular strategy at

work and it is successful, so you repeat it

over and over. Think about how you use

memory all the time. You experience

something as good or bad by comparing it

with some event you have stored in your

memory, something you cling to. There is no

question that this method simplifies life―

perhaps this is the reason you do it. But

when too much of your life is run by

memory and you don’t even know it,

. That’s why the

thrill of the rainbow or the green valley is so

rare in your life.

 

 ➀ you are likely to forget the importance of

having a routine

➁ you don’t realize what a bless it has been
all throughout your life

➂ you lose the ability to experience life
spontaneously

➃ you have the problem of comparing your
experiences to those of others

                  

48. (A), (B)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Sea anemones look to most of the world

like the flowers of the sea. Perhaps this is

their disguise. They are predators with

tentacles equipped with stinging cells. They

use their tentacles to defend themselves and

to capture prey, such as small fish and

shrimp. Each stinging cell has a sensory hair

that, when touched, mechanically triggers the

cell explosion, (A) what / which is a

harpoon-like structure that attaches to the

flesh of the aggressor or prey and injects a

dose of poison. The poison paralyzes the prey

and allows the anemone to move it to its

mouth for digestion. (B) Finding / Found

throughout the world’s oceans and at various

depths, anemones are related to corals and

jellyfish. Anemones attach themselves to the

sea bottom with an adhesive foot and tend to

stay in the same spot until food runs out or

a predator attacks. Then the anemones release

themselves and use flexing motions to swim

to a new location.

*tentacle 촉수 **harpoon 작살

(A) (B)

➀ what …… Finding

➁ what …… Found

➂ which …… Finding

➃ which ……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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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Perhaps the most prominent theme in

existentialism is ➀ that of choice and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the

choices we make. Most existentialists believe

that what differentiates human beings from

other creatures ➁ is the freedom and the

capacity to make choices. Existentialists

believe that human beings do not have a

fixed nature, or essence, as other animals and

plants do. Each human being makes choices

that create his or her own nature. Choice is

therefore central to human existence, and it is

inescapable; even avoidance or the refusal to

choose is a choice. That freedom to choose

must also be accompanied by commitment ➂ 
to taking the responsibility to live with the

consequences of those choices. Existentialists

have argued that because individuals are free

to choose their own path, they must accept

the risk and responsibility of following their

commitment ➃ whichever it leads.

*existentialism 실존주의

50. 다음 대화에서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A: Sue, do you have any paper for the copy

machine? I need to copy this flyer.

B: Right here. What’s it about?

A: It’s for my missing dog. Last night my

dog ran out of my house while the front

door was left open, and she hasn’t come

back.

B: Oh, no! Have you reported it to the police?

One of my friends found her missing dog

with the help of the police.

A: Really?

B: Yeah. And someone might find your dog

and take her to the police station.

A: Hmm, that makes sense. Can you copy

this flyer while I’m going to the police

station?

B: Sure. How many copies do you need?

A: One hundred should be enough.

B: Okay.

➀ I appreciate your advice.
➁ I’ll get it done.
➂ Don’t mention it.
➃ Let’s figure out what to do fir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