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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어
※ 다음은 학교 봉사 활동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
정하기 위한 면접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은 면접자가 세운 전략이다. 면접에서  
실현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 편안한 면접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상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지.

➁ ㉡: 면접 대상자의 답변 내용에 확인이 필요하면 
그것을 확인하는 질문을 해야지.

➂ ㉢: ‘연탄 나눔 봉사 활동’에 대한 면접 대상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해야지.

➃ ㉣: 면접 대상자가 화제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지.

면접자: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 긴장을 푸세
요. 점심식사는 했나요?

면접 대상자: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면접자: 그럼,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연탄 나눔 

봉사 활동’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면접 대상자: 제 친언니도 우리 학교를 다녔는

데, 언니가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이 보람된 
봉사활동이니 꼭 해 보라고 권유를 했습니
다. 

면접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
니라, 언니의 권유 때문에 봉사 활동에   
지원했다고요?

면접 대상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언니의 권
유도 있었지만, 연말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거노인 분들에게 연탄을 무료로 갖다 드
려 그분들이 따뜻한 겨우살이를 하실 수 있
도록 돕는 것이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했
기 때문에 지원한 것입니다. 

면접자: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이 어떻게 진
행되는지 알고 있나요?

면접 대상자: 예, 우선 연탄을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 활동을 하고 주민 센터
의 도움을 받아 연탄을 가져다 드릴 할아버
지·할머니들을 선정합니다. 그 후 연탄을 
사서 연탄 보급 장소에 연탄이 배달되면, 
저희가 직접 연탄을 할아버지·할머니들의 
집까지 가져다 드리는 것입니다. 

면접자: 언니에게 잘 들어서 그런지 정확하게 알
고 있네요. 모금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만약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모금 활동을 할 생각입니까?

면접 대상자: 저는 동영상을 제작하고 포스터
를 만드는 것을 잘하는 편입니다. 제가 ‘연
탄 나눔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 모
금 활동을 위한 홍보 동영상과 포스터를 설
득력 있게 제작하고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
을 하겠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이
를 통해 전교생들이 ‘연탄 나눔 봉사 활동’
에 관심을 갖고 이를 후원할 수 있도록 만
들 자신이 있습니다.  

면접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면접 대상자: 탈무드 중에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향수를 뿌려주는 것과 같다. 향
수를 뿌릴 때 자기에게 몇 방울 정도는 묻
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
럼 저도 ‘연탄 나눔 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그 행복이 저에게도 전달되어 저도 행복해
지는 경험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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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건의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2~3)

2. 윗글에 나타난 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➀ 인근 지역의 모범 사례를 언급하며 건의문 작성의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 

➁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여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   

➂ 글의 목적이나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운전자의 
인식 전환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➃ 교통사고와 자동차 주행 속도 간의 연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 ㉠～㉣의 고쳐쓰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➀ ㉠: 문장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대폭 낮추기로 
했다는 것입니다.’로 고친다.

➁ ㉡: 불필요한 이중 피동 표현으로 ‘바뀌는’으로 
수정한다.  

➂ ㉢: 내용의 흐름을 고려하여 바로 앞 문장과 
서로 위치를 바꾼다.

➃ ㉣: 단어 사용이 부자연스러우므로 ‘급격하게’로 
교체한다.

○○ 지방 경찰청장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시에 사는 직장인 □

□□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듣다가 인근 지역 
경찰청이 생활 도로, 즉 주거지 주변에 있는 
폭 9미터 미만인 도로에서의 자동차 주행 제한 
속도를 전체적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이와 같은 결정이 반드시 필
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
다.

제가 매일 지나는 ○○초등학교와 △△ 사거
리 사이의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만 자동차 제
한 속도가 여섯 번이나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그 길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낮춰 놓은 ‘생활 도
로 구역’과 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이 존재
하는데, 해당 구역의 길이가 너무 짧다는 것이 
우선 문제입니다. 게다가 그 구역들 사이에는 
제한 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곳과 시속 40
킬로미터인 곳이 마구 뒤섞여 있어서, 5분 정
도 운전하는 동안 제한 속도가 여섯 번이나  
㉡바뀌어지는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혼란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시속 30킬로미터 제한이 해제
된다는 표지판을 지나자마자 속도를 낸 자동차
가 행인을 칠 뻔하는 위험 상항을 저는 거의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속하는 
삶과 달리 느림의 미학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여유와 풍요, 관용의 태도를 보장해 주곤 합니
다. 따라서 2킬로미터 정도 되는 이 구간 전체
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하향 통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활 도로의 제한 속도가 현재 너무 높
게 정해져 있다는 것은 비단 이 구간만의 문제
가 아닙니다. 우리 ○○시 전체 도로 중 약 60
퍼센트가 생활 도로인데 이 중 제한 속도를 낮
춘 곳은 10퍼센트 미만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
입니다. 생활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와 자동차 
주행 속도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우리 시 

생활 도로 전체의 주행 제한 속도를 ㉣과격하게 
낮추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시민 누
구나 안심하고 살아가는 ○○시를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시리라 기대하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12일
시민 □□□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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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➀ ㉠: ‘곰’과 ‘공’은 ‘ㅁ’과 ‘ㅇ’에 의해 의미가 달
라지므로 ‘ㅁ’과 ‘ㅇ’은 우리말의 음운이다.

➁ ㉡: ‘어리다’는 ‘불쌍하다’는 의미에서 ‘나이가 
어리다’로 변하였다.

➂ ㉢: [밤]과 [밤ː]은 모음에 실리는 강약을 통해 
그 의미가 구별된다.

➃ ㉣: ‘고기’의 두 ‘ㄱ’은 물리적 소리가 같아서 
듣는 사람이 같은 소리로 인식한다.

5.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➀ (외출하는 아들에게) 철수야, 친구 만나러 가니?
➁ (창문 옆 사람에게) 창문 좀 열어 주시겠습니까?
➂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에게) 저와 같이 식사 하지 

않으실래요?
➃ (싸움을 한 두 학생에게) 너희 중, 누가 먼저 

상대방을 때렸니? 

6. <보기>의 ㉠, ㉡에 들어갈 단어가 올바르게 짝
지어진 것은?

7.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들어갈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 의사는 조용히 환자의 눈을 감겼다.
➁ ㉡: 어머니는 오늘도 내 머리를 감겨 주셨다.
➂ ㉢: 어머니는 아들에게 헝클어진 실을 감겼다.
➃ ㉣: 줄에 발이 감겨 넘어질 뻔했다.

<보기>
선생님: 이번 시간에 배운 음운의 특징을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음운은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이다. -------------------㉠
∙ 한 언어에서의 음운 체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
∙ 음운에는 비분절적인 말소리 요소도 포함

된다. ----------------------㉢
∙ 음성은 구체적인 소리지만 음운은 추상적인 

소리이다. -------------------㉣

<보기>
문장의 유형은 주로 종결 어미에 따라 형식적

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실제 발화에서는 문장의 
유형과 기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
를 들어 교실에서 공놀이를 하는 학생에게 “공
놀이는 운동장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
고 말하는 경우, 이 ㉠문장의 형식은 의문문이
지만, 실제로는 (“교실에서 공놀이를 하지 말
라.”) 명령의 기능을 수행한다.

<보기>
감다1 눈꺼풀을 내려 눈동자를 덮다.
감다2 머리나 몸을 물로 씻다. 
감다3 어떤 물체를 다른 물체에 말거나 빙 두르다.

감기다

‘감다1’의 피동사 ㉠
‘감다2’의 사동사 ㉡
‘감다3’의 사동사 ㉢
‘감다3’의 피동사 ㉣

<보기>
  파생어 형성 과정에서 접미사가 결합하기 전
과 후를 비교할 때, 단어의 품사가 결합 이전과 
동일할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다.
  ‘나무꾼, 높이, 먹히다, 지우개’의 단어들 중  
( ㉠ )은 접미사 결합 전후로 품사가 바뀌지 않
은 반면, ( ㉡ )은 접미사 결합 전후로 단어의 
품사가 바뀌었다.

㉠ ㉡
➀ 높이, 나무꾼 먹히다, 지우개
➁ 높이, 먹히다 나무꾼, 지우개
➂ 나무꾼, 지우개 높이, 먹히다
➃ 나무꾼, 먹히다 높이, 지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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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8~9)

8.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정의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➁ 특정 개념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➂ 해당 개념의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➃ 두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다.

9. 윗글에 드러난 보링거의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미술사는 감정 이입 충동과 추상 충동을 양축으로 
삼을 수 있다.

➁ 인간의 예술은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원초적인 
욕구의 표현에서 시작되었다.

➂ 순수 기하학적 형태를 지닌 신석기 시대의 추상 
미술이 진정한 예술의 시작이다.

➃ 추상 충동이라는 개념을 통해 현대 추상 미술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보링거는 감정 이입 충동과 추상 충동을 양축
으로 삼아 미술사 전반을 조망하였다. 그는 인간
의 근원적 심리 욕구로서 예술 의욕이 있다고 보
았는데, 예술 의욕이 두 가지 심리적 충동인 감
정 이입 충동과 추상 충동으로 나누어진다고 언
급하였다. 감정 이입 충동이란 미적 체험의 과정
에서 유기적인 아름다움에 만족을 발견하는 것으
로, 인간이 자연과 하나가 되어 행복한, 친화적
인 관계를 맺게 될 때 나타난다고 보았다. 한편, 
추상 충동은 인간과 세계가 대립적일 때 형성되
는 부조화의 감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예술 의
욕이 감정 이입 충동에 의해 표현될 때는 자연주
의 미술 양식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예로 그리
스 로마 미술을 비롯한 고전주의 미술을 들었다. 
반대로 추상 충동에 의해 표현될 때는 사실적 재
현이 아닌 추상적인 미술 양식이 성립하는데, 이
때 예술은 자연과 대립하게 되며, 이러한 추상 
충동은 원시 민족이나 고대 동방 문화에 내재한 
조형 원리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다.

보링거는 추상 충동이 추상 미술의 발생 근
거일 뿐 아니라 미술사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추상 충동은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구의 
충동을 표현해 주는 것으로, 인간이 인간성의 
원초적 상태인 외부와의 이원적 대립 상태가 
야기하는 불안에서 벗어나려는 욕구이며 정신
적 활동이다. 추상 충동은 대상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인간의 잠재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추상 충동에서는 자신의 내
부에 잠재되어 있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고유의 감정이 순수하게 선과 형태, 색채 등으
로 표현될 수 있으며, 외계의 사물을 눈에 ‘보
이는 대로’ 모사하는 것에서 벗어난다.

예술사의 진행 과정을 길게 보면 추상 충동
과 감정 이입 충동 사이의 끊임없는 대결의 현
장을 엿볼 수 있는데, 보링거는 원초적인 상황
을 자연과의 화해가 아니라 대립으로 보고 인
류 최초의 미술을 추상으로 파악한다. 태초의 
인간은 원시 추상의 상태인데, 이는 현대 추상 

미술의 뿌리와도 같다. 보링거는 진정한 예술
의 시작을 구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가 아니라 
순수 기하학적 형태를 지닌 신석기 시대의 추
상 미술로 본다. 구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에 
추상적인 단서가 전연 안 보이는 것은 아니지
만, 주로 사실적인 묘사가 주종을 이룬다고 보
았기 때문이다.

보링거는 추상 충동이라는 획기적인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대 추상 미술의 이
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미술사 전체를 지나치
게 단순화하여 추상 충동과 감정 이입 충동의 
대립 관계로 파악한 보링거의 관점은 많은 시사
점을 던짐에도 불구하고 복잡 다양한 미술사적 
현실을 다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
실이다. 하지만 현대 미술에 있어 추상 미술의 
기원을 원시 미술에서 찾아볼 때 보링거의 지적
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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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0~11)

1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➀ 명령적 어조로 독자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➁ 대립되는 시어를 제시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➂ 의성어를 활용하여 시적 생동감을 얻고 있다. 
➃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11. ㉠~㉣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에서 ‘풀’을 눕히고 울리는 ‘동풍’은 부정적 의미를 
지니는 소재군.

➁ ㉡에서 ‘풀’이 처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➂ ㉢에서 화자가 ‘해’의 등장을 얼마나 간절히   
희구하는지 알 수 있군.

➃ ㉣에서 화자는 청산을 현실도피적 공간으로 인식
하고 있군.  

(가)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 김수영, ｢풀｣

(나)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 이글이글 앳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여, 달밤이 싫여, 눈물 같은 골
짜기에 달밤이 싫여,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여……,

    ㉣해야, 고운 해야, 늬가 오면 늬가사 오면, 
나는 나는 청산이 좋아라. 훨훨훨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래도 좋
아라.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칡범을 따라 칡범을 따라 칡범을 만나면 

칡범과 놀고……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
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 워어이 워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앉아 
앳되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 박두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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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2～13)

1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➀ 지향하는 세계로 나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다.

➁ 지향하는 세계에 가지 못해도 자족한다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➂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비판 의식이 나타나 있다.
➃ 현실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다. 

13. ㉠~㉣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은 화자가 가고자 하는 이상향을 의미한다. 
➁ ㉡은 화자가 이상향에 함께 가고자 하는 동행자를 

의미한다. 
➂ ㉢은 화자의 의지를 약화하는 현실을 의미한다. 
➃ ㉣은 잠시 머물 수 있는 쉼터를 의미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4～15)

(가) 나뷔야 ㉠청산(淸山)에 가쟈 ㉡범나뷔 너도 가쟈
  가다가 져무러든 곳듸 자고 가쟈
  곳에서 푸대접거든 닙헤셔나 자고 가쟈

   
 - 작자 미상, ｢나뷔야 청산에 가쟈~｣

(나) 흰나비, 너 청산 가자  
    범나비들아, 날아 함께 청산 가자
    가다가 해 저물면 꽃에 들어 자고 가자
    ㉢꽃이 푸대접하거든 ㉣잎에서나 자고 가자

    白蝴蝶汝靑山去(백호접여청산거) 
  黑蝶團飛共入山(흑접단비공입산) 
  行行日暮花堪宿(행행일모화감숙) 
  花薄情時葉宿還(화박정시엽숙환) 

    - 신위, ｢호접청산거(蝴蝶靑山去)｣

[앞부분 줄거리] 옛날 지하국에 아귀가 살고 있었다. 
아귀가 나타나 왕의 세 공주를 납치해 갔다. 왕이 공
주를 구해 오라고 명령을 했고 어떤 무사가 납치된 공
주를 구해오겠다 자청했다. 

왕은 이를 허락하고, 세 공주를 구해 오면 
그중 막내 공주와 결혼시키겠다고 하였다. 

무사는 몇 명의 부하를 데리고 당장 아귀의 
소굴을 찾아 나섰다. 그는 천하의 구석구석을 
찾아 헤매었으나 아귀의 소굴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었다. 하루는 무사가 어느 산모퉁이
에서 피곤한 몸을 잠시 쉬고 있는 동안에 깜박 
잠이 들었는데, 머리가 하얀 노인이 꿈에 나타
나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산신령이다. 네가 찾고 있는 아귀의 
소굴은 저쪽 너머 산속에 있다. 그곳에서 너는 
커다란 바위를 하나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치우면 바위 밑에 겨우 한 사람이 드나
들 수 있는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을 통해서 내
려가면 점점 넓어져 별세상이 나올 것이다. 그 
세상이 말하자면 아귀의 세계인 것이다.”

<중략>
공주들이 전에 없이 애교를 부리며 ㉠술을 

권하자, 아귀는 마음이 흐뭇하여 걸러 놓은 독
한 술을 모두 마셨다. 공주들이 아귀를 무릎에 
눕혀 머리의 이까지 잡아 주었기 때문에 아귀
는 이제 공주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준다고 
생각하며 아주 기뻐했다. 그러고는

“오늘은 너희들이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으니 그 대신 그대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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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중 서로 지시하는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
끼리 묶인 것은?

   
➀ ㉠, ㉡ ➁ ㉡, ㉢
➂ ㉢, ㉣ ➃ ㉡, ㉣ 

15.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지하국에 사는 아귀를 물리치고 공주들을 구하는 
신이한 이야기이다.

➁ 홍길동이 요괴 굴에서 요괴를 퇴치하고 납치되었던 
여인을 아내로 삼은 이야기와 유사하다.

➂ 인간과 비인간의 대결 구조로 이루어진 이야기
이다. 

➃ 무사가 아귀의 소굴을 찾지 못할 때 현실 세계의 
조력자가 나타나 도움을 주는 이야기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6～18)

라고 말했다. 
“우리에게는 별다른 소원이 없습니다만 하나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인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분이시니 죽는 일은 없겠지요?”

아귀는 취한 상태에서 공주들의 칭찬을 듣자 
의심하지 않고 대답해 주었다. 

“나라고 죽지 않겠는가. 나의 겨드랑이 밑에 
㉡비늘이 두 개씩 있는데, 그것을 떼어 버리면 
나의 목숨은 없지. 하지만 이것을 뗄 놈이 이 
세상에 있을까? 하하하.”

아귀는 껄껄 웃다가 쓰러져 코를 골면서 잠
이 들었다. 이때 한 공주가 좋은 기회를 놓칠
세라 아귀가 평소 지니고 있던 ㉢장도(粧刀)를 
뽑아 들었다. 순간 칼이 ‘징징’하고 울리기 시
작했다. 공주는 재빨리 아귀의 좌우 겨드랑이
에서 넉 장의 비늘을 베어 냈다. 그러자 아귀
의 머리가 몸에서 떨어져 위로 솟아 천장에 붙
었다가 다시 떨어지며 몸에 붙으려 했다. 하지
만 다른 공주가 준비해 둔 ㉣재를 목이 떨어진 
곳에 뿌렸더니 아귀의 머리는 끝내 몸에 붙지 
않고 땅에 나동그라졌고, 결국 아귀는 죽었다.  
     

       - 작자 미상,「지하국 대적 퇴치」

[앞부분 줄거리] 어머니는 마을의 개량 사업을 통해 
지붕을 고치고 싶어 하지만 아들인 ‘나’는 어머니의 도
움 없이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하며 어머니의 바람을 외
면한다. ‘나’의 외면이 못마땅한 아내는 어머니가 지붕
을 개량하고 싶은 속내를 묻게 되고 둘의 대화는 눈 
길에 얽힌 과거의 사연으로 이어진다. 어머니는 집안
이 망하여 팔린 집에서 아들이 하룻밤을 잘 수 있도록 
한 후 다음 날 새벽에 눈길을 걸으며 아들을 배웅하였
다고 말한다. 

“간절하다뿐이었겄냐. 신작로를 지나고 산길을 
들어서도 굽이굽이 돌아온 그 몹쓸 발자국들에 아
직도 도란도란 저 아그 목소리나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듯만 싶었제. 산비둘기만 푸르르 날아

<보기>
  신이담은 인간과 비인간의 대결을 통해 사건
이 전개되며, 신비하고도 기이한 존재의 개입으
로 문제 상황이 해결된다. ‘여인의 피랍-> 용사
의 자원-> 조력자의 도움-> 괴물의 퇴치-> 부
하의 배신-> 위기 극복’의 구조로 나타나며 
「김원전」, 「금령전」, 「최치원전」 등 고전
소설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의 
이야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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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➁ 상징적 의미의 소재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➂ 인물의 회상을 통한 역행적 구성 방식으로 되어 

있다. 
➃ 사건에 대처하는 인물을 통해 당대 사회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올라도 저 아그 넋이 새가 되어 다시 되돌아오는 
듯 놀라지고, 나무들이 눈을 쓰고 서 있는 것만 
보아도 뒤에서 금세 저 아그 모습이 뛰어나올 것
만 싶었지야. 하다 보니 나는 굽이굽이 외지기만 
한 그 산길을 저 아그 발자국만 따라 밟고 왔더니
라. 내 자석아, 내 자석아, ㉠너하고 둘이 온 길을 
이제는 이 몹쓸 늙은 것 혼자서 너를 보내고 돌아
가고 있구나!”

“어머님 그때 우시지 않았어요?”
“울기만 했겄냐. 오목오목 디뎌 논 그 아그 

발자국마다 한도 없는 눈물을 뿌리며 돌아왔
제. 내 자석아, 내 자석아, 부디 몸이나 성히 
지내거라. 부디부디 너라도 좋은 운 타서 복 
받고 살거라…. 눈앞이 가리도록 눈물을 떨구면
서 눈물로 저 아그 앞길만 빌고 왔제….”

노인의 이야기는 이제 거의 끝이 나 가고 있
는 것 같았다. 아내는 이제 할 말을 잊은 듯 
입을 조용히 다물고 있었다.

“그런디 그 서두를 것도 없는 길이라 그렁저
렁 시름없이 걸어온 발걸음이 그래도 어느 참
에 동네 뒷산을 당도해 있었구나. 하지만 나는 
그 길로는 차마 동네를 바로 들어설 수가 없어 
잿등 위에 눈을 쓸고 아직도 한참이나 시간을 
기다리고 앉아 있었더니라….”

“어머님도 이젠 돌아가실 거처가 없으셨던 
거지요.”

한동안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던 아내가 이
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진 듯 갑자기 노인
을 추궁하고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울
먹임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나 역시 더 이상 노인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제나마 노인을 가로막고 싶었다. 아내의 추
궁에 대한 그 노인의 대꾸가 너무도 두려웠다. 
노인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역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아직도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불빛 아래 눈을 
뜨고 일어날 수가 없었다. 사지가 마비된 듯 가라앉
아 있는 때문만이 아니었다. 졸음기가 아직 아쉬워서
도 아니었다. ㉡눈꺼풀 밑으로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아내와 노인 앞에 보일 수가 없었다. 그것이 너무도 
부끄러웠기 때문이었다. 아내는 이번에도 그러는 나
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여보, 이젠 좀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당신도 
말을 좀 해 보세요.”

그녀가 느닷없이 나를 세차게 흔들어 깨웠다. 
그녀의 음성은 이제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그래도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뜨거운 것을 
숨기기 위해 눈꺼풀을 꾹꾹 눌러 참으며 내처 잠
이 든 척 버틸 수밖에 없었다.

음성이 아직 흐트러지지 않고 있는 건 오히려 
그 노인뿐이었다.

“가만 두거나. 아침 길 나서기도 피곤할 것
인디 곤하게 자고 있는 사람 뭣하러 그러냐.”

노인은 일단 아내의 행동을 말려 두고 나서 아직
도 그 옛 얘기를 하는 듯한 아득하고 차분한 음성
으로 당신의 남은 이야기를 끝맺어 가고 있었다.

“그런디 이것만은 네가 잘못 안 것 같구나. 그 
때 내가 뒷산 잿등에서 동네를 바로 들어가지 못
하고 있었던 일 말이다. 그건 내가 갈 데가 없어 
그랬던 건 아니란다. ㉢산 사람 목숨인데 설마 
그때라고 누구네 문간방 한 칸이라도 산 몸뚱
이 깃들일 데 마련이 안 됐겄냐. 갈 데가 없어
서가 아니라 아침 햇살이 활짝 퍼져 들어 있는
디, ㉣눈에 덮인 그 우리 집 지붕까지도 햇살 때
문에 볼 수가 없더구나. 더구나 동네에선 아침 짓
는 연기가 한참인디 그렇게 시린 눈을 해 갖고는 
그 햇살이 부끄러워 차마 어떻게 동네 골목을 들
어설 수가 있더냐. 그놈의 말간 햇살이 부끄러워
서 그럴 엄두가 안 생겨나더구나. 시린 눈이라도 
좀 가라앉히고자 그래 그러고 앉아 있었더니라….”  
 

- 이청준,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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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➀ 노인이라 부르는 태도에서 효의 가치를 상실한  
현대사회의 문제가 드러나는군.

➁ 계절적인 배경 묘사를 통해 갈등을 암시하고 
있군.

➂ 인물의 대화에서 내면적 긴장과 감동이 교차하는 
감흥이 느껴지는군.

➃ 중심 사건은 ‘눈길’에 대한 ‘나’의 기억에 있군.

1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 어머니와 내가 함께 살아 온 인생의 의미가 
담겨있다.    

➁ ㉡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의 심리적 표현이다.
➂ ㉢ 이미 집이 팔린 상황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➃ ㉣ 어머니의 부끄러움과 슬픔이 드러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9~20) 
1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➀ 실제로 있을 법한 일을 서술자가 직접 들려주고 

있다.
➁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화자가 전달하고 있다.
➂ 인물들의 언어유희로 극의 재미를 주고 있다. 
➃ 대화에 춤과 음악이 어우러지며 극이 전개되고 

있다. 

20.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꼭두각시는 박 첨지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➁ 박 첨지는 첩을 얻은 것을 미안해하고 있다.
➂ 꼭두각시는 첩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다.   
➃ 신받이는 박 첨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다. 

꼭두각시: 여보, 영감, 오랜만에 만나서 싸우지만 
말고 같이 들어갑시다. 

박 첨지: 야, 야, 이리 와. 자네가 나간 지 수십 
년이 되어서 늙은 내가 혼자 살 수 있던가. 
그래 내 작은집을 하나 얻었네. 

꼭두각시: 옳지, 옳지. 내 알았소. 영감이 나간 뒤
로 알뜰살뜰 모아 가지고 작은 집을 한 칸 
샀단 말이지요?

박 첨지: 왜 기와집은 안 사고.
꼭두각시: 그럼 뭐 말이요?
박 첨지: 그런 게 아니라 작은마누라를 하나 얻었

단 말이다. 
꼭두각시: 옳지, 옳지. 내 알았소. 내가 갔다 돌아오

면 김장하려고 마늘을 몇 접 샀단 말이지요?
박 첨지: 왜 후추, 생강은 어떻고. 
꼭두각시: 그럼 뭐 말이요?
박 첨지: 자, 자, 이리와, 작은여편네는 아느냐?
꼭두각시: 옳지, 옳지. 내 알았소. 내가 가면 영영 

안 올 줄 알고 작은여편네를 하나 얻었단 말
이지요?

박 첨지: 아따, 이제 삼일 강아지 눈 뜨듯 하느냐?
꼭두각시: 여보, 여보. 기왕지사 그렇게 되었으면 

작은마누라 상면(相面)이나 시켜 주시오. 인
사는 시켜 줘야죠. 

박 첨지: 아하, 이 꼴에 상면을 시켜 달라네. 
신받이: 암요, 시켜 주셔야죠. 개천에서 나도 용은 

용이요, 짚으로 만들어도 신주는 신주법대로 
있지 않소. 

박 첨지: 그럼 상면을 시켜 줘야 하나?
신받이: 시켜 줘야지. 
박 첨지: 그럼 상면을 시켜 줄 테니 저리 돌아서 

있거라. 
꼭두각시: 왜 돌아서라 그러우. 
박 첨지: 옮는다, 옮아. 
꼭두각시: 뭐가 옮아?
박 첨지: 얼굴이 옮는다 말이여. 저리 돌아서. 이

쪽을 돌아보면 안 돼. 상면을 시켜 줄 테니 
정신 차려 받아라. 

- 작자 미상, ｢꼭두각시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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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학

21. 함수   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의 그래프가   에서 만날 때 의 

값은? 

 

 ➀   
 ➁   
 ➂   
 ➃  

22. lim
 → 


 




    의 값은?

 

 ➀          
 ➁          
 ➂     
 ➃   

23. log   일 때, log 이다. 

log 


  log    log  일 때, 

      의 값은?

 ➀       
 ➁       
 ➂     
 ➃   

24. 함수         의 역함수

가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의 최솟값은?  

(단,  , 는 상수이다.)

 

 ➀         
 ➁         
 ➂    
 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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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의 모든 양의 약수의 합은? 

 

 ➀       
 ➁       
 ➂       `
 ➃    

26. 이차함수 가 다음조건을 만족시킬 때, 

의 값은?  

<조건>

ㄱ. 모든 실수 에 대하여   이
다.

ㄴ.  ′  

ㄷ. 곡선    위의 점   에서의
접선이 원점을 지난다.

 ➀ 

 ➁ 

 ➂   
 ➃   

27. 집합     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의 개수는?   

<조건>

ㄱ. 함수 는 일대일 대응이다.
ㄴ. 집합 의 임의의 원소 에 대하여

≠이다.

 

 ➀    
 ➁   
 ➂     
 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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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함수   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

른 것은?

 

 ➀  ㄱ       

 ➁  ㄱ, ㄴ         

 ➂  ㄴ, ㄷ    

 ➃  ㄱ, ㄴ, ㄷ

29. 수열      ⋯ 의 번째 항은?  

 ➀        
 ➁        
 ➂     
 ➃     
  

30. 함수   가   에

서 극댓값 을 갖고   에서 극솟값 

을 갖는다.   일 때, 상수 

 의 값은? 

 ➀   
 ➁   
 ➂   
 ➃   

<보기>

ㄱ. lim
 → 

  lim
 → 

   

ㄴ. lim
 → 



 lim

 → 


ㄷ. 함수 는 구간  에서 연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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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어느 모집단의 확률변수  가 정규분포 

N  을 따른다고 한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인 표본을 임의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라 하자.

    P≤≤ 일 때,

    P≥의 값은? (단, 는 상수이며, 

다음의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계산한

다.) 

     

 P ≤ ≤ 

















 ➀       
 ➁   
 ➂      
 ➃     

32. 어느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서로 한 번씩 

악수를 하였다. 손을 다쳐 악수를 하지 

못한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악수한 총 횟수가 번일 때, 이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의 수는?

   ➀                ➁   
   ➂                ➃    

33. 이차함수   가 모든 실수 

에 대하여 











  

을 만족시킨다. 곡선   와 축 및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 곡선 

  와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

이를 라 하자.   일 때, 의 

값은? (단,    ,    )

  ➀  

         

  ➁  

  

  ➂  

        

  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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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함수 의 도함수  ′는  ′  

이고   이다. 함수 의 역함

수를 라 할 때, 두 곡선   , 

  와 직선    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➀  


 ➁  


 ➂  



 ➃  


35. 확률변수 는 정규분포 N , 

확률변수 는 정규분포 N 을 

따르고, 확률변수 와 의 확률밀도 

함수는 각각 , 이다. 

  , P≥   를 

만족시킬 때, P≥ 의 값은? (단, 

다음의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P ≤ ≤ 

















 ➀       
 ➁   
 ➂      
 ➃     

36. 그림과 같이 한 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 , Q의 시각  에서의 위치를 각각   

P , Q 라 할 때, P      , 

Q      이다. 점 P는 시각   

  에서 운동방향이 바뀌고, 이때의 

점 P의 가속도와 점 Q의 속도가 모두 

일 때, 점 Q의 시각   에서의 위치는? 

(단,  , 는 상수이다.)

 ➀        
 ➁  
 ➂    
 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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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부터 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장의 카드가 있다. 이 중에서 임의로 

택한 장의 카드에 적혀 있는 수가 과 

서로소일 때, 이 수가 의 배수일 확률은? 

 ➀  

 

 ➁  


 

 ➂  


 

 ➃  

 

38. 함수   lim
 →∞





가 

  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 

에 대하여 의 값은?  

 ➀   
 ➁   
 ➂   
 ➃   

39. 서로 다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나

온 눈의 수의 차이가 보다 작으면 한 개

의 동전을 번 던지고, 그렇지 않으면 한 

개의 동전을 번 던지기로 하였다. 이 시

행에서 동전의 앞면이 나온 횟수와 뒷면이 

나온 횟수가 같을 확률은? 

 ➀  


 

 ➁  

 

 ➂  


 ➃  

 

40. 보다 큰 세 양수  ,  , 가 등식 

log   log    log  을 만족시킬 때, 

log 
 의 값은? 

 

 ➀       
 ➁       
 ➂      
 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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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5월) 

41. 다음 대화에서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A: Emily, I need your help. I think I’ve lost

my watch.

B: Really? Why don’t you try to remember

where you went today.

A: Hmm... I know I had it with me in the

cafeteria. Then I went directly up to my

room.

B: You mean you don’t remember where you

put the watch last?

A: No, I don’t. What can I do?

B: Just a moment. You know this building

has a Lost and Found office. .

A: Oh, my goodness. I didn’t think of that.

I’d better hurry. Thanks.

➀ If I were you, I would do so
➁ You’d better go there and check
➂ Thank you for your advice
➃ I couldn’t agree with you more

       

4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Oxford dictionary defines accounting

(noun) as ‘the process or work of keeping

financial accounts’ while an accountant (noun)

is ‘a person whose job is to keep or inspect

financial accounts’. However, this definition is

overly simplistic. For a long time, accounting

was considered a process of collecting,

analysing and communicating financial

information to allow users to make

better-informed decisions. This work remains

at the forefront of the role but more recently

accountants have been asked to expand their

remit into new areas. For example,

accountants are now deeply involved in the

preparation of non-financial information,

includ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ing. The image of the boring,

conservative, grey-suited person is outdated.

The job has changed. Accountants now need

to be communicators as well as doers. They

need to be client facing rather than just hit

buttons on a calculator. There is a new breed

of accountant and whether you believe this is

a change for the better or worse, it seems to

be a change that is here to stay.
*remit 소관(所管), 책임 사항

➀ 옥스퍼드 영어사전의 한계

➁ 사전적 정의의 변천과정

➂ 회계사 역할의 확장

➃ 새로운 클라이언트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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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precision of the lines on the map, the

consistency with which symbols are used, the

grid and/or projection system, the apparent

certainty with which place names are written

and placed, and the legend and scale

information all give the map an aura of

scientific accuracy and objectivity. Although

subjective interpretation goes into the

construction of these cartographic elements, the

finished map appears to express an

authoritative truth about the world, separate

from any interests and influences. The very

trust that this apparent objectivity inspires is

what makes maps such powerful carriers of

. However unnoticeably, maps do

indeed reflect the world views of either their

makers or, more probably, the supporters of

their makers, in addition to the political and

social conditions under which they were made.

Some of the messages that maps can convey

include: This land is and has long been ours;

here is the center of the universe; if we do not

claim this land, the enemies you most fear

will.

*aura 기운, 분위기 **cartographic 지도 제작(법)의 

 ➀ ideology
 ➁ geography
 ➂ authenticity
 ➃ impartiality

44.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How frequently do people gauge themselves

against others? This probably happens far

more often than we like to admit, and

probably forms a more important part of our

lives than most people are ready to

acknowledge at a conscious level. Consider

buying a luxury vehicle. Although almost

everyone would like to believe that they

would make such a purchase for reasons of

self-gratification, it is probably true that the

purchase of such an outwardly visible

manifestation of personal success

. In other words, half the

point of buying such a vehicle is to let other

people know you own it, and to be seen

driving it. The buyer wants his neighbors to

see his car. He’ll park it in the driveway just

to put it on display. He wants his friends and

coworkers to be aware of his ability to buy

such a vehicle.

 

 ➀ mostly originates from the lack you

experience in the childhood

➁ has nothing to do with the so-called
conspicuous consumption

➂ is overwhelmingly motivated by
competitive reasons

➃ only concerns whether you can afford it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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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A), (B)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Since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humans

have tried to find ways to live peacefully and

prosperously with one another in the (A)

absence / presence of a common notion of the

good. This effort has been identified with

liberalism, which has emphasized toleration,

individual choice, and maximizing general

utility through market mechanisms and

government constraints. To this end,

liberalism has treated all goods as effectively

equal, interpreting them as merely the

subjective preferences of individuals. This

move (B) curtails / entails recognizing and

admitting that no good is better than any

other good. My preference for justice or a

moral life is thus essentially no different from

my preference for an apple. Thus no good

(thing, process, activity, way of life, etc.) in

itself is special, sacred, or necessary. In

principle, then, there can be no rational (as

opposed to affective) ground for preferring

one good over another.

   

(A) (B)

➀ absence …… curtails

➁ absence …… entails

➂ presence …… curtails

➃ presence …… entails

46.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Altruism―unselfish concern for the welfare

of others―➀ presents sociobiology and

evolutionary theory in general with a very

real difficulty. For writers like Edward

Wilson, the behaviour patterns of species and

individuals are totally susceptible to biological

explanation; some creatures are altruistic

because they are driven by their genes to ➁ 
sacrifice themselves for the well-being of

others. For example, a small bird will give a

warning cry when a predator approaches, and

so risk its life to ➂ safeguard its fellows.

The difficulty is that, in Wilson’s words,

‘fallen heroes do not have children.’ If

altruism is rooted in genes, the individuals

with those genes would disappear (the

altruists would all be killed), and only those

possessing selfish genes would ➃ perish.
However, altruism continues to exist: how can

evolutionary theory explain this? Wilson

suggests that continued altruism is due to the

evolutionary motivation of genes to defend

and protect the species gene pool.

*susceptible to ~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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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A), (B)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For nearly two centuries, people in the

United States have plowed or paved over the

nation’s swamps and marshes. Rich wetland

soils make highly productive farmlands, and

sites near large rivers or the coast are

desirable locations for development. These

mysterious ecosystems are also home to

creatures (A) where / which many people

think of as undesirable, such as crocodiles

and mosquitoes, which provides another

reason to eliminate them. California has lost

over 90% of its wetlands. Now, nearly

two-thirds of the state’s native fish are

extinct, endangered, threatened, or in decline.

Forested riparian wetlands near the

Mississippi River once had the capacity to

store about 60 days of river discharge but

now can store only about 12 days.

Researchers say that the flooding of the Gulf

of Mexico coast from Hurricane Katrina in

2005 would have been much less extensive

(B) had / has the region not lost so much of

its wetlands in the past century. Without

wetlands, pollutants make their way more

readily to streams, lakes, and the oceans.
*swamp 늪 **marsh 습지 

***riparian 강가의, 강가에 사는 

(A) (B)

➀ where …… had

➁ where …… has

➂ which …… had

➃ which …… has

48.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All parents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information about the Westfield High School

Wildfire Action Plan ➀ sent home with

students at the start of the year. It is vital

that all students and staff know what to do

➁ should we face a wildfire. The seriousness
of this plan has been carefully explained to all

students. The weather conditions for the start

of this year have been quite mild, but the

risk of fire has still been extreme, making it

➂ critical that all students and staff know
what to do. The whole school rehearsed our

evacuation to the Edenville Sports Centre, the

designated “wildfire refuge” in a wildfire

situation, and emergency lockdown procedures

during the first week of school. The students

were ➃ impressed with a mature and serious
approach to the drills and should be praised

for this.

*lockdown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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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Green marketing is a phenomenon that has

its origin in the 1980s, a time wh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s and the buzz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consumerism gained popularity. ( ➀ )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of green marketing is

the need to address environmental issues

while at the same time satisfying core

customer needs. ( ➁ ) This is one of the
challenges “green” ad campaigns have to face

―convincing consumers that environmental

products do not perform lower than regular

products. ( ➂ ) For example, energy-saving

light bulbs last longer, offer better

convenience (they do not have to be replaced

as often as regular bulbs), and reduce energy

expenses. ( ➃ ) Convenience and fulfillment
of basic human needs are two of the most

significant reasons why consumers buy green

products―not necessarily for environmental

reasons but for better value (safety, money).

*buzzword 유행어

            

 

50. 다음 대화에서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A: What a relief! I just finished the story I

was working on for our creative writing

course.

B: I haven’t finished mine yet. I had trouble

getting past the beginning.

A: How come?

B: Well, I thought I enjoyed writing a story,

but after the first few pages, I kind of got

stuck. So it took me hours to write some

sentences.

A: Well, the same thing happened to me. I

thought it meant I lacked creative ideas.

B: How could you break the deadlock?

A: Actually Professor Williams gave me some

tips about how to keep from getting

stalled in my writing. First of all, she said

that I should just write anything that

comes in to my head.

B:

A: Well, even if it is not related, just write.

It is sort of a warm-up exercises. Anyway,

her advice seemed to have worked for me.

➀ You should have listened to her!
➁ What if it doesn’t make sense?
➂ I’ve got it done in 5 minutes.
➃ I’m terribly disappointed at you!

        

Rather, they often―with regard to

specific features―perform bet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