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글자를 가르칠 때는 맑을 청(淸) 자로 흐릴 탁(濁) 자를 깨우치게 하고, 가까울 근

(近) 자로 멀 원(遠) 자를 깨우치며, 가벼울 경(輕) 자로 무거울 중(重) 자를 깨우치

고, 얕을 천(淺) 자로 깊을 심(深) 자를 깨우친다. 이렇게 두 글자를 들어 대조해 밝

히면 두 가지의 뜻을 알게 되지만, 한 글자씩을 들어 말하면 두 글자의 뜻을 함께 모

르게 된다. 

(나) 씻어 버려야 할 불명예, 바로잡아야 할 부정, 고쳐야할 무분별한 일, 개선해야 할 

폐단과 해결해야 할 부채가 있는 이상 하루라도 지체하는 건 세상에 대한 손실이라

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의지를 실천에 옮기는 데 더 이상 머

뭇거리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무더운 7월의 어느 날, 채 동 트기도 전에 그는 로시

난테에 올라탔다. 자기 생각을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돈키호테는 조잡한 투

구를 쓰고, 싸구려 방패를 들고, 어설픈 창을 거머쥔 채 마당 뒷문을 통해 들판으로 

씩씩하게 나갔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진 게 무척이나 만

족스럽고 기뻤다. 이제 마음이 평온해지자 어느 길로 갈 것인가는 운명에 달려 있다

고 생각하여 말이 가는 곳으로 재촉했다.

(다) 새로운 논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논리를 의심하는 것에서 시작해

야 한다. 의심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문장에 의문부호를 붙이는 것이 아니다. 의심한

다는 것은 하나의 행위이며 구체적인 실천이다. 의심하는 곳까지 도달하려면 시간-

공간-상황 등에 대한 의문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하며, 실행의 효과와 가치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의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심하고

자 하는 곳까지 도달할 수 없다. 문이 열리거나 닫히려면 경첩이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고 의심을 표명하여 실천에 이르기 위해서는 몇몇 사실

들이 의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야만 한다.

(라) 핵분열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을 두고 사람들은 ‘지식인’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그들은 그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연구자’일 뿐이다. 이 ‘연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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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지식을 이용하여 탄생하게 될 핵무기의 

파괴적인 능력을 인지하고, 이 핵무기가 가져올 반인류적인 재앙에 대해 고민에 고

민을 거듭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핵무기의 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폐해에 대해 국

민 대다수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후, 어느 순간 고민하기

를 멈추고 그 위험성을 모두에게 알리는 일에 직접 동참해야만 한다. 인권이나 반

핵사상을 공고하는 선언문을 작성하여 서명을 하는 등의 직접적인 행동을 취했을 

경우에만 ‘연구자’는 비로소 ‘지식인’이 되는 것이다. 

1. (다)에 나타난 ‘의심’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나)의 ‘자신의 의지를 실천에 옮긴 

행위’를 자유롭게 논해보시오.

2. (가)의 요지를 설명하고, 여기서 유추하여 (라)의 ‘연구자’와 ‘지식인’의 차이를 말해

보시오. 

3. (라)의 ‘지식인’과 (나)의 ‘돈키호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보시오.

4. 이론과 실천의 관계에 대해 제시문 각각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시오.

 

출제 의도

- ‘의심’과 ‘실천’이라는 키워드를 각 제시문의 내용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사고력, 추론력, 

논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 각 제시문의 요지를 활용하여 ‘이론’이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의심’

이라는 것을 제시문을 통해 종합적으로 추론하여 구술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논리력, 

창의력, 응용력을 확인하고자 함

문항 해설

- 1번 문항: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에서 다루는 데카르트 사상의 

내용으로 충분한 숙고와 성찰을 통한 의심의 필요성과 이러한 의심이 실천으로 이

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에 기

술된 돈키호테의 행동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자 함

- 2번 문항: 제시문 (가)는 글자를 가르칠 때 서로 대립되는 두 개념을 짝지어 설

명해야 온전히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는 고등학교 <독

서와 문법I>에서 다루는 국어구조의 이해에 관련된 내용임. 제시문 (가)의 내용을 



제시문 (라)와 관련지어 이론과 실천의 상호 필요성을 유추해 내고, 이를 통해 

‘연구자’와 ‘지식인’의 차이를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자 함

- 3번 문항: 제시문 (라)에 기술된 ‘지식인’의 특성을 이론과 실천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논리적으로 답변해내는 능력과 이를 제시문 (나)와 관련지어 종합적인 관점

에서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4번 문항: 제시문 (나), (다), (라) 각각의 요지를 활용하여 이론이 실천으로 이어

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추론하여 구술하는 능력을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