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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지금부터 ‘○○시 신규 택지 개발 

계획의 합리적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생태계 보

존과 관련하여 개발 계획을 조정하겠다고 합

니다. 택지 개발의 취지와 관련하여 ○○시

청 담당 공무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담당 공무원: ㉡최근 우리 시 주변에 대규모 

산업 단지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 개발 사업비가 총 1조 원에 달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사회자: 그럼 어느 정도 규모로 언제쯤 개발

할 예정인지 건설사 측에서 설명해 주시지요. 

건설사 대표: ㉢개발 계획에 따르면 가장 먼

저 개발될 예정인 곳은 3지구인데, 그 이유

는 이곳이 법원과 검찰청 등 공공 기관이 

이전할 예정지이기 때문입니다. 3지구에는 

3천억 원이 투자되어 내년 말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회자: 택지 개발이 주택난 해소와 지역 경

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시민

들의 걱정과 불안도 많습니다. 시민들의 의

견을 직접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중1: ㉣택지 개발도 좋지만 3지구에는 생태계 

보존 가치가 있는 습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

역 주민들은 습지 보존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

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자: 이와 관련해서는 건설사 측의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건설사 대표: 습지 주변을 생태 공원으로 정

비하고 그 안에 생태 문화관을 지어 ○○시

에 기부하겠습니다. 

국     어

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 토의 주제를 소개하며 토의 결과가 어떻

게 활용될지 밝히고 있다. 

➁ ㉡: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택지 

개발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➂ ㉢: 개발 예정지와 선정 이유, 투자 규모 등을 

제시하고 있다.   

➃ ㉣: 지역 공동체가 우려하고 있는 사안을 제

시하며 반대하고 있다.

2. 다음의 조건으로 글을 쓰려 한다. ㉠~㉣의 

활용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건1>

●  글의 주장: 자전거 안전 운전의 필요성

●  활용 매체: 학교 신문

●  예상 독자: 같은 학교 학생

<조건2>

먼저 ㉠자전거 사고의 위험성을 부각시키

고, ㉡청소년과 어린이의 사고율이 높은 사

실로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제대로 이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을 

알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➀ ㉠: 자전거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자전거 관

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 

➁ ㉡: 자전거 사고 중 청소년의 사고율이 성인

의 사고율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연구 자료

➂ ㉢: 자전거 안전 수칙을 따르는 사람보다 따

르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설문 자료

➃ ㉣: 자전거 안전모만 써도 사고 시 머리 손상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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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지성은 곤충학자 훨러가 개체로는 보

잘 것 없는 개미가 공동체 협업으로 커다란 

개미집을 만드는 장면을 관찰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개미뿐만 아니라 인간에서도 이러한 

집단 지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 공간 속

에서 사람들이 생각을 나누고 결과물을 공유

하는 것은 집단 지성이 ㉡구비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예전에는 백과사전을 만드는 데 참

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몇 전문가들로 제한

되었고, ㉢한 번 수록된 항목이나 내용을 수

정하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백과사전을 만드는 데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정 또한 실시간

으로 가능하다. 이렇듯 온라인 백과사전은 집

단 지성의 협업과 참여로 만들어진다.

우리말에서 높임 표현은 화자가 자기와 대

상 사이 혹은 주체와 대상 사이의 관계에 따

라 표현하는 것이 보통이다. 곧 원칙적으로 주

체가 자기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주체 높임을 

쓰고 객체가 자기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객체 높임을 쓰며 청자가 자기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상대 높임의 높은 등급을 쓴다.

부사는 꾸며 주는 대상이 매우 다양하다.   

㉠용언을 꾸며 주기도 하고 ㉡관형사나 다른 부

사를 꾸며 주기도 하고 ㉢문장이나 절을 꾸며 

주기도 한다. 그리고 ㉣체언을 꾸밀 수도 있다.

㉠ 그가 걷는 것이 이상하다.

㉡ 철수는 영희보다 야구를 좋아한다.

㉢ 우리 반 학생들이 다 오지는 않았다.

㉣ 나는 철수와 영희를 학교에서 만났다. 

㉤ 어머니께서 아이를 차에 타게 하셨다.

3. ㉠～㉣의 고쳐 쓰기가 가장 적절한 것은?

➀ ㉠: 과정이 필요하다    

➁ ㉡: 표기되는

➂ ㉢: 한번               

➃ ㉣: 그래서

4. ㉠~㉣의 용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 저 아이의 꽃이 매우 곱다.

➁ ㉡: 철수는 아주 헌 가방을 메고 있다.

➂ ㉢: 엄청 빨리 가는 거북이도 토끼보다는 느리다.

➃ ㉣: 그들은 많은 과일 중에 겨우 하나만 골랐다.

5. ㉠~㉢의 용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➀ ㉠: 그 분은 머리가 하얗게 세셨다.

➁ ㉡: 선생님, 다음에 또 들리겠습니다.

➂ ㉡: 아버지께서 철수에게 용돈을 주셨습니다.

➃ ㉢: 손님, 주문하신 상품은 품절이십니다.

6. 중의성이 없는 문장으로 묶인 것은?

➀ ㉠, ㉤ ➁ ㉡, ㉣

➂ ㉢, ㉣ 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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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이해가 향상된다는 것은 언제나 우

리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이미 막대한 양의 정보를 가

지고 있고, 많은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만들어 낸다. 중요한 것

은 이러한 정보들 중에서 무엇이 주목할 만

한 가치가 있고 무엇이 무시할 만한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의 경우에 어떤 

것을 주목하고 어떤 것은 무시하는지를 의식

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익숙한 기준과 범주

를 자연스럽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식료품

점에서 설탕을 볼 때 우리는 그것에 ‘음식을 

달콤하게 해 주는 것’이라는 기준이나 범주

를 별다른 의식 없이 적용한다. 그렇지만 익

숙한 범주들을 이처럼 의식 없이 적용할 때 

이해가 항상 만족스럽지는 않으며, 때로 그

것은 진부하고 무익해 보이기도 한다. 

우리의 이해는 종종 재편성(realignment), 

즉 기존의 범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

것의 대안을 개발하고 향유할 때 향상된다. 

이러한 재편성은 새로이 경계선을 긋거나 기

존의 선을 지우거나 재배치하는 것 등을 통

해서 이루어진다. 첫째, 고래를 물고기가 아

니라 포유류로 분류함으로써 우리의 이해가 

향상되는 것처럼, 원래 같은 종류라고 여겼

던 것이 다른 종류에 속한다고 인식하는 경

우이다. 이는 새로이 경계선을 긋는 것이다. 

동일한 것이라 여겼던 권태와 단조로움 사이

에 선을 그어 이들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알

게 되거나, 뇌막염을 바이러스성 뇌막염과 

박테리아성 뇌막염으로 구분하여 이들 사이

에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이다. 둘째,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서 공통

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의 증상을 파악함으로

써 의학이 발전하는 것처럼 서로 무관한 것

이라 여겼던 것들이 관련 있는 것으로 인식

되는 경우이다. 이는 기존의 선을 지우는 것

이다. 나비류 연구가들이 겉으로 보이는 애

벌레와 나비의 명백한 차이들을 무시하고 이

들을 같은 종류로 봄으로써 관련 학문의 진

보를 가져온 경우이다. 셋째,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오래된 자료들로부터 새로운 것을 보

는 경우이다. 이는 정보들의 재배치를 의미

하는데, 통계학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것들을 새롭게 추출하면서 사회학 발전

을 가져오는 경우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7~8)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➀ 다양한 예를 제시하며 주요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➁ 특정 연구자의 개념을 인용하며 내용을 전개

하고 있다.

➂ 상반된 견해를 절충하여 하나의 이론을 제시

하고 있다.

➃ 개념의 차이를 통시적으로 서술하며 주장을 강

조하고 있다.

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인간은 별 다른 의식 없이 기존의 범주와 기

준을 적용한다.     

➁ 고래를 물고기로 분류하는 것은 기존의 분류 

체계를 따른 것이다.

➂ 기존의 기준이나 범주에 새로이 경계선을 그은 

예로 권태와 단조로움의 구분을 들 수 있다.   

➃ 같은 종류라고 여겼던 것을 다른 종류에 속

한다고 인식한 예로 애벌레와 나비의 구분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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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호에 기약을 두고 십 년을 분주하니

     그 모른 ㉠백구(白鷗)는 더디 온다 하려니와

     ㉡성은(聖恩)이 지중(至重)하시매 갚고 

가려 하노라.    

- 정구     

(나) ㉢강산 죠흔 경(景)을 힘센 이 다툴 양이면

     내 힘과 내 분으로 어이하여 얻을쏘냐

     진실로 금할 이 없으니 나도 두고 노니노라.  

     

- 김천택

(다) 귀거래(歸去來)* 귀거래하되 말뿐이오 

가는 이 없어

     전원이 장무(將蕪)*하니 아니 가고 엇

지 할고

     초당에 ㉣청풍명월이 나명 들명 기다리

나니  

- 이현보 

*귀거래: 중국 진(晉)나라 도연명의 ‘귀거래사’에 나오

는 말로,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감을 뜻함.

*장무: 바야흐로 거칠어져 감.

지금 어드메쯤

㉠아침을 몰고 오는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이 의자를 비워 드리지요

지금 어드메쯤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이 의자를 비워 드리겠어요

먼 옛날 ㉣어느 분이 

내게 물려주듯이

지금 어드메쯤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이 의자를 비워 드리겠습니다

- 조병화,「의자7」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9～10)

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➀ 시구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➁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여 주제를 구체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➂ 음절수를 제한하여 형태적인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다.  

➃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1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 새로운 시대와 사회를 나타내는 시간  

개념이다. 

➁ ㉡: 시간 의식을 공간적 개념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이다. 

➂ ㉢: ‘그분’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시어이다.  

➃ ㉣: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극복한 초월적  

존재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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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줄거리] 상제의 시녀가 득죄하고 인간

에 내려와 시랑과 부인의 여아로 탄생하니 성

은 홍이요 이름을 계월이라. 도사를 청하여 여

아의 상을 보니 오 세에 부모와 이별하고 십팔 

세에 부모를 다시 만나 공후작록(公侯爵祿)을 

올릴 것이요 명망이 천하에 가득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계월을 남복(男服)을 입혀 초당에 

두었다. 계월이 다섯 살 때 난리 속에 부모와 

헤어지고 강에 던져진다. 여공이 계월을 구하

여 아들 보국과 형제처럼 키웠다. 계월은 이름

을 평국이라 고친 후 장원 급제하고 원수가 되

어, 중군장이 된 보국과 함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다. 이후 여자임이 밝혀졌으나 천자는 너

그럽게 용서하고 계월의 벼슬을 그대로 둔 채 

보국과 결혼하게 한다. 결혼한 계월은 보국과 

갈등을 겪는데 오왕 초왕이 반란하여 쳐들어오

자 다시 천자의 명을 받는다.

이때 평국이 규중에 홀로 있어 매일 시비를 

데리고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더니 사람

이 나와 명초하시는 영(令)을 전하거늘, 평국

이 놀라 급히 여복을  벗고 조복으로 사관을 

따라 탑하에 엎드리니 천자 기뻐하사 이르기

를,

“경이 규중에 처한 후로 오래 보지 못하여 

밤낮으로 사모하더니 이제 경을 보매 기쁘기 

측량없거니와 짐이 덕이 없어 지금 오, 초 

양왕(兩王)이 반하여 남관을 넘어 황성을 범

하고자 한다 하니 경은 자당(自當) 처사(處

事)하와 사직(社稷)을 안보하게 하라.”
하신대 평국이 부복(俯伏)하여 아뢰기를,

“신첩 외람하와 폐하를 속이옵고 공후 작록

이 높아 영화로 지내옵기 황공하오되 죄를 사

하옵시고 이대도록 사랑하시오니 신첩이 비록 

우매하오나 힘을 다하여 폐하의 성은을 만분

지일이나 갚고자 하오니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대, 천자 크게 기뻐하사 천병만마를 즉

시 조발(調發)*하여 상림원에 진을 치고 원

수 친히 붓을 잡아 보국에게 전령하되, ‘지금 

적병이 급하매 중군은 바삐 대령하여 군령을 

어기지 말라.’하였거늘, 보국이 군령을 보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부모께 여쭈오되,

“계월이 또 소자를 중군으로 부리려고 하

오니, 이런 일이 어디 있사오리까?”
하니 여공이 말하기를,

1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➀ (가)와 (나)는 금의환향에 대한 욕망을 표출하고 

있다. 

➁ (가)와 (다)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친근감을 

나타내고 있다. 

➂ (나)는 자연에 몰입하여 물아일체의 경지를 

노래하고 있다. 

➃ (다)는 끝까지 절개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12. ㉠~㉣에서 함축적 의미가 가장 다른 것은?

➀ ㉠ ➁ ㉡
➂ ㉢ ➃ ㉣

13. (가)~(다)의 작가들이 대화를 한다고 가정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정구: 경치가 좋은 자연에서 한가로이 지내시는 

김 선생님이 부럽습니다.

➁ 김천택: 그러니 어서 청풍명월과 백구가   

기다리는 전원으로 오셔서 함께 즐깁시다.

➂ 이현보: 예로부터 ‘귀거래’는 말로만 그러는  

것이지 저는 아직 여기서 할 일이 많답니다.

➃ 정구: 저 역시 아직 성은을 다 갚지 못했으니 

조금만 더 나라에 봉사하고 가겠습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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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일에 너더러 무엇이라 이르더냐. 계

월을 괄시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니 어찌 그

르다 하리오. 국사(國事) 지중(至重)하니 무

가내하(無可奈何)*라.”
하고 바삐 감을 재촉하니 보국이 하릴없어 

갑주를 갖추고 진문(陣門)에 나아가 원수 앞

에 엎드리니, 원수 분부하기를,

“만일 영을 거역하는 자면 군법을 시행하리라.”
하니, 보국이 황겁하여 중군 처소로 돌아

와 영 내리기를 기다리는지라. 원수 제장의 

소임을 각각 정하고 추구월 갑자일에 행군하

여 십일월 초일일에 남관에 당도하여 삼 일 

유진(留陣)하고 즉시 오 일 만에 천축산을 

지나 연경루에 다다르니, 적병이 평원광야에 

진을 쳤는데 굳기가 철통같은지라 원수 적진

을 대하여 진을 치고 하령(下令)하기를,

“장령(將令)을 어기는 자면 세워 두고 베리라.”
호령이 추상(秋霜)같거늘 제장 군졸이 황겁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보국도 조심이 무궁하더라.

이튿날, 원수 중군에게 분부하되,

“수일은 중군이 나가 싸워라.”
하니, 중군이 청령(聽令)하고 말에 올라 

삼척장검을 들고 적진에 외치기를,

“나는 적장 운평이 그 소리를 듣고 대로하여 

말을 몰아 싸우더니 수 합이 못하여 보국의 칼

이 빛나며 머리 말 아래에 떨어지니 적장 운경

이 운평의 죽음을 보고 분노하여 말을 몰아 달

려들거늘, 보국이 승기 등등하여 장검을 높이 

들고 서로 싸우더니 수 합이 못하여 보국이 칼

을 날려 운경의 머리를 베어 들고 본진으로 돌

아오던 중, 적장 구덕지 대로하여 장검을 높이 

들고 말을 몰아 크게 고함하며 달려올새, 난데

없는 적병이 또 사방으로 달려들거늘, ㉠보국

이 황겁하여 피하고자 하더니 경각(頃刻)에 적

장이 함성을 지르고 보국을 천여 겹 에워싸는

지라 사세 위급하매 보국이 앙천 탄식(仰天歎

息)하더니, 이때 원수 장대에서 북을 치다가 보

국의 급함을 보고 급히 말을 몰아 장검을 높이 

들고 좌충우돌하며 적진을 헤치고 구덕지 머리

를 베고 보국을 구하여 몸을 날려 적진을 충돌

할새, 동에 번듯 서장을 베고 남에 번듯 북장을 

베고 좌충우돌하여 적장 오십여 원을 한칼로 소

멸하고 본진으로 돌아올새, 보국이 원수 보기를 

부끄러워하거늘, 원수 보국을 꾸짖어,

“저러하고 평일에 남자라 칭하고 나를 업

수이 여기더니, 언제도 그리할까.”
하며 무수히 조롱하더라.

                                          

        - 작자 미상,「홍계월전」

*조발: 군사로 쓸 사람을 강제로 뽑아 모음.

*무가내하: 달리 어찌할 수 없음.

윤직원 영감은 채듯 전보를 받아 쓰윽 들

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 보고, 윤주사네 서사 민서

방이 번역한 그대로지요.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피검……이라

14.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평국과 보국은 부부의 연을 맺는다.

➁ 평국은 여장 남자임이 밝혀진 후에도 나라가 

위태로울 때 전장에 나간다. 

➂ 보국은 계월이 자기를 중군으로 부르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부모에게 하소연한다. 

➃ 보국은 용감하게 적장의 목을 베어 돌아온 후 

계월이 여장 남자임을 조롱한다.

15. ㉠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것은?

➀ 권토중래(捲土重來)

➁ 사면초가(四面楚歌)

➂ 각주구검(刻舟求劍)

➃ 와신상담(臥薪嘗膽)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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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잽혔다

는 뜻일 테지요!”

“사상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예를…….”

“으엉?”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

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윤

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

맞은 것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 있는 

땅이 지함을 해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

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종학

이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윤직원 영감은 시방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의 드

세던 부랑당패가 백길 천길로 침노하는 그것

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 중략 -

윤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

방울 배어 오릅니다.

“……그런 쳐죽일 놈이, 깎어 죽여두 아깝잖

을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허라닝개루, 생판 사

회주의허다가 뎁다 경찰서에 잽혀? 으응……? 

오―사 육시를 헐 놈이, 그놈이 그게 어디 당헌 

것이라구 지가 사회주의를 히여? 부자놈의 자

식이 무엇이 대껴서 부랑당패에 들어?”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

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직원 영

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은 물을 친 듯

이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오죽이나…….”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걷은 주먹으로 방

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너냐아? 부랑당 같은 수령(守

令)들이 있더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

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넌 

다 지내가고오…… 자 부아라, 거리거리 순

사요, 골골마다 공명헌 정사(政事),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남은 수십만 명 동병(動

兵)을 히여서, 우리 조선놈 보호히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으응……? 제 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허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허는 것이여, 태평천하……! 그

런디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

이, 더군다나 왜 지가 떵떵거리구 편안허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쳐 놀 부랑

당패에 참섭을 헌담 말이여, 으응?”

- 채만식,「태평천하」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요약적인 진술을 통해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➁ 판소리 사설투를 사용하여 해학성을 높이고 있다.

➂ 서술자가 인물들의 행동과 심리를 파악하고 있다.

➃ 생동감 있는 언어의 사용으로 인물의 개성을 

살리고 있다.

17. 윗글에 나타난 윤직원의 처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➀ 빛 좋은 개살구

➁ 가재는 게 편이다.

➂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➃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

18.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➀ 종학은 재산보다 권력에 관심이 많은 인물이야.

➁ 윤직원은 서양 문명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고 있어.

➂ ‘태평천하’에서는 윤직원의 왜곡된 역사관이 

드러나고 있어.

➃ 윤직원은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의 이익을 우

선시하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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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

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

는 수많은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지금쯤 서울 거리의 자동차 속에 앉아 

있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딴섬에 

갇혀 목말라 하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

했습니다.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당신

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 버

렸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합니

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카시아와 활엽수의 침습(侵襲)이라니 놀

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척박한 땅을 겨우 

겨우 가꾸어 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수들이 

쳐들어와 소나무를 몰아내고 만다는 것입니

다. 무한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뻗어오지 않

는 곳이 없습니다. 

나는 마치 꾸중 듣고 집나오는 아이처럼 

산을 나왔습니다. 솔방울 한 개를 주워들고 

내려오면서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

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

했다는 신화를 생각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무

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무수한 솔방울들의 끈질긴 저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 신영복,「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9~20) 1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당신’에게 쓰는 서간체 형식을 활용하고 있다.

➁ 직접적인 대화를 통하여 인식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➂ 경어체를 사용하여 작가와 독자의 거리를 좁

히고 있다.

➃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전

달하고 있다.

20. ㉠~㉣ 중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은?

➀ ㉠

➁ ㉡

➂ ㉢

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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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학

21. 세 수     ,   
 ,   


의 

대소 관계로 옳은 것은?

 ➀    
 ➁    
 ➂     
 ➃    

22. 이차정사각행렬 의  성분 와 

이차정사각행렬 의  성분 을 각각 

     ,              

    라 할 때, 행렬 의 모든 성분의 합은?

 ➀  

 ➁   

 ➂   

 ➃   

23. 다음 그래프의 각 꼭짓점 사이의 연결 관계

를 나타내는 행렬의 성분 중 의 개수는? 

 

 

 ➀ 
 ➁ 
 ➂ 

 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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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열 이 lim
→∞

    


을 만족

시킬 때, lim
→∞

  의 값은?

 ➀   
 ➁  
 ➂  
 ➃ 

 

25. 등차수열 에 대하여   일 때, 

    첫째항부터 제 항까지의 합은?

 ➀  
 ➁  
 ➂ 
 ➃ 

26. 함수  









     

    ≤ ≤ 

  
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lim
→

    의 값은?

 ➀  
 ➁  
 ➂   
 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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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두 행렬     
 

,      
  

에 대하여    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의 값의 합은? (단, 는 단위행렬

이다.)

 ➀  

 ➁  

 ➂  

 ➃ 

28. 곡선     과 직선     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➀ 

 

 ➁ 

 

 ➂ 

  

 ➃ 

 

29. 정십오각형의 중심에 핀을 꽂아 중심을 축

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회전판을 만들었다. 

그림과 같이 중심에서 정십오각형의 한 변

의 양 끝을 이어 만들어지는 삼각형 한 개

에만 색칠을 했다. 회전판을 돌리면서 화살

을 한 번 쏠 때, 색칠된 부분에 화살이   

맞을 확률은? (단, 화살을 한 번 쏠 때   

회전판에 맞을 확률은 


이다.)

 ➀ 



 ➁ 



 ➂ 


 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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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수열 이    ,   

  


     ⋯을 만족시킬 때, 


의 

값은?

 ➀ 
 ➁ 
 ➂ 
 ➃ 

31. 확률변수 는           

을 만족한다.       일 때, 

   의 값은? (단,      )

 ➀ 

 

 ➁ 

 

 ➂ 

  

 ➃ 

 

32. 직선   과 두 곡선   log


, 

  log이 만나는 점을 각각 Pn ,Qn이라 

하자.  
PQ일 때, lim

→∞



의 

값은?

➀ 


➁ 
➂ 



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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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함수     에 대하여, <보기>

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는 모든 실수 에서 연속이다.

ㄴ. 는 모든 실수 에서 미분가능하다.

ㄷ. 는   에서 극소이다.

                                     

 ➀ ㄱ   

 ➁ ㄴ       

 ➂ ㄱ, ㄴ         

 ➃ ㄱ, ㄷ

34. 함수   의 그래프가 축

과 접하도록 하는 모든 상수 값의 합은?

 ➀ 
 ➁ 
 ➂  
 ➃ 

35.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lim
→∞

  

 
의 가능한 모든   

함수 값의 합은?

 ➀    

 ➁ 


 

 ➂   

 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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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방정식  
  


의 모든 실근의 곱은? 

 ➀ 
 ➁   
 ➂   

 ➃    

37. 어느 축구공 공장에서 만든 축구공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g , 표준편차가 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축구공 공장

에서 만든 축구공 중에서 임의 추출한  

공 개의 무게의 표본평균이 g  이상

일 확률을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 ≤ 
 
 
 
 

 ➀   

 ➁   

 ➂   

 ➃ 

38. lim
→∞



    ⋯  

의 값은?

 ➀ 


 ➁ 


 ➂ 



 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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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어느 주식의 가격은 매일 의 확률로 단위 

상승하거나   의 확률로 단위 하락하

고, 이 주식의 가격변화는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하자. 일 후 이 주식의 가격이 단위 

상승했다고 할 때, 첫째 날 가격이 상승했

을 확률은?

                                     

 ➀ 

 

 ➁ 


 

 ➂ 


 ➃ 

 

40. 자연수 과 행렬    
 

에 대하여 

   ⋯     

 
이라 할 때, 

lim
→∞



 
의 값은?

                                     

 ➀ 
 ➁ 
 ➂ 

 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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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41. 다음 대화에서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A: Can I see that skirt over there?

B: Sure.

A: What does the tag on it say?

B: Let me see... It says that the skirt is

a fair-trade product.

A: Oh, I see. I’ll take it. How much is it?

B: It costs $70.

A: I think that’s a little expensive.

B: Sorry, but we go strictly by the marked

price.

 ➀ Can you show me another one a little
cheeper than that?

 ➁ Can you tell me your refund policy?
 ➂ You’ll look gorgeous in it.
 ➃ I’m wondering if you can give me
a discount.

4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Diet has been known for many years to

play a key role as a risk factor for chronic

diseases. What is apparent at the global level

is that great changes have swept the entire

world since the second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inducing major modifications in diet,

first in industrial regions and more recently in

developing countries. Traditional, largely

plant-based diets have been swiftly replaced

by high-fat, energy-dense diets with a

substantial content of animal-based foods. But

diet, while critical to prevention, is just one

risk factor. Physical inactivity, now recognized

as an increasingly important determining

factor of health, is the result of a progressive

shift of lifestyle towards more sedentary

patterns, in developing countries as much as

in industrialized ones.

*sedentary 주로 앉아서 하는

➀ 식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➁ 경제 발전과 식습관의 변화

➂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➃ 생활패턴의 변화가 가져온 채식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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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 propose that the reason people enjoy the

book version of a story more than the film

version is that each reader creates the details

in his or her favorite scenes. The characters

─the way they look, talk, dress─and

everything else in the story are guided by the

writer but are constructed by the reader

according to his or her individual tastes. Here,

in effect, the reader also becomes the director

and the producer and fixes everything to his

or her liking. When a director converts the

story into a film, however, all these rights are

taken from the reader, and everything is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taste of people

other than the reader. The more these details

are solidified in a certain way, the more the

artist invades the audience’s domain, and

_______________ to what is presented to them

by others.

*solidify 굳히다

➀ modifies the director’s power of expression

 ➁ expands the reader’s interpretation
 ➂ reduces the director’s own judgement
➃ confines the reader’s imagination

      

4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There is evidence that groups with an even

number of members differ from groups with

an odd number of members. The former

disagree more than the latter and suffer more

deadlocks as a result. Groups with an even

number of members may split into two

halves. ➀ In such groups, it is harder for
everyone to take part equally in discussions.

➁ This is impossible in groups with an odd
number of members―one side always has a

numerical advantage. ➂ According to some
researchers, the number five has special

significance. Groups of this size usually

escape the problems we have just outlined. ➃ 
Moreover, they are not plagued by the

fragility and tensions found in groups of two

or three. Groups of five rate high in member

satisfaction; because of the odd number of

members, deadlocks are unlikely when

disagreements oc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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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an increasingly globalized world,

literature in translation has an especially

important role. Increasingly, writers, readers,

and publishers are turning to literature as a

bridge between cultures, particularly Western

and Arab societies. This growing interest is,

in turn, driving a boom in translation. (A) ,

not surprisingly perhaps, most translations are

from English into other languages, not from

another language, such as Arabic, into

English. Hence, the huge American market is

seen as driving the imbalance. Bookstores in

the United States, (B) , rarely stock more

than Nobel Prize winner Naguib Mahfouz’s

Cairo Trilogy, a masterful, realistic account of

life in Cairo and of a merchant family in the

mid-20th century. Western readers likely know

little of Mahfouz’s more experimental work,

his political and religious allegories, or his

historical dramas. The result is a kind of

one-way mirror between America and the

rest of the world.

*allegory 우화, 풍자

(A) (B)

➀ In addition …… likewise

➁ Similarly …… furthermore

➂ For instance …… therefore

➃ However …… for example

46. (A), (B)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Global warming has been driven by the

enormous growth in energy use which has

gone hand in hand with the rise in human

population over the last half century in

particular. Yet it is the way energy is used

that is a problem, not the sheer number of

people. In fact, quite a small proportion of

people in the developed world are (A)

accountable for / indifferent to the massive

energy consumption that has started the

global warming ball rolling. Most of the

world’s population has played very little part

as yet. So even a dramatic fall in the world’s

population would not necessarily (B)

aggravate / ease the problem of global

warming―unless the remaining few changed

their consumption patterns. And a rise in the

world population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ring further global warming.

(A) (B)

➀ accountable for …… aggravate

➁ accountable for …… ease

➂ indifferent to …… aggravate

➃ indifferent to …… 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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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A), (B)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Because people use the media out of habit

and conformity, and for the comfort of

spending time agreeably, they often come to

them for reasons that have very little to do

with their specific content. Unless the

breaking news is (A) of / to great personal

urgency, the morning paper is read in much

the same fashion regardless of what is

happening on a given day. The level of

newspaper reading is about the same in cities

whose newspapers range from poor to

excellent in quality. The car radio is tuned to

a favorite station regardless of (B) that /

what tunes are being played. A great deal of

movie-going merely provides young audiences

with an excuse for leaving the house or for

being together with someone in the dark. A

couple checks to see what’s at the movies

because they want to go out that evening, or

they might watch television at home because

it is an effortless way of spending time.

*conformity 순응

  

(A) (B)

 ➀ of …… that

 ➁ of …… what

 ➂ to …… that

 ➃ to …… what

48.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If Shakespeare hadn’t chosen writing as a

profession, he probably ➀ would have become
one of history’s greatest psychologists or

philosophers. It was his keen insight into

human behavior ➁ that made his writing so
powerful. In his famous verse he’s simply

telling us to be authentic, to be real persons

instead of the fake ones we’re so often ➂ 
tempting to be. Honesty is a choice. When

we make that choice, not in a particular set

of circumstances, but as a way of life, we

begin to understand what it means to be an

authentic person. We become ➃ what we
were meant to be. Something happens inside

of us, but we can’t explain it to anyone else.

We just feel something unbelievably good,

and we begin to respect ourselves. And

because it feels so good to be authentic, it

necessarily follows that we’ll be true to

others.

*authentic 진정한



- 20 -

49. 다음 대화에서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A: I’m thinking of taking a year off to work

before going to college.

B: Don’t do that! It’s much more difficult

to go back to school once you’ve stopped!

A: What do you mean?

B: I mean, you’ll get out of the habit

of studying.

A: But I think I need to make some money

to pay for the tuition.

B: Then work on the weekends. How about

that?

A: That might work. And during vacations,

too.

B:

A: No, I haven’t.

B: You should! With your high grades, I’m

sure you could get some!

➀ Have you not decided it yet?
➁ Haven’t you heard that I’d got the same
problem?

➂ Have you tried applying for scholarships?
➃ Haven’t you ever taken a year off?

50. 다음 대화에서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A: Congratulations, Jenny. You won the

French-speaking contest. It seems that

you have a real gift for languages.

B: Thanks. I love French, so I studied hard.

A: Then would you tell me how you

studied?

B: Sure. I would listen to French music and

watch French movies, and imitate the

pronunciation. I even memorized simple

dialogues. But when I tried to talk about

something complicated, _________________

A: Then, how did you solve that problem?

B: I asked my teacher how to improve my

vocabulary. She recommended that I read

more books such as short stories and novels

in French.

➀ I was at a loss for words.
➁ I really appreciate it.

➂ I had no trouble making myself understood.
➃ I was greatly relieved to hear 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