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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선배, 축하해요. ㉠이번 ○○대학교 일

대일 모의 면접에서 큰 칭찬을 받았다면서

요? 정말 부러워요. 저한테도 비결 좀 가르

쳐 주세요. 아니다, 이 기회에 우리 동아리 

회원들이 다 모여서 선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선배: 아서라, 아서. 비결이랄 건 없어. ㉡(잠

시 생각하며) 뭐랄까, 진솔하고 담백하게 

말하면서도 자기 장점을 충분히 부각할 필

요가 있다는 정도?

후배: 음,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선배: 광고처럼 현란하게 나를 부각하기보다

는 내가 학교생활에 충실하려고 어떻게 노

력했는지 담담하게 말했던 게 주효했던 것 

같아. 예를 들어 면접관이 “2학년 때보다 1

학년 때 성적이 낮은데, 이유가 있나요?”라

고 물었는데, ㉢(겸연쩍인 미소를 지으며) 

그때 참 당황스러웠거든. 

후배: 그래서요?

선배: “1학년 때 성적이 낮은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에 충실했더니 자연스럽게 2학년 

때 성적이 오른 것입니다. 저희 학교만의 

독서 프로그램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 

후배: ㉣(고개를 끄덕이며) 1학년 때 성적이 

낮은 이후를 말하는 대신 학교생활에 충실

했기 때문에 2학년 때 성적이 올랐다고 대

답한 게 인상적이네요. 

아파트는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가 집중된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거 형태이다. ㉠따라서 우리나

라처럼 아파트를 선호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1950년대 말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아파트는 이후 ㉡50여년 만에 집에 대한 우

리의 인식과 주거 문화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

다. 프랑스의 한 지리학자는 우리나라를    

㉢‘아파트 공화국’이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국민의 70%가 아파트의 

편리함 때문에 그곳에 살고 싶어 한다는 조사 

결과를 보면 고개를 끄덕일 만하다. 결국 아

파트는 현대 한국 사회의 내부를 속속들이 들

여다볼 수 있는 일종의 ㉣망원경이다.

국     어

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➀ ㉠: 비언어적 표현을 곁들여 상대방의 호응

을 유도하고 있다.

➁ ㉡: 청유형의 제안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의

견을 말하도록 하고 있다. 

➂ ㉢: 상대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시하여 자

신의 의견에 동조하도록 하고 있다. 

➃ ㉣: 들은 내용을 자신의 말로 재진술하여 상

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2. ㉠～㉣의 고쳐쓰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 하지만           

➁ ㉡: 50여 년만에 

➂ ㉢: ‘아파트 공화국’이라 부른다 

➃ ㉣: 내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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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오나라의 왕 합려는 월나라와의 전

쟁에서 패한 뒤 아들 부차에게 원수를 갚아 

달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 이후 ㉡부차는 

가시가 돋친 섶나무를 깔아 놓고 자면서 충신 

오자서와 함께 복수의 칼을 갈았다. 마침내 2

년 후 월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겨 월나라의 왕 

구천을 사로잡게 되었다. ㉢구천은 부차에게 

뇌물 공세를 펴며 월나라와 화친을 맺으면 신

하의 도리를 다 하겠다고 제의했다. ㉣오자서

는 반드시 구천을 죽여야 한다고 간언했지만, 

부차는 그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구천을 석방

했다. 구천은 조용히 복수를 준비하며 방에 

쓸개를 걸어 놓고 매일 그 맛을 보면서 절치

부심했다. 뒷날 구천은 오나라를 공격하여 부

차를 굴복시켰다. 오자서의 말을 듣지 않아 

월나라에 패한 부차는 결국 자결하였다.

국어의 조사 중에는 결합하는 앞말과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는 ㉠격 조사와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가 있다. 격 조사는 

특정한 문장 성분에만 쓰인다. 가령, 주격 조

사는 주어에, 목적격 조사는 목적어에 쓰인

다. 반면 보조사는 하나의 문장 성분에만 쓰

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장 성분에 쓰일 수 

있다.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단모음으로 시작

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모음의 변동이 자주 일

어난다. 그 결과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모음이 되기도 하며, ㉢단모음 사이에 반

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

㉠ ㉡

➀ 나는 사과와 배를
먹는다.

그는 드디어 대학생이 
되었다.

➁ 이 가방은 철수의
것이다.

나는 친구에게 선물을 
주었다.

➂ 이것은 연필이다. 철수가 국어는 좋아한다.

➃ 우리 반에서 너까지
백점이다.

철수야, 빨리 와서
공부해라.

3. ‘경청하는 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글을 쓰려 

한다. ㉠~㉣ 중 이에 대한 문제 상황을 이끌

어 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➀ ㉠           ➁ ㉡ 

➂ ㉢          ➃ ㉣

4.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 배우+어→[배워] 

➁ ㉡: 오+아서→[와서]

➂ ㉡: 살피+어→[살펴]        

➃ ㉢: 피+어→[피여]

5. ㉠, ㉡의 예로 적절하게 묶인 것은?

6. <보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문장은?

<보기>

● 명사절을 안고 있는 문장

● 안긴문장 속에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을 포함한 문장

➀ 친구들은 철수가 여행 가기를 원한다.

➁ 나는 정수와 영희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

➂ 부모님께서 기뻐하시게 선물을 사 드리고 싶다.

➃ 철수는 사과를 좋아하고, 영희는 딸기를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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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경제는 무한히 반복되는 확대 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잉여를 온전히 

생산에 재투자한다. 확대 재상산을 위한 자

본주의의 운용 원리는 ‘수단-목적 합리성’으

로, 이것은 최선의 수단을 통해 목적을 성취

하고 이를 다시 수단 삼아 또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잉여를 ‘수

단-목적 합리성’을 혁신하는 일에 남김없이 

투자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잉여를 비

생산적으로 소비하는 소모는 상상할 수도 없다. 

자본주의는 성장을 위해 유용성과 효용성

의 이름으로 인간의 고유한 속성인 성(聖)의 

세계, 즉 초월성이나 정서, 도덕을 몰아낸다. 

이러한 질서 속에서 인간은 유용한 사물이 

되고, 인간의 관계도 사물의 관계가 된다. 그

렇기 때문에 유용성에 대한 계산만으로 이루

어진 사물들 사이에는 진정한 의미의 내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성장 

체제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 조건을 뛰

어넘어 초월적인 것과 소통하는 체험을 상실

하게 됨으로써 끊임없이 권태와 우울에 시달

리게 된다. 다만 노동을 하는 순간만은 상실

감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

의 체제에서 노동은 권태와 우울에 대한 방

어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노동하지 않는 순간에 자신도 

하나의 유용한 사물로 축소되었음을 깨닫는다. 

이 깨달음을 통해 인간은 잃어버린 내면성을 

되찾고 인간관계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것은 비생

산적이고 무질서한 소비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 즉 목적을 위해 잉여를 질서 정연하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잉여를 아무런 목적 없

이 무질서하게 소비해야 한다. 바타유는 이를 

‘무조건적 소모’라고 하였다. 그는 자본주의의 

운용 원리가 ‘수단-목적 합리성’을 통해 무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에서 ‘무조건적 소모’를 통

해 잉여를 소모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결국 상실한 내면성과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무조건적 소모’를 시도해야 한

다. 이러한 소모를 위해서 인간은 유용성을 벗

어난 환몽(幻夢)의 세계를 특정의 시·공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전략을 택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7~8)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➀ 각 이론의 장단점을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다.

➁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➂ 주요 개념을 대조하여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다. 

➃ 두 견해를 절충하여 하나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자본주의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잉여를 생산에 재투자한다.  

➁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은 상실감을 잊게 하는 

역할을 한다.

➂ 진정한 의미의 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할 

때 필요한 덕목은 효용성의 추구이다. 

➃ 무질서한 소비는 인간의 고유성인 초월성, 

정서, 도덕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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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 년을 외따로이 살아간들

     천 년을 외따로이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나) 시어머님 며늘아기 미워서 부엌 바닥을 

구르지 마오.

     빚 대신 받은 며느린가, 값을 쳐서 데려온 

며느린가, 밤나무 썩은 등걸에 회초리 난 것

처럼 매서우신 ㉠시아버님, 볕 쬔 쇠똥처럼 

말라빠진 ㉡시어머님, 삼년 엮어 망태기에 새 

송곳 끝처럼 뾰족하신 ㉢시누이님, 당피 심은 

밭에 돌피 난 것처럼 샛노란 오이꽃같이 피

똥까지 누는 ㉣아들 하나 두고,

     기름진 밭에 메꽃 같은 며느리가 어디가 

미워서 그러시는고.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 김소월,「산유화」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9～10)

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➀ 구체적인 지명을 통해 향토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➁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➂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초점화하여 대상을 

부각시키고 있다. 

➃ 동일한 종결어미와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10.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갈 봄 여름 없이’에서 ‘갈’로 표기한 것은 시

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➁ 자연의 순환에 따라 ‘꽃’이 끊임없이 피고 지는 

것을 예찬하고 있다. 

➂ ‘저만치’는 화자와 ‘꽃’ 사이 혹은 ‘꽃’과 ‘꽃’의 

사이의 거리감의 표현이다.  

➃ ‘혼자서’는 ‘저절로’나 ‘자기 힘으로’ 피어 있는 

‘꽃’의 속성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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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 마음 인후하여 청산유수와 곤륜옥결

이라. 성덕을 본받고 악인을 저어하며 물욕

에 탐이 없고 주색에 무심하니 마음이 이러

하매 부귀를 바랄쏘냐? 흥부 아내 하는 말이,

“애고 여봅소. 부질없는 청렴 맙소. 안자의 

가난함은 주린 염치로 서른에 일찍 죽고, 백

이숙제는 주린 염치로 청루 소년이 웃었으

니, 부질없는 청렴 말고 저 자식들 굶겨 죽

이겠으니, 아주버님네 집에 가서 쌀이 되나 

벼가 되나 얻어 옵소.”

흥부가 하는 말이,

“형님이 음식 끝을 보면 사촌을 몰라보고 

똥 싸도록 때리는데, 그 매를 뉘 아들놈이 

맞는단 말이오?”

“애고 동냥은 못 준들 쪽박조차 깨칠쏜가. 맞

으나 아니 맞으나 쏘아나 본다고 건너가 봅소.”

흥부 이 말을 듣고 형의 집에 건너갈 제, 

㉠치장을 볼작시면, 편자 없는 헌 망건에 박

쪼가리 관자 달고 물렛줄로 당끈 달아 대가

리 터지게 동이고, 깃만 남은 중치막, 동강 

이은 헌 술띠를 흉복통에 눌러 띠고, 떨어진 

헌 고의에 칡 노끈 대님 매고, 헌 짚신 감발

하고, 세살 부채 손에 쥐고, 서 홉들이 오망

자루 꽁무니에 비슥 차고, 바람맞은 병인같

이, 잘 쓰는 대비같이, 어슥비슥 건너 달아 

형의 집에 들어가서 전후좌우 바라보니, 앞

노적, 뒷노적, 멍에 노적 담불담불 쌓였으니, 

흥부 마음 즐거우나 놀부 심사 무거하여 형

제끼리 내외하여 구박이 태심하니 흥부가 하

릴없어 뜰아래서 문안하니 놀부가 묻는 말이,

“네가 뉜고?”

“내가 흥부요.”

“흥부가 뉘 아들인가?”

“애고 형님, 이것이 웬 말이오? 비옵니다. 형

님 전에 비옵니다. 세 끼 굶어 누운 자식 살려 

낼 길 전혀 없으니 쌀이 되나 벼가 되나 양단간

에 주시면 품을 판들 못 갚으며 일을 한들 못 갚

1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➀ (가)에는 반복법, (나)에는 반어법이 두드러진다. 

➁ (가)와 (나)에는 과장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➂ (가)에는 열거법이, (나)에는 설의법이 나타나고 

있다. 

➃ (가)와 (나)에는 ‘갑’이 ‘을’을 괴롭히는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12. (가)의 시적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➀ 십 년을 경영(經營)하여 초려삼간 지어 내니

   나 한 간 달 한 간에 청풍 한 간 맡겨 두고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 두고 보리라. 

➁ 청산은 내 뜻이오 녹수는 님의 정이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손가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 울어 예어 가는고. 

➂ 말 없는 청산이요 태(態) 없는 유수로다

   값 없는 청풍과 임자 없는 명월이라

   이 중에 병 없는 내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  

➃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음 즉도 하다마는

   품어 가 반길 이 없을새 글로 설워하나이다. 

13. (나)를 다음 <보기>의 시로 바꾸었을 때, 

㉠~㉣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아버니 호랑새요 /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세 하나 할림새요 / 시누 하나 뾰족새요,

시아지비 뾰중새요 / 남편 하나 미련새요, 

자식 하난 우는 새요 / 나 하나만 썩는 샐세.

- 작자 미상,「시집살이 노래」  

➀ ㉠: 호랑새 ➁ ㉡: 꾸중새

➂ ㉢: 뾰족새 ➃ ㉣: 우는 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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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까. 부디 옛일을 생각하여 사람을 살려 주오.”

애걸하니, 놀부 놈의 거동 보소. 성난 눈을 

부릅뜨고 볼을 치며 호령하되,

“너도 염치없다. 내 말을 들어 보아라.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내지 않으며, 땅은 이름 없는 풀

을 내지 않는다.’ 네 복을 누굴 주고 나를 이리 보

채느냐? 쌀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노적 헐며, 벼

가 많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섬을 헐며, 돈이 많

이 있다 한들 궤에 가득 든 것을 문을 열랴.”

- 작자 미상,「흥부전」

그렇게 액은 이웃집으로 옮아 보내고, 제 집

은 일단 마음을 놓았을 것이다. 그러자 담장 

안에 웬 고무신짝 하나가 떨어진 것을 본 그 

집에서도, 그렇게 제 집으로 들어온 액을 멀리

는 못 쫓고 그날 낮이면 낮, 밤이면 밤에, 근

처 이웃집으로, 또 던져 버렸을 것이다. 그 이

웃집에서는 다시 이웃집으로, 또 그 이웃집으

로, 순이네 집에서 영이네 집으로, 영이네 집

에서 웅이네 집으로, 웅이네 집에서 건이네 집

으로, 이런 식이었을 것이다. 모두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터여서 자존심들은 있었을 것이

다. 모두가 합리적인 사람 대우는 대우대로 받

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우는 대우고, 겪

는 것은 겪는 것이다. 그들은 서로 상처 한 군

데 입음이 없이 그 고무신짝만 이웃집 담장 

너머로 던지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합리적으로 

웃음도 나왔지만, 아내는 당장은 웃을 경황이 

아니었다. 두 번째로까지 극성맞게 들어온 이

놈의 고무신짝을 대체 어쩌란 말인가. 이 액

을 우리 부부끼리만 감당할 자신이 우리는 이

미 없었다.

- 중략 -

“뭣 허러 산에 가져가요. 우리가 그렇게 질 

수는 없는 거 아녜요.”

하고 아내는 발끈하며 다시 말하였다.

“밤에 저눔의 걸 들고 버스 타고 멀리 가져

갈 테에요. 하다못해 동빙고동에라도.”

“어러러.”

나는 입을 벌리며, 악착같이 해볼 기세인 

시뻘게진 아내의 얼굴을 마주 쳐다보았다. 동

시에 국민학교 4학년 적의 그 지카다비짝*과 

그때 그 큰 산이 구름에 깝북 가려졌던 교교

한 산천을 떠올렸다.

“㉠큰 산이 안 보여서 이래, 모두가.”

내가 나지막하게 혼자소리로 중얼거리자, 

14. ㉠의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인물의 행동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➁ 가난에 찌든 흥부의 처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 

➂ 배경묘사를 통해 역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➃ 열거의 방식으로 인물의 외양 묘사를 하고 

있다. 

15. 이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놀부와 흥부는 전형적인 인물형인 것 같아.

➁ 인물간의 대립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나네.  

➂ 문체를 보니 판소리계 소설인 것 같아. 

➃ 중국 고사를 인용한 비극적인 영웅담이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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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도 나를 귀신 내리고 있는 박수 쳐다보듯

이 쳐다보고 있었다.

“당신 이제 무슨 소리 했수. 대체 큰 산이 

뭐유, 큰 산이?” 

“……”

그 큰 산은 청빛이었다. 서쪽 하늘에 늘 덩

더룻이 웅장하게 퍼져 있었다. 아침 저녁으로 

혹은 네 철을 따라 표정은 늘 달랐지만, 근원

은 뿌리 깊게 일관해 있었다. 해뜨기 전 새벽

에는 청청한 빛으로 싱싱하고, 첫 햇볕이 쬐

면 산머리에서부터 백금색으로 빛나고, 햇볕 

속의 한낮에는 멀리 물러앉은 청빛이었다. 해

질녘 저녁에는 골짜기 하나하나가 손에 잡힐 

듯이 거멓게 윤곽을 드러내고, 서서히 보랏빛

으로 물들어 간다. 봄에는 봉우리부터 여드러

워지고, 겨울이면 흰색으로 험준해진다. 가을

에는 침착하게 물러앉고, 여름이면 더 높아 

보인다. 그 큰 산 쪽으로 샛바람이 불면 비가 

왔고, 큰 산 쪽에서 바다 쪽으로 맞바람이 불

면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개었다. 그 큰 산은 늘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형태 없는 넉넉함

으로 자리해 있었다. 

- 이호철,「큰 산」

*지카다비: 일본식 작업용 신발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➀ 아내는 고무신짝을 산에 버리고 왔었다. 

➁ 마을에는 현대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➂ ‘나’는 과거 신발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➃ 마을 사람들은 고무신짝을 불길하게 생각하고 

있다.

1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➀ 빈번한 장면 전환으로 갈등을 고조시킨다.

➁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가 달라지고 있다.

➂ 서술자가 겪은 사실과 그에 대한 생각이 함께 

서술되고 있다.

➃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들의 심리와 행동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

18.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을 상징한다.

➁ 공동체적 질서와 균형을 함축하고 있다. 

➂ 평온한 청색의 이미지로 안정감을 준다.

➃ 사람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 주는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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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별 한 개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 만져볼 때마다 돈을 내야

겠지요. 사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못한 것을 

그보다 비싼 값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경복궁 복원공사현장

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일제가 파괴하고 

변형시킨 조선 정궁의 기본 ㉡궁제(宮制)를 

되찾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러나 막상 오늘 이곳 소광리 소나무 숲에 와

서는 그러한 생각을 반성하게 됩니다. 경복

궁의 복원에 소요되는 나무가 원목으로 200

만 재, 11톤 트럭으로 500대라는 엄청난 양

이라고 합니다. 소나무가 없어져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소나무로 복원한다는 

것이 무리한 고집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 눕혀진 광경이라니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고

난에 찬 ㉢몇백만 년의 세월을 잘라내는 것

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잘라내고 있는 것이 어

찌 소나무만이겠습니까.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마구 

잘라내고 있는가 하면 아예 사람을 잘라내는 

일마저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의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동물은 완벽한 소비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대의 소비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 신영복,「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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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➀ 대화 형식으로 ‘당신’을 설득하고 있다.

➁ 경어체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더하고 있다.

➂ 자신의 생각을 ‘당신’의 견해와 함께 서술하고 

있다.

➃ 편지글 형식으로 작가와 독자 간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20. ㉠~㉣에서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은?

➀ ㉠

➁ ㉡

➂ ㉢

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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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학

21. lim
→∞




의 값은?

 

 ①    

 ②  


  

 ③  


  

 ④ 

22. 두 수  , 가     를 만족시킬 

때, 


 


의 값은?

 ➀ 


 ➁ 
 ➂ 



 ➃ 

23. 아래의 그래프와 서로 다른 그래프인 것은?

       

 

➀

➁

➂
  

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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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그림은 일차함수   의 그래프

이다. 함수   
 



의 그래프의 개

형으로 알맞은 것은? 

 

➀

➁

➂
 

➃  

  

25. 행렬    
 

에 대하여 행렬  
의 모

든 성분의 합은? 

 ➀ 
 ➁ 
 ➂ 

 ➃  

26. 확률변수 에 대하여     이다. 

 의 값은?

 ➀ 
 ➁ 
 ➂  

 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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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의 시각 에서의 속도 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점  가 출발 후 

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➀   
 ➁ 


   

 ➂ 


  

 ➃ 

 

28. 
















의 값은?

 ➀ 


 ➁ 


 ➂ 



 ➃ 


29. 행렬   log 
 

에 대하여 행렬  의 

모든 성분의 합을 이라 할 때, 


 

∞

 의 값은? 

 ➀ log
 ➁ log
 ➂ log

 ➃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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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하나의 열쇠 꾸러미에 개의 서로 다른 

열쇠가 달려 있다. 책상 위에 자물쇠 개가 

있는데 이 자물쇠는 열쇠 꾸러미에 달려 있

는 열쇠 중 개로 각각 열 수 있다고 한다. 

한 번에 하나의 열쇠를 골라서 자물쇠 두 

개에 각각 꽂아 열어보는 시도를 회씩 시

행한다. 번째 시행할 때 자물쇠 두 개를 

모두 열 수 있을 확률은? (단, 한번 사용한 

열쇠는 다시 고르지 않으며, 회 시행할 때 

자물쇠가 열리면 다음 번 시행 때는 그 자

물쇠가 열려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안 열려 

있는 자물쇠에만 시행한다.)

 ➀ 



 ➁ 



 ➂ 


 ➃ 


31. lim
→∞

        의 값은?

➀    

➁   

➂   

➃ 

32. 함수  










   ≤ 

  
 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기 위한 모든 

실수 의 값의 합은?

➀  

➁   
➂   
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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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두 수열 , 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수열 은 수렴하는 수열이다.)

<보기>

ㄱ. 수열이 수렴하면 수열 도 수

렴한다.

ㄴ. 수열
 이 수렴하면 수열 도 수렴

한다.

ㄷ. 수열 이 수렴하면 수열 
도 수렴한다.

 ➀ ㄱ
 ➁ ㄱ, ㄴ
 ➂ ㄴ, ㄷ
 ➃ ㄱ, ㄴ, ㄷ

34. 수열 의 첫째항부터 제 항까지의 합

을 이라 할 때,       이

다.  의 값은?

 ➀ 
 ➁ 
 ➂ 
 ➃ 

35.     ⋯   


일 

때, 의 값은?

 ➀ 
 ➁ 
 ➂   
 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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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어느 학교 전체 학생들의 지능검사 점수는 

평균이  , 표준편차가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학교의 학생들 중 임의

로 명을 선택할 때, 이 학생의 지능검사 

점수가 과   사이일 확률을 다음의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P ≤≤

















 ➀ 
 ➁   

 ➂    
 ➃   

37. 두 양의 정수 , 가   을 만족시킬 

때, 행렬   
    

 
의 모든 성분의 

합의 최솟값은?

 ➀    
 ➁   
 ➂    
 ➃ 

38. 한 학급의 전체 학생 명이 모두 빠짐없

이 한번 씩 서로 악수를 한다면, 모두 몇 

번 악수를 해야 하는가? 

 ➀ 번
 ➁ 번
 ➂ 번
 ➃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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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사차함수   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

고,  ′   ′   ′  이다,

    ≤  ≤ 에서  ′  을 만족시

키는 모든 정수 의 값의 합은? 

    (단,    ,     )

 ➀ 
 ➁ 
 ➂ 

 ➃ 

40. 정사각형 각 변이 매초 씩 길어질 때, 

넓이가 
인 순간 정사각형 넓이의 변

화율은?

                                    

 ➀    
/초

 ➁     /초 

 ➂   
/초

 ➃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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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41. 다음 대화에서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A: What can I do for you?

B: I’m looking for a picture to decorate my

living room. Do you have anything good

for me?

A: How about this one? It was painted by

an up-and-coming young artist.

B: That would be good, but I’m afraid it’s

too expensive.

A: No, it’s reasonably priced.

B: Really? Hmm, I guess I’ll take it, then.

Thank you for being so helpful.

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➀ You’re telling me.
➁ The pleasure is all mine.
➂ I’ll cross my fingers!
➃ What about looking for some cheap items?

 

4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History shows that new communications

technologies strengthen some forms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while disrupting

others. The advent of the Internet has the

potential for bringing about a situation in

which everyone is our neighbor in a small,

electronically mediated global village. The

virtual communities that have formed on the

Internet are an initial indication that new

types of human relationships may be created.

However, there is also the danger that the

world could evolve into an extremely divided

postmodern society in which chaos dominates.

Information technologies may also lower the

sense of social presence we experience when

we talk to people face to face.

*disrupt 지장을 주다 **chaos 대혼란

➀ 인터넷 출현의 역사적 배경

➁ 면대면 인간관계의 중요성

➂ 가상현실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법

➃ 가상사회의 빛과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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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Japanese preschools give their students a

strong feeling of being part of a group. One

way this feeling is created is with school

uniforms. Each preschool has its own uniform,

and they vary in design and color. In

preschools where the parents cannot afford

uniforms, name tags are issued; these have

the child’s family name, given name, preschool

name, and name of the class written on them.

The children are often collectively called by

this class name when the teachers are

speaking to them. All of this provides the

children with .

                         

 ➀ confidence

 ➁ daily necessities

 ➂ feeling that they are taken good care of

 ➃ a sense of belonging

4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Some people find that exercising when they

have a mild cold makes them feel better.

Illnesses vary in severity and people react

differently to them, so listen to your body. ➀ 
If you have a minor problem, such as a

cough or a tight muscle, and otherwise feel

fine, it is probably acceptable to work out. ➁  
Avoid exercise to the point of exhaustion.

Avoid exercise if you have the flu, have a

fever, have a body ache, feel extremely tired,

have a breathing problem, or have swollen

glands. ➂ Medications are safe when used as
prescribed, but overdosing and incorrect

combining medications with another substance

may result in illness. ➃ The old saying that
“you can sweat out a cold” with exercise is

untrue. When you recover from illness, do not

start exercising at the same level as before.

Give yourself a few days to build back to

normal levels.

*gland 내분비선

   



- 18 -

45.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Every individual has a biologically based

inner nature comprised of elements that are

common to the species and those that are

unique to that individual. Charles Darwin

referred to humans possessing an ‘instinct of

sympathy,’ and this would appear to be an

important survival instinct for the species.

(A) , much of Western thinking sees

human nature as self-centered, selfish and

destructive, summed up in one of Freud’s

favorite quotes, which came from the Roman

writer Plautus: ‘Man is a wolf to man.’ This

‘bad-animal’ view of humans might be seen

as based on humans who are not at a high

level rather than on the healthiest human

beings. (B) , it ignores the mountain of

evidence that humans can be cooperative and

caring as well as unfriendly and uncaring.

How people act appears to be largely a

matter of training and of how much their

animal nature is nourished or frustrated.

*nourish 기르다  

  

 (A) (B)

➀ Besides …… Consequently

➁ However …… Furthermore

➂ For instance …… In sum

➃ In short …… Conversely

46. (A), (B)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common myth most of us intuitively

accept is that there is a (A) positive /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intelligence and

belief: as intelligence goes up belief in

superstition or magic goes down. This, in

fact, turns out not to be the case, especially

as you move up the IQ spectrum. When

people with above-average IQ encounter

claims that they know little about, intelligence

is usually not a factor in belief, with one

exception: once people commit to a belief, the

smarter they are the better they are at (B)

rationalizing / challenging those beliefs. Thus,

smart people believe weird things because

they are skilled at defending beliefs they

arrived at for nonsmart reasons.

*intuitively 직관적으로

(A) (B)

➀ positive …… rationalizing

➁ positive …… challenging

➂ negative …… rationalizing

➃ negative …… challe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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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A), (B)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y did Columbus not immediately

realize he was not in Asia? Surely the plants

and animals and people he discovered were

nothing at all like what Marco Polo had

reported from his travels eastward from

Europe where he (A) met / had met the

Great Khan and absorbed Asian culture. The

answer can be found in the twofold problem

of data and theory. What threw Columbus off

was poor-quality data coupled with incorrect

theory. Marco Polo’s reports of Asia were

imperfect at best, allowing huge amounts of

wiggle room for interpreting New World data

as Old World facts. Plus, there was no theory

of a New World, so in Columbus’s mind

when he made first contact with the New

World on that fateful day in October 1492,

(B) what / where else could he be but in

Asia?          

                       *wiggle room 해석의 여지

 (A) (B)

➀ met …… what

➁ met …… where

➂ had met …… what

➃ had met …… where

         

48.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Michelangelo created many masterpieces, ➀ 
mostly on a grand scale. When Pope Julius II

asked Michelangelo to design a tomb for him,

Michelangelo devised a design calling for 40

sculptures, only a few of which ➁ were
completed before Pope Julius decided not to

spend any more money. Instead, he asked

Michelangelo to paint the ceiling of the

Sistine Chapel in the Vatican. The chapel had

a rounded ceiling high above the floor.

Michelangelo was insulted at ➂ being asked
to paint a ceiling, which was not considered a

very prestigious assignment. He also did not

know how he could paint a ceiling so far off

the ground. However, the pope insisted and

Michelangelo gave in. He built a high scaffold

and lay on it to paint the wet ceiling plaster.

He created nine different sections on the

ceiling, each ➃ told a Biblical story, including
the creation of the world.

*scaffold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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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대화에서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A: What are you reading?

B: Oh, it’s a science fiction book.

A: Science fiction? I never read that stuff.

It’s so unrealistic.

B: Not really. Lots of ideas that used to be

science fiction have become reality.

A: Like what, for instance?

B: Well, they’re building an international

space station now. And it won’t be long

before space tourism becomes possible.

A: Really? __________________________

B: Well, I’m glad to hear that you’re not

completely against science fiction ideas.

A: Actually, I’ve always wished I could

travel to the moon.

B: Your wish may come true soon.

➀ What a coincidence!
➁ That would be cool.
➂ I’ll keep it to myself!
➃ Sounds bad.

 

50. 다음 대화에서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A: Have you ever read this poem? The title is

The Road Not Taken. I read it yesterday,

and it touched my heart.

B: I’m not sure. How does it start?

A: Two roads diverged in a yellow wood.

And sorry I could not travel both.

B: Oh, I think I heard that before. It’s about

a person who doesn’t know which road

to take.

A: Right. It’s like our lives. We have so

many decisions to make. Do you know

who wrote it?

B: Hmm... Can I think about it for a moment?

A: S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Let’s see... Oh, I got it. It was Robert

Frost. He is a famous American poet.

➀ Take your time.
➁ I beg your pardon.
➂ That’s not what I meant.
➃ My sincere thanks for your ad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