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에 부쳐

  2013학년도 수능 지도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관내 고등학교 지도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입학사정관제 전형과 수시전형의 확대 등 대학 
입시 방법은 꾸준히 변화하고 있지만 수능 시험의 절대적 위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수능 성적을 주요한 입시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 시험 결과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관내 고등학교의 수능 지도를 도와주기 위해 여기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대비 지도 자료집’을 발간하여 보급합니다. 수능에서 EBS 교재의 비중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그 연계 교재들의 수는 많고 풀어야 할 문제도 많아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교재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으며 핵심이 되는 
문제를 정선하여 제공한다면 마무리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이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집은 관내 5개 교사 연구회가 지난 여름방학 동안 그간 수능 지도 
경험을 살려 만든 것입니다. 적절한 지도 자료를 찾기 어려운 9, 10월에 3학년 학습 
지도 및 자기주도학습 자료로 활용하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 고민하고 협의하여 만들었지만 그 제작 기간이 짧고 처음 
만든 것이라 모자라는 부분, 잘못된 곳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도 전에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고 선생님들께서 적절히 뽑고 보태어 활용한다면 그 효과는 
더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집이 우리 수험생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2. 09.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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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언 어

  2013 수능 언어 EBS 정선 모의고사
(총5회)

                      

울산 EBS 언어영역 교사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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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본 모의고사의 편집 방향

본 교재는 울산 지역 고교 수험생의 언어 영역 성적 향상을 위해 EBS 교재 수록 문항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문항을 선정하여 모의고사 형태로 편집했
다. EBS 교재의 연계율이 70% 이상임을 감안한다면, 이 교재의 예측이 어느 정도까지
만 적중하더라도 울산 지역 고교생들의 진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 교재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효용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교재의 실효성을 부여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측 가능한 문항의 
점검을 통해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 과정을 고려하였다. 9,10월 일선 학교에서 대부분 학습 지도보다는 학생이 
중심이 되는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이때 EBS 교재에 대한 재활용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전 6권보다는 어느 정도 정리된 교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일
선 교사들에게도 새로운 교재 선택과 학습에 따른 부담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본 교
재의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편집 및 기획팀에서는 심혈을 기울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편집 방향 : 언어 영역 연계 교재 6권을 분석한 뒤, 본 수능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과 문항을 선별하여 편집하였다. 

둘째, 교재의 활용 방안 : 9월 말 10월초에 대부분 교재가 마무리되기에 필요한 교재 
선정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연계 교재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정선하여 5회 분량의 모
의고사를 선정하였다.

셋째, 수업 활용 방안 : 수능 직전 4주를 기준으로 하여 주당 1~2회 모의고사를 활용
하면 좋을 것이라는 연구회의 판단에 따라 편집하였다. 

넷째, EBS 교재 수록된 내용 정리 : 연구회원의 개별 작업(교재별 목록 작성 및 선별 
작업) 문항 재배열 및 수능 형태의 문항 배열하였다.

다섯째, 45문항 5회 분량의 실질적인 모의고사 형태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듣
기 제외, 45문항으로 대략 65분으로 모의고사 형태로 실시하여도 좋음)

 여섯째, 문항 구성에 있어 문학 영역에서 특히, 희곡 출제 여부에 따라 문항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5회분 중 2회분을 희곡 출제 형식을 따랐다. 최근 희곡에 대한 출제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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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영역별 출제 선정 포인
트

● 문학 영역
문항 영역의 경우 총 17문항으로 현대소설 4문항, 고소설 4문항을 기본으로 하여 희

곡 구성 여부에 따라 현대시 4문항, 시가복합 6문항, 갈래복합 5문항으로 출제된다. 현
대소설의 경우, 고소설의 경우, 현대시의 경우는 세 작품에 4문항으로 출제된다. 문항 
설계는 세 작품의 공통점, 두 작품 간의 공통점, 각각 작품의 특징에 대해 출제된다. 발
문 내용은 우선, 화자의 정서나 태도, 표현상 특징, 시어의 의미 및 기능, 감상 등을 묻
는다. 시가복합은 총 6문항으로, 문항 설계는 현대시 두 편과 연시조 혹은 가사 한 작품
으로 구성하여, 세 작품의 공통점, 두 작품 간의 공통점, 각각 작품의 특징에 대해 출제
된다. 발문 내용은 세 작품의 의미, 부분 문항, 작가에 대한 정보를 통한 작품 감상 등
을 묻는다. 갈래복합은 5문항으로, 문항 구성은 개별 작품에 대한 감상 및 이해, 두 작
품의 공통점, 작품의 상징적 의미, <보기>를 통한 작품 분석 등이 출제된다.

￭ 현대시, 시가복합, 갈래복합

★ 백석, 황지우, 황동규의 작품들은 이미 수능 출제가 되었던 시인들이다. 특히 1980년 
당시 백석은 천재시인이라 불릴 만큼 시력이 있다. 수능에 여러 번 출제되었던 백석
은 일제 강점기 그가 갖고 있는 정서- 고향상실감과 그리움, 유랑의식과 객수(客愁) 
등은 이 시대를 가장 잘 대변하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황지우, 황동
규 역시 80년대의 시력을 가진 시인이다. 세 지문 가운데 수능 출제 가능성은 백석, 황
지우 작품을 꼽을 수 있다. 물론 수능 기출의 기본 패턴인 표현, 감상, 공통점 등이다.

★ 유방선의「서파삼우설(西坡三友說)」은 교훈적 가치와 교육적 함량이 있는 지문으로 
수능 출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윤선도의 작품은 영원한 수능 1순위이기에 작품
이 출제된 문제는 모두 이해해 놓은 것이 좋다. 물론 작품 전체의 구조적 특징 및 
감상 포인트를 알아 두는 것도 수능 점수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오장환 시인은 백석과 마찬가지로 월북 작가로 이미 수능 기출 작가이다. 하지만 백석
이 이미 기출이 많아, 시력과 동시대의 가치를 지닌 오장환의 출제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이다. 고향 상실감과 유랑의식의 보여준 작품이다. 그리고 이황의 역사 인물의 가치
와 학문의 수준을 보여 준 그의 작품에 대한 감상 내용도 수능격으로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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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황의「만보」에 대한 이해가 수능 지문으로서 이해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조선 사대부 문학에서 중심 소재인 매화를 주제로 다양하게 변주되어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작가의 시력과 수준이 수능격으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기출이 없어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

★ 6월 모의 평가에서 이미 한용운에 대한 작품이 출제되었다. 그러나 한용운의「사랑의 
끝판」은 『님의 침묵』의 마지막 시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박성룡의 
「노송부」가 오히려 수능 출제의 가능성이 높다. 자연 소재와 삶의 가치를 발견한다
는 측면에서 시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출제 가능성을 예축해 볼 수 있다.

★ 김소월과 박재삼은 시력과 시문학사의 위치 때문에 이미 수능에 기출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두 시인은 시문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 출제 가능
성은 항상 내재해 있다. 정현종은 생존 시인으로 그의 시력에 맞추어 새롭게 등장
한 시인이기 때문에 주목을 요한다. 정현종의 시는 교육적 함의가 있는 지문이기에 
이에 대한 감상을 익혀 둘 필요가 있다.

★ 이규보의 「방선부」는 교육적 함량이 있는 지문이다. 인간의 탐욕과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교훈의 지문의 가치뿐 아니라 이규보의 작가적 역량 또한 수능 출
제의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다.

￭ 소설
EBS 정선 모의고사 소설 지문 선정에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학생들에게 그 동안 출제되지 않았

던 낯선 소설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이다. 수업을 통하여 대표적인 현대소설 및 고소설은 많이 학
습했을 것이라 판단하고 수능에 임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낯선 소설에 대한 전체적인 줄거리와 주
제 등을 파악함으로써 산문 문학 부분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고득점을 향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작자미상의 「화산중봉기」는 영웅 소설의 성격과 가문 소
설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송사 소설로 지금까지 송사소설에 대한 출제 빈도도 높았던 만큼 출제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라 하겠다. 작자 미상의 「김영철전」 역시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없는 소설
로 광해군 때 요동 출병에 참가한 김영철 및 그 가족의 파란만장한 일생,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역사의 흐름을 서사화한 작품이다. 「김영철전」은 한 사람의 개인사와 17세기 동아시아사를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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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빼어난 역사적 총체성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상층 계급만이 아니라 하층 계급의 역사적 삶
까지 담아내어 우리 소설사에서 본격 역사 소설로서의 면모를 보여 준 최초의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
라는 데 그 의의를 두었다. 작자 미상의 「매화전」 역시 판소리계 소설로 그동안 출제 되지 않았
던 만큼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라 하겠다.  그 외 계모형 가정 소설인 「양풍전」, 임방,「지리
산로미봉진(智異山路迷逢眞)」도 출제 가능성이 있는 작품으로 눈여겨 볼만하다.

현대소설에서는 황석영 「가객(歌客)」, 박경리 「토지」, 윤후명 「 하얀 배」’, 이효석 「
산」, 윤흥길 「황혼의 집」을 선정했는데 이 작품들 역시 기존의 수능 및 모의고사에 거의 
출제 되지 않았던 작품들로 작가의 문학사적 위치로 볼 때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라 하겠다. 황석영 「가객(歌客)은 온갖 시련을 이겨 낸 끝에 예술적 경지에 도달하
게 된 가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박경리, 「토지」는 구한말부터 광복 전까지의 민족사
와 민중의 삶을 최 참판 댁 일가를 중심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제시된 부분에서는 서
희와 길상의 갈등, 그리고 길상의 갈등이 해소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부분을 통해 
당대의 신분 의식에서 벗어나려는 인물들의 모습을 엿보게 될 것이다. 인물 간의 갈등이 
무엇으로 인해 발생되고 이를 해소하는 과정이 어떠한지 주목하며 감상하도록 한다.

윤후명「하얀 배」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살고 있는 고려인(우리 
민족)의 삶을 통해 민족의 얼과 민족어(우리말)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는 중편 소설이
다. 윤흥길,「황혼의 집」은 전쟁의 비극성과 그것을 통한 의식의 성장을 다루었다. 이 작
품의 작가인 윤흥길은 여러 작품을 통해 한국 전쟁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 증언해 왔다. 
이 작품 또한 그러한 맥락에 맞닿아 있다.

￭ 희곡

이근삼은 희곡계에서 비중 있는 작가로 그 인지도를 유지하여 왔지만 최근 수능, 모의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작품이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 볼 만한 작가이다. 또한 
「어떤 노배우의 마지막 연기」는 평범하게 열심히 살아온 전문인의 삶을 쓸쓸하게 하게 
하는 비정한 세태를 고령화 시대에 오버랩해 보게 하는 의미 있는 작품이다. 따라서 작
가 비중이나 작품의 주제 의식을 고려할 때 출제를 점쳐볼만 한 작품이다.

김승옥의 「안개」는 고득점 300제와 인터넷수능 산문문학에도 실려 있어 일단 눈길을 끈다. 최
근 5년 간의 수능에서 극 갈래는 2011학년도를 제외하고 희곡, 시나리오, 시나리오, 희곡의 순으
로 번갈아 출제되었다. 따라서 올해 수능에서 다시 시나리오의 출제를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
다. 그리고 「안개」는 김승옥의 원작 소설 「무진기행」의 비중을 고려할 때 무게감이 인정되므로 
눈여겨볼 작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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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문학 영역 
수능에서 비문학은 연계한다고 하여도 문학 작품처럼 그대로 출제하지 않는다. 핵심 

소재를 이용하여 출제진이 새로 집필한다. 그렇다 보니 이게 연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많다. 예를 들어 2011년 대수능에 나왔던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의 경우 분명
히 교육방송 교재와 연계된 것(교육과정평가원 발표에 따르면)이었지만 수험생들은 그 
해 지문과 문항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으로 생각했던 경우가 그 예이다. 그리고 인문 계
열 학생은 과학 지문을, 자연 계열 학생은 인문, 사회 지문을 어려워한다. 그러나 걱정
하지 말자. 전공을 한 학생만 풀 수 있을 정도의 어려운 내용을 수능에 내지 ‘못’한다. 
해당 영역이라고 해도 다른 학생도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내니까 말이다. 

자, 그럼 비문학 지문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단어 공부다. 언어 영역 
공부의 첫걸음이 모르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는 것인 것처럼 비문학 공부의 첫 걸음도 
역시 모르는 낱말을 사전에서 찾는 것이다. 정확한 낱말 뜻을 알면 지문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래야만 어려운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문맥상으로 대충 안
다고 해서 그냥 넘어간다면 살짝 바꿔 쓴 지문은 ‘전에 교육방송에서 한 번 본 지문’이 
아니라 ‘처음 보는 지문’일 수밖에 없다.(단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비문학 지문에 
딸려 있는 어휘 문항을 보면 알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낱말을 물어보지 않는다. 충분
히 알 만한 낱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다른 말로 바꾸거나 뜻풀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지문을 다 읽고 나서 말로 요약해 보라. 지문 전체 내용을 말로 요약해서 친구
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요약해서 말해 보자. 지문을 읽고 말로 요약해 보면 자기가 
얼마나 내용을 이해했는지 바로 알 수 있다. 이해하지 못한 것은 스스로 요약하는 말하
기를 할 수 없다. 

셋째, 지문 내용 중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은 친구들에게 물어 보자.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하는 식으로 말이다. 친구의 설명을 듣고 스스로 이해할 때까지 물어보고, 찾아
보자. 이른바 정약용의 ‘격물치지(格物致知)’하는 공부법이 필요하다. 친구의 설명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국어 선생님, 그 다음엔 전공 선생님에게 물어보자.(선생님께 부담
을 느끼자 말자. 사실 물어보는 학생이 제일 예쁘다.) 

넷째, 서술 방식 문항의 선택지에 나오는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비문학 지문의 경우 
물어보는 문제는 뻔하다.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문항(교육방송 교재의 해
설에 문항 번호 바로 옆에 있는 ‘중심 화제 파악, 세부 정보 확인, 개괄적 정보의 확인’, 
‘핵심 정보 확인하기’ 들이 바로 이 문항이다.), 서술 방식(또는 논지 전개 방식),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주로 보기가 있다.) 어휘. 이렇게 네 문항이다. 이 중에 내용 일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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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구체적 상황 적용하기, 어휘 문항은 비문학 지문마다 내용이 다르다. 그런데 서술 
방식 또는 논지 전개 방식의 선택지는 거의 유사하다. ‘대립되는 주장’, ‘대상에 대한 통
념’, ‘묻고 답하는 방식’, ‘대안 제시’ 등. 이 개념어들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문에서 어디가 그것인지 확인하자. 그래야 다른 지문에서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하려면 귀찮고 짜증이 난다. 그러나 짜증난다는 말 하지 말고 차근히 앞으
로 나가자. 이번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두 개나 딴 박태환조차 물  속에서 토할 정도로 
연습한다지 않나. 돌핀 킥 하나 연습하려고 수영장을 400번을 왕복한다고 한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기본부터 천천히 하자. 

Ⅲ. 영역별 학습 방법

1. 어휘·어법 영역은 문제의 < 보기 > 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에 따라 선택
지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2011년 EBS 언어영역 수능특강에서 다소 달
라진 부분이라면, 어법 문제의 < 보기 > 에서 정규 학교 문법에서 가르치지 않는 원
론적인 개념들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익숙한 개념이라 하더라도 새로 추가된 기준은 
없는지 점검하고, 그 기준에 따라 선택지에 개별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2. 문학의 경우,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출제돼 온 시가 복합이나 장르 복합의 형태로 출
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낯선 작품에 당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적으
로 많이 낯선 시의 경우, 문항 중에 < 보기 > 에서 준거를 제시하고, 그것을 바탕
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주어지므로, 그러한 문제들을 먼저 풀고 나머지 문항들을 풀
어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3. 산문문학의 경우, 고전소설에서 인물이 많이 나오는 소설들을 특히 어려워하는데 
주인공을 중심으로 주동인물과 조력자, 반동 인물군으로 단순화해서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최근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유형이 복잡하게 출제되는 
편인데, 'EBS 언어영역 수능특강'에서 이 유형을 복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각의 
서술상의 특징이 실제 작품 속에서 내용이나 형식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꼼꼼하
게 확인하도록 하자. 

현대소설은 복잡한 보기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먼저 읽고 문제에 맞게 본문을 짐
작하여 읽는 연습을 한다면 문제의 의도에 맞게 본문을 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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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약한 지문영역은 지문분석을 통해 독해력을 강화한다. 비문학 영역은 오답률이 
높았던 지문을 중심으로 각 문단의 핵심 정리와 논지전개의 특징 등을 정리한다. 
문학영역은 정확한 이해가 어려웠던 지문을 중심으로 〈현대시〉는 화자의 상황 및 
심리, 현실인식과 대응방식 등을 메모해 보고, 〈현대소설〉과 〈희곡〉은 갈등의 양상 
및 원인과 인물의 심리 및 원인 등을 정리한다. 해설의 작품 해제를 읽어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점검한다.

5. 비문학- 정교한 독해력과 비판적, 추론적 사고가 답. 짧은 글의 내용을 빠르면서도 
정확히 파악!  평소 자신의 배경지식에 의존해서 지문을 독해하는 학생은 비문학이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따라서 비문학 독해는 배경지식을 쌓기보다는 지문을 통해 
필자가 말한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독해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독해
력이란 지문속의 모든 문장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해석해야할 문장이
나 구절의 내용을 본문에 있는 다른 문장을 통해 해석해 내는 능력을 말한다.  즉 
단순히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글의 전체 흐름을 이해해야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이다. 

6. 문학-교과서와 EBS출제 지문 학습은 필수! 핵심개념과 문학 이론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자! 

 -> 문학은 교과서와 EBS교재에 나오는 작품을 마지막까지 꾸준히 감상, 정리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문학의 갈래 중 소설 영역에 많은 비중을 둘 필요가 있
다.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푼 다음에 인물, 사건, 
배경 위주로 작품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문학 작품들 간의 공통점과 차
이점을 항상 생각하여 공부해야만 복합지문 출제 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또
한 문학 작품은 이전에 나왔던 작품이라도 또 출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
로 과거에 출제되었던 작품이라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7. 쓰기는 실전 연습이 최고다, 매일 7문제 1set를 9분 안에 푸는 연습을 시험 전 날까
지 해야 한다. 특히 쓰기 문제는 대부분 기출 유형을 약간씩만 변형하는 수준이므로 
기출문제를 지속적으로 반복 연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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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유형별 체크리스트 

 1. 주관을 개입하여 문제를 푼다. 
 2. 문제가 너무 쉬워 함정이라고 생각하여 엉뚱하게 머리를 쓴다. 
 3. ㉠을 물어 보는데 ㉡이나 ⓐ 등 다른 것을 보고 푼다. 
 4. 발문을 잘못 읽는다.(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데 옳은 것을 고른다) 
 5. 문제에 대한 답지를 꼼꼼하게 읽지 않아 비슷한 어휘를 고르는 등 함정에 빠진다. 
 6. 헷갈렸던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바꾼다. 
 7. 급하게 마킹 하다가 자기가 고른 정답이 아닌 다른 것에 마킹한다.

◆ 기타 언어영역 학습법 및 유의할 사항

1.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다고 느껴지는 경우, 어려운 문제가 연속되어 당황하게 된 경
우, 생소한 지문이 나와 답답해지는 경우, 문제풀이 과정이 꼬여서 갑자기 당황하
게 되는 경우 등 심리적 긴장이 유발되는 조건과 상황을 파악해서 대비책을 마련하
고 실전연습을 통해 익숙해져야 한다. 문제를 풀면서 딴 생각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80분을 꼬박 집중한다는 것은 문제 푸는 기계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즉, 정신이 딴 곳으로 
향했더라도 최대한 빨리 제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2. 평소에는 제한 시간이 없지만 실전에서는 제한 시간이 있어 긴장을 유발한다. 결국 
평소 공부에서도 마무리 단계에서는 항상 제한시간을 두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평소에는 틀려도 상관없기에 그냥 실수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전에서
는 실수는 곧 감점을 의미한다. 평소 공부에서도 실수를 용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평소에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지만 실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결국 평소에도 실전 연습 단계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놓고 고민해 보는 연습을 
해서, 고 난이도 문제의 심리적 파괴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뇌에는 평소 모
드와 실전 모드 등과 같은 다양한 모드가 있다. 그런데 평소 모드와 실전 모드는 다르다.

5.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 분배에 있어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스
스로도 모르고 있다. 쓰기 부분에서 필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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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능 연계 EBS교재는 세심하고 꼼꼼하게 정리해야 한다. 문학작품은 작품해설을 참고
하고, 18종 교과서에 수록된 낯익은 작품들과 연결해 노트를 만든다. 문제풀이 과정에
서 어려움을 겪었던 작품들은 세부영역까지 정리하는 것이 좋다. 비문학은 우선 각 문
단의 핵심 내용과 함께 정확히 읽지 못했던 부분 및 원인을 메모해 둔다. 문제풀이에
서 오류가 있었던 경우는 문제유형 및 보완방법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들을 기록한다. 
취약점·기출 문제·EBS 제재를 정리한 오답 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오답노
트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7. 답의 근거가 되는 지문과 선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하자! 
최근 언어영역 시험의 문제 유형은 신유형의 까다로운 문항보다는 지문과 선지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고 이해해야 풀 수 있는 “깊이 있는 풀이”가 필요한 유형이 주를 이룬
다. 이러한 문항에서의 학생들의 오답 원인은 지문을 빠르게 읽고 대충 얻은 정보대로 
답을 고르려 서두르다 답의 근거를 지문이 아닌 자신의 판단에서 찾거나 선지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어영역의 모든 문제는 지문 속에 100% 그 근거가 있다. 
즉, 최근 수능, 모의고사 출제 유형은 지문의 정교한 독해 여부를 묻는 문항을 이용하여 
변별력을 가지려 하기 때문에 정확한 독해와 선지 이해력을 쌓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지나면서 점차 문제풀이에 치중하는 학습 패턴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은 실전 문제 대비의 감을 키워주지만 고득점에 절
대적으로 필요한 ‘독해의 정확성’과 ‘추론적 사고력‘. 그리고 ’속도감‘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없다. 문제 풀이연습 이전에 선수되어야 하고 지속되어야 하는 연습이 바로 지문과 
선지의 정교한 독해 및 분석 연습이다.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 수능 때까지 하루에 1지
문 이상은 필수적으로 독해 연습을 해야만 글의 구조와 문제 유형에 익숙해 질 수 있다. 

8. 각 파트별 자신의 취약점이 발생한 원인과 해결방식을 찾아 체계적으로 보완하자! 
파트별 자신의 취약점을 극복하려면 먼저 자신의 학습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독해 속

도에 치우쳐 정교한 분석을 놓치지는 않는지, 선지를 분석 할 때 답의 정확한 근거를 내 
머릿속에서 찾으려 하는지는 않는지, 기본적인 개념이나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등
등. 어떤 문제도 그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치뤘던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통해 유형별, 영역별 오답원인을 분류하여 그에 맞는 학습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짧은 시간을 투자하고 기대만큼의 큰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하여 기존의 잘못된 
학습법을 답습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것은 금물이다. 무엇이든 꾸준한 노력과 시
간이 쌓여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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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언어는 내용적 배경 지식이나 감각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탄탄한 이론적 지식이 필요하며 논리가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특정 과목을 
가리켜 버릇처럼 ‘암기과목’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하지만 
어떤 영역이든 ‘암기’가 전제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언어영역도 마찬
가지이다. 어휘, 문법, 비문학, 문학 각 장르의 이론은 반드시 암기해서 적용시켜 
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처음엔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꾸준히 적용하다보면 정
답률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 제시문이나 발문, 선택지에 나오는 사소한 
어휘들의 개념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모의고사만 공부하면 올해 수능 언어영역 공부는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
이다. 좀 더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정선하여 한 곳에 모아, 마지막 정리에 도움
을 주고자 한 것이다. 여섯 권의 연계 교재를 충분히 공부한 뒤 이 모의고사를 활용한다
면 언어영역 최종 정리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2012. 8.

울산 EBS 언어영역 교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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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수능 언어 EBS 
정선 모의고사 1회

1

1.  <보기>를 바탕으로‘체험 활동을 통한 인성 지도’에 대한 글
을 쓴다고 할 때, 이끌어 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뜨겁게 달궈진 가마솥에 찻잎을 넣고 익히는 것
을‘덖는다’고 한다. 차를 덖을 때에는 가마솥의 온도
가 일정해야 차의 빛깔과 향이 좋아진다. 그리고 차 
만드는 사람의 숙련도와 솥의 크기 등을 고려해 한 
번에 덖는 찻잎의 양이 달라져야 하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으면 손을 빨리 움직여도 설익거나 탈 
때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덖는 시간과 가마솥
의 온도는 찻잎의 채취 시기, 차나무의 품종, 재배 
지역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어느 정도 덖어지면 솥에서 꺼내 열기를 식힌 뒤
에 바로 찻잎을 비벼 줘야 하는데, 이 과정이 잘 되
어야 찻물이 잘 우러나온다. 이렇게 덖고 비비는 과
정을 몇 차례 되풀이하면 맛과 향이 좋은 차가 만들
어진다.

착안점 
차 만드는 사람 ≒ 교사
덖기 ≒ 체험 활동 지도
비비기 ≒ 감상문 쓰기 지도

①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해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적절하
게 조절해야 한다.

② 효과적인 인성 교육을 위해서는 체험 활동 뒤에 감상
문을 쓰도록 지도해야 한다.

③ 효과적인 인성 교육을 위해서는 체험 활동을 지도하는 
교사의 시범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④ 올바른 인성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체험 활동 참여와 
감상문 쓰기를 수차례 반복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⑤ 효율적인 체험 활동을 위해서는 현장 여건과 교사의 
지도 능력을 고려해 체험 활동의 참여 인원을 조절해
야 한다.

2.  <보기>는 학생회 회의의 한 장면이다. 회의에서 제시한 조
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보 기>

회장：학교 생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면서 학생들에게 안내문을 나눠 주고자 합니다. 
안내문에 들어갈 문구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말씀
해 주십시오.

영희：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이 보이는 문제점
을 부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의법을 사용하여 문제
점을 제시하면 효과적으로 문제점을 부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수：문제점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① 복도에서 오고 갈 때 많은 학생들이 부딪치고 있습니
다. 언제쯤 개선될 수 있을까요? 우측 통행을 잘 지켜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합시다.

② 학교 급식이 맛이 없나요?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드는 
만큼 학교 급식의 맛과 질이 좋아집니다. 우리 함께 
음식물 쓰레기 제로에 도전해 봅시다.

③ 밝게 웃으며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지 않을래요? 스승과 
제자 사이의 신뢰와 정을 쌓아 나갑시다. 모른 척 지
나갈 때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벽은 높아만 갑니다.

④ 무법천지 매점, 쉬는 시간이면 매점은 무질서한 세상, 
조용히 차례를 기다립시다. 매점의 새로운 질서 만들
기, 그것은 우리의 실천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아닐
까요?

⑤ 도서관에서 소곤소곤 정담을 나누어야만 우정이 돈독
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친구들의 공부를 훼방 놓는 
정담은 이제 그만! 공부하는 친구들을 배려해 정숙하
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14 •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지도 자료집

3.  ‘청소년 생활 체육’과 관련한 글을 쓰기 위해 <보기>와 같이 개요
를 작성하였다. 이를 수정·보완할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주제문：청소년들의 생활 체육 활동에 대한 정부

와 지자체의 지원을 촉구한다.
  Ⅰ. 서론：체격에 비해 약해진 우리나라 청소

년들의 체력 ………………………………………㉠
  Ⅱ. 본론
   1. 청소년 생활 체육의 필요성
    가. 청소년기 체력 관리의 중요성
    나. 청소년의 체력과 학습 간의 상관관계
   2. 청소년 생활 체육 활동이 저조한 이유 …… ㉡
    가. 생활 체육의 중요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미흡
     나. 청소년의 흥미를 반영한 생활 체육 프로그램 부재
     다.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담당할 프로그램 강사 부족
    라. 국가 대표 선수들의 기초 생활 및 훈련  
       비용 지원 부족.………………………………㉢

  3. 청소년 생활 체육 활성화 방안
    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생활 체육 홍보 전략 
       마련  ……………………………………………㉣
    나. 청소년을 위한 생활 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다.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우수한 강사 육성
    라. 청소년들이 생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

는 기반 시설 구축
  Ⅲ. 결론：청소년 생활 체육 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지원 촉구…………………………… ㉤
① 과거와 현재의 건강 상태를 비교한 통계 자료를 제시

하여 ㉠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한다.
②‘Ⅱ-3-라’를 고려하여‘생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시

설 부족’을 ㉡의 하위 항목으로 추가한다.
③ ㉢은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④ ㉣은‘Ⅱ-2-가’를 고려하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 

체육 홍보 전략 마련’으로 수정한다.
⑤ ㉤은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청소년 생활 체육 활동에 

대한 학교 당국의 관심과 지원 촉구’로 바꾼다.
4. . ‘행복한 삶의 조건’에 대한 글을 교지에 싣고자 할 때, <보

기>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신문 기사
○○대 행복연구센터는 ‘행복한 한국 사람들의 특

징’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해 다음의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은 ‘행복
할수록 오래 살며 외모도 매력적으로 변한다.’고 믿
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이는 행복한 사람
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고 생각함으로써 자
신의 행복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좋은 쪽보다 나쁜 쪽으
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
면 ‘부자는 정직하지 않다’, ‘똑똑한 사람은 성격이 
안 좋다’, ‘인간 관계가 좋은 사람은 무능력한 경우
가 많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 ○○ 신문

(나) 인터뷰
“개인 소득 상위 4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삶의 

행복도 조사에서 덴마크가 73점으로 1위, 한국은 53
점으로 39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등수가 
낮은 이유는 한국 사람들의 경우, 사랑이나 다른 사
람들에 대한 배려보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회
적 관계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면 덴마크
가 등수가 높은 이유는 덴마크 사람들이 돈에 집착
하기보다 사회적 관계를 더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 ○○대 사회학과 ○○○ 교수
(다) 통계 자료：삶의 행복도 조사 - 행복과 
                소득의 상관관계

    

① (가)를 활용하여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를, 행복
하지 않은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음
을 제시한다.

② (나)를 활용하여 한국인들의 삶의 행복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물질적 가치에 지나치게 집
착하기 때문임을 밝힌다.

③ (다)를 활용하여 소득이 낮을 때는 소득과 행복이 비
례하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이 행복
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제시한다.

④ (가)와 (나)를 활용하여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미래를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지닐 것을 제
안한다.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증가하는 소득에 비해 행복도
에 변화가 없는 경우,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 관계의 개선을 제안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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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을 고쳐 쓰기 위한 구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책은 인간이 창안해 낸 수많은 도구 중에서 가장 위대한 

도구이다. 다른 도구들은 모두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 신체의 부분적 확장일 뿐이다. 망원경이나 현미경은 
눈의 확장이며, 농기구나 총은 손의 확장이며, 자동차나 비
행기는 발의 확장이다. 그러나 책은 신체의 일부가 아닌, 기
억과 상상의 확장이다. 기억과 상상의 확장인 책을 ㉡읽음
으로서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과거와 현재
와 미래를 자유로이 넘나드는 초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자기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동물에게는 현
재만 있을 뿐, 과거와 미래는 없다.

책이 인간의 기억과 상상의 도구로서 초월적 삶을 가능하
게 하는 훌륭한 창안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도구
는 읽혀야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서가에 ㉣꽂혀져 
있는 책은 작용하지 않는 망각된 기억이며, 영혼이 죽은 상
상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의 소유는 내용의 소
유가 되어야 하며, 내용의 소유는 기억과 상상의 작용이어야 
한다.

① ㉠은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어색하므로, ‘인간 신체가 
부분적으로 확장될 뿐이다.’로 고쳐야겠어.

② ㉡은 조사의 쓰임에 맞게‘읽음으로써’로 고쳐야겠어.
③ ㉢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므로 삭제해야겠어.
④ ㉣은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문법에 맞게‘꽂혀’로 고쳐

야겠어.
⑤ ㉤은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지 못하므로, ‘그

러므로’로 고쳐야겠어.

6.  <보기>를 참고할 때, 어휘의 의미 양상이 다른 것은?
<보 기>

미각을 나타내는 어휘에는 기본 의미 외에 기
본 의미에서 유래하는 파생 의미가 있다.
ㄱ. 고추가 맵다.
ㄴ. 눈초리가 맵다.
ㄱ은 기본 의미이고, ㄴ은‘성미가 사납고 독하거

나 결기가 있고 야무지다’는 파생 의미로 해석
된다.

① 무슨 소설이 이렇게 싱겁게 끝나니?
② 영희는 모처럼 달콤한 잠에 빠졌다.
③ 감은 약간 덜 익어서 조금 떨떠름해요.
④ 여름에 수박 장사를 해서 짭짤하게 재미를 보았다.
⑤ 그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앞에서 씁쓸하게 웃고 말았다.

7.  <보기>의 밑줄 친 상황이 드러나 있는 문장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보 기>
사진을 찍으러 사진관에 갈 때 우리는 “나 오늘 

증명사진 찍으러 간다.”라고 말하곤 한다. 사실 말
은 사진을 ‘찍으러’ 간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
진을 ‘찍히고’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는 피동 표현을 사용해야 할 맥락임에도 불구하고 
능동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관습
이 문법을 지배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① 사냥꾼이 독수리의 날개를 꺾었다.
② 나는 거리에서 엄마를 꼭 껴안았다.
③ 선생님, 내일까지 단정히 머리 깎고 올게요.
④ 이번 시험에서 꼴등을 하다니 정말 잘했구나.
⑤ 그녀는 새로 산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 8~1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차디찬 아침인데
묘향산행 승합자동차는 텅하니 비어서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오른다
옛말속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손잔등이 밭고랑처럼 몹시도 터졌다
계집아이는 자성(慈城)으로 간다고 하는데
자성은 예서 삼백오십 리 묘향산 백오십 리
묘향산 어디메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
쌔하얗게 얼은 자동차 유리창 밖에
내지인(內地人) 주재소장(駐在所長) 같은 어른과 어린 아이 
둘이 내임을 낸다
계집아이는 운다 느끼며 운다
텅 비인 차 안 한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보개를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꽁꽁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 백석「팔원(八院) - 서행시초(西行詩抄) 3」

(나)
흑반(黑斑)* 잔뜩 끼어 죽어가는 난 잎 어루만지며
베란다 밖을 살핀다
저녁 비가 눈으로 바뀌고 있다
주차장에 누군가 차 미등 켜논 채 들어갔나
오른쪽 등 껍질이 깨졌는지
두 등 색이 다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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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을 한 번 벗었다 다시 낀다
눈발이 한 번 가렸다가
다시 빨갛고 허연 등을 켜놓는다
난 잎을 어루만지며 ⓒ주인이 나오기 전에
배터리 닳지 말라고 속삭인다
다시 만날 때까지는
온기를 잃지 말라고
다시 만날 때까지는
눈감지 말라고
치운* 세상에 간신히 켜든 불씨를
아주 끄지 말라고
이 세상에 함께 살아있는 그 무엇의

난이 점차 뜨거워진다 
- 황동규,「퇴원 날 저녁」

(다)
나이든 남자가 혼자 밥 먹을 때
울컥, 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다
큰 덩치로 분식집 메뉴표를 가리고서
등 돌리고 라면발을 건져올리고 있는 그에게,
양푼의 식은 밥을 놓고 동생과 눈흘기며 숟갈 싸움하던
그 어린 것이 올라와, 갑자기 목메게 한 것이다

몸에 한세상 떠넣어주는
먹는 일의 거룩함이여
이 세상 모든 찬밥에 붙은 더운 목숨이여
이 세상에서 혼자 밥 먹는 자들
풀어진 뒷머리를 보라
파고다 공원 뒤편 순댓집에서
국밥을 숟가락 가득 떠넣으시는 ⓓ노인의, 쩍 벌린 입이
나는 어찌 이리 눈물겨운가 

- 황지우,「거룩한 식사」

* 흑반(黑斑): 검은 빛깔의 얼룩점. * 치운 : 추운.

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영탄법을 구사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②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현재형 진술을 통해 시적 상황을 현장감 있게 드러내

고 있다
④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를 통해 시간적 배경을 구체화

하고 있다
⑤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

현하고 있다

9.  (가)를 읽고 떠오른 의문에 관해 <보기>처럼 답변을 얻었다
고 할 때, ㄱ~ㅁ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학습 도움 
게시판

백석의「팔원 - 서행시초 3」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옛말속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는 무슨 
의미인가요?

↳‘계집아이’가 옛날이야기에 나올 것 같은 진한 
초록색의 새 저고리를 입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계집아이’의 처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지요………………………………ㄱ

‘자성(慈城)’은 어떤 곳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중강진 부근의 지명입니다. 한

반도의 북쪽 변방 지역이지요. …………………………ㄴ
‘내임을 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내임’이 줄어들면 ‘냄’이 되는데, 이 ‘냄’은 ‘배웅’의 평안도 

방언입니다. ‘냄내다’는 ‘배웅하다’라는 말이지요. ………ㄷ
‘느끼며 운다’가 무슨 뜻이죠?
↳여기서 ‘느끼다’는 ‘감각하다’나 ‘깨닫다’가 아닌, 

‘흐느끼다’와 비슷한 말입니다. ……………………ㄹ
‘내지인 주재소장’이 무슨 말이죠?
↳‘내지인’은 일본인을, ‘주재소장’은 오늘날의 파출소장과 비

슷한 직책을 가리키던 일제 강점기의 용어입니다.………ㅁ

① ㄱ으로 볼 때, ‘계집아이’의 거친 손잔등은 새 저고리와 
대비가 되어 측은한 느낌을 주는군.

② ㄴ에 따르면 ‘계집아이’는 추운 겨울 아침에 더 추운 곳
을 향해 간다는 것이니, 그 여정이 무척 험난하게 느껴
지는군.

③ ㄷ으로 볼 때, 배웅을 받으며 차에 오르는 ‘계집아이’의 
모습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화자 자신의 의지를 함
께 읽을 수 있군.

④ ㄹ을 보니, ‘운다’의 반복에 ‘느끼며’가 추가됨으로써 울
고 있는 ‘계집아이’가 더욱 가련하게 여겨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

⑤ ㅁ은 ‘계집아이’가 처한 상황을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연관 지어 파악해 볼 수 있게 하는군.

10.  <보기>에 따라 (나)에 대해 토의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
은 것은?

<보 기>
이 작품은 시인이 60세 때 귀에 큰 병을 앓아 

두 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고 퇴원한 날 지은 시
라고 한다. 이 시를 감상할 때는 이미지의 일관
성이란 측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죽어가는 난, 
미등이 켜진 자동차, 그리고 갓 퇴원한 화자 사
이의 유사성에 주목해 보면 이 작품을 보다 풍부
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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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난’과 ‘미등’의 묘사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화
자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

② ‘빨갛고 허연 등’은 난과 자동차, 그리고 화자를 비롯한 
모든 존재가 지닌 양면성을 의미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을 거야.

③ ‘배터리 닳지 말라’, ‘온기를 잃지 말라’, ‘눈감지 말라’
는 주문은 모두 갓 퇴원한 화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하
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④ ‘치운 세상에 간신히 켜든 불씨’는 어렵사리 지켜 가고 
있는 생명의 불씨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거야.

⑤ 마지막 연에서 화자가 ‘난이 점차 뜨거워진다.’라고 한 
것은 난과의 교감 속에서 삶에 대한 의지를 느낀 것이
라고 볼 수 있겠지.

11.  ⓐ~ⓓ중 <보기>의 밑줄 친 내용과 관련 있는 것끼리 바르
게 묶은 것은?

<보 기>
시에는 화자 이외의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화자가 그 인물들에 대해 보일 수 있는 태도는 
여러 가지이다. 어떤 이유로 그 인물을 등장시켰는가
에 따라 화자는 그를 예찬하거나 비판하기도 하며 그
에게 연민을 느끼거나 혹은 냉소를 보내기도 한다.

① ⓐ와 ⓑ ② ⓐ와 ⓓ  ③ ⓑ와 ⓒ
④ ⓑ와 ⓓ ⑤ ⓒ와 ⓓ

[ 12~1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이 가진 인지 능력 가운데 하나인 유추는 언어
의 생산과 이해에 있어서 유용한 기제*가 된다. 유추는 
유사한 속성에 기초해서 새로운 단어나 표현을 만들기 
때문에 신어(新語)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어의 형성에 있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유추는 
㉠ 구조적 유사성에 기초한 경우이다.

(1) ㄱ. 귀마개 → 입마개 ㄴ. 탁아소 → 탁아모
(1)-ㄱ과 (1)-ㄴ의 화살표 왼쪽은 화살표 오른쪽 단어

들의 모형이 된다는 점에서 모두 먼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1)-ㄱ에서‘입마개’는‘추위를 막기 위하여 입을 가리
는 물건’의 의미를, (1)-ㄴ에서‘탁아모’는‘보호자 대신 어린 
아이를 맡아 돌보는 여자’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언중(言
衆)들이 어떤 단어를 모형으로 삼아 그와 구조적으로 비슷
한 단어들을 만들어 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찾아볼 수 있는 유추는 ㉡오분석(誤分析)이 새
로운 단어 형성의 기제가 된 경우이다.

(2) ㄱ. 월요일 → 월요병 ㄴ. 개망신 → 개코망신
(2)-ㄱ에서 화살표 왼쪽의 ⓐ‘월요일’은 ‘화요일, 수요

일’ 등을 고려할 때 일차적으로 ‘월’과 ‘요일’로 분석된다. 그
런데 이를 모형으로 한‘월요병’은‘월요일’에서 ‘월요’와 ‘일’을 
일차로 나누고 ‘일’대신에 ‘병’을 넣어 생성한 단어이다. 따라
서 이는 직접 성분*을 잘못 분석한 경우이다. 한편 (2)-ㄴ
에서 화살표 왼쪽의‘개망신’의 ‘개’는 ‘헛된, 쓸데없는’의 의미
를 가지는 접두사이지만, 이것이 ‘개〔犬〕’로 잘못 분석되면
서‘개망신’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개코망신’이라는 단어가 
생성되었다. 이것은 접두사의 의미를 잘못 분석한 경우이다.

한편 유추에는 과도 분석이 적용되어 새로운 표현을 형
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주로 의도적인 일탈 표현으로 
나타난다. ㉢과도 분석이 기제가 된 경우는 임시어로 취급
되어 사전에 실리지 못한다.

(3) ㄱ. 입춘대길(立春大吉) → 입학대길(入學大吉) - 
        전자 제품 광고 문구
    ㄴ. 뭉쳐야 산다 → 흩어져야 산다 - ��신문 기사
        의 일부
(3)-ㄱ은 전자 제품을 입학 선물로 사면 운수가 좋을 것이

라는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하나의 단위로 기능하는 한자 성
어의 일부분을 의도적으로 분석하여 다른 글자로 대치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도적 일탈 표현은 속담이나 격언에도 
적용된다. (3)-ㄴ은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계열 분리를 주장하
는 표현이다. 이것이 문장의 형식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하
나의 단위로 쓰이는 것이라고 할 때 화살표 왼쪽 표현의 내부 
요소를 분석하여 화살표 오른쪽처럼 다른 요소로 대치하는 것
은 넓은 의미에서 과도 분석이 적용된 예라고 할 수 있다.

유추에 의해 형성된 단어나 표현들이 반드시 온전한 단
어나 표현으로 굳어져 국어사전에 실리는 것은 아니다. 하
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모두 ( ⓑ )는 사실이다. 기존 어
휘들을 구성하던 재료들을 사용하여 신어를 만드는 방식을 
통해 우리는 유추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

 * 기제 :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의 작용이나 원리. 
 * 직접 성분 : 직접 구성 요소. 합성어를 구성하는 일차적인 성분.

12.  <보기>의 ㉮~㉰를 위 글의 ㉠~㉢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 기>

㉮‘의자매’는 ‘의형제’를 모형으로 만들어진 단어로, ‘의
리로 맺은 여자 형제’, ‘ 아버지나 어머니가 서로 다
른 여자 형제’를 의미한다.

㉯‘세 살 건강 여든까지 간다’는 어릴 때 건강의 중요성
을 강조하기 위해‘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
담을 바꾸어 표현한 것이다.

㉰‘가계부’는 ‘가계, 가계비’ 등을 고려할 때 일차적으로 
‘가계’와 ‘부’로 분석된다. ‘가계부’를 모형으로 만들
어진 ‘차계부’는 ‘가’ 자리에‘차’를 대치한 것이다.

㉠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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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기>를 참조할 때, 아래에 제시된 단어 중에서 형성 과
정이 ⓐ와 동일한 것은?

<보 기>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

을 어근이라고 하며,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을 접사라고 한다. 하나의 어근으로 된 단어를 단일어
라고 하며, 둘 이상의 어근이나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라 한다. 복합어 중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
한 것이 합성어이고, 어근의 앞이나 뒤에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것이 파생어이다.

① 하늘    ② 먹이    ③ 나무    ④ 풋사랑    ⑤ 어깨동무

14.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축약과 생략을 통해 쉽게 만들어진다
② 이전의 단어나 표현을 인위적으로 대체한다
③ 어떤 대상을 본떠서 새로운 결과물을 형성한다
④ 형태상의 변화 없이 새로운 의미와 기능을 지니게 된다
⑤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이루어진다

[ 15~18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일상에서 시간의 흐름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 
시간 그 자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하지만 때로는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시간이 진정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곤 한다. 과연 시간이란 과학적으로 어떤 것일까?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뉴턴 역학에 따르면, 시간은 
우주 자체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것이다. 아
리스토텔레스의 역학 체계가 무너지고 17세기에 등장한 뉴턴 
역학에 근거하여 과학자들은 자연의 모든 현상이 기계적 원인
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기계론적 우주관을 발전
시켜 갔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이나 현재의 생각은 모두 과거의 
어떤 물질적인 원인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뉴턴 
역학에서는 완벽한 존재인 신이 만든 우주가 불안정할 수는 없
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우주는 항상 변하지 않고 현재의 상태를 
영원히 유지한다고 여겼다. 그래서 뉴턴 역학에서 시간은 시작
이 없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으로, 우주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과 아무 관계없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일정하게 흘러가는 것
이라고 생각했다.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은 시간을 뉴턴 역학과는 다르게 보
았다. 그는 시간을 공간과 긴밀히 연관되어 함께 변하는 상대적
인 것으로 보았다. 즉 공간적 위치가 달라지면 시간의 흐름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은 물체의 운동에도 상대적이
다. 운동장을 빠르게 질주하는 사람과 교실에서 가만히 밖의 풍
경을 보고 있는 사람의 시간의 흐름은 다르다. 이 관점에서 보
면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건을 반대 방

향으로 돌릴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를 나타내는 시공
간의 한 점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시공간의 한 점으로 여행이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된다. 이러한 시간 여행의 가능성에 대해
서는 많은 견해가 있는데,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시공간
이 아주 심하게 휘어져 있는 블랙홀과 같은 특수한 공간이라면 
시간 여행이 가능하지만 현재의 과학자들은 그런 여행은 사실
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과학적으로 가능한가라는 문제
에 대해 더 살펴보자. 병 속의 맑은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떨
어진 그 지점에서부터 번지기 시작한 잉크는 시간이 흐름에 따
라 물 전체에 골고루 퍼져 나간다. 이때 잉크와 물이 들어 있는 
병을 하나의 우주라고 가정하면 이 우주에서의 시간은 물에 잉
크가 번지는 사건에 의해 그 흐름이 판단될 수 있다. 잉크가 물
에 퍼져 나가는 방향으로의 진행을 시간이 흐르는 방향이라고 
할 때, 흩어졌던 잉크가 다시 한 점으로 모이는 것이 가능하다
면 이 우주에서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그렇지 않다’이다. 물에 흩어졌던 
잉크가 다시 한 점으로 모이는 것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가
로막고 있어서 불가능하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무
질서도가 증가하는,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물에 흩어졌던 잉크가 다시 한 점으로 모이는 것은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위배된
다. 그리고 흩어졌던 잉크가 다시 한 점으로 모이는 것은 우주
에서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에 대응되므로 이 우주에서 시간
이 거꾸로 흐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뉴턴과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정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 허블에 의해 우주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팽창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상태가 되기까지 우주는 계속해
서 팽창해 왔다는 말인데, 이는 시간의 흐름이 우주의 팽창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주가 탄생한 시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시점이 바로 시간의 
시작에 해당함을 시사한다. 우주가 탄생되기 이전에는 공간이 
없었을 것이고, 팽창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시
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우주의 나이를 알면 
시간의 나이도 알 수 있다. 현재 추정하는 우주의 나이는 약 13
7억 년이다.

1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간에 대해 과학자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② 과학자들이 시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이유와 계기

를 소개하고 있다.
③ 시간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새롭게 연구해야 하는 이유

를 제시하고 있다.
④ 시간의 흐름을 당연시하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과학

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⑤ 시간의 존재와 기원에 대한 과학자들의 연구 과정과 

영향 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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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공상 과학 영화나 만화를 보면 주인공이 타임머신을 타

고 과거나 미래로 시간 여행을 하는 것을 접할 수 있다.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면 그 일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 법도 한데, 영화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는 주인공이 미래로 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주인공이 
미래로 간 일이 현재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렇듯 주인공이 시간 여행을 자유롭게 하는 모습을 접하
다 보니, 사람들 중에는 타임머신이 언젠가는 발명되어 시
간 여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
로 많다. 그러나 아직까지 타임머신이 발명되었다는 소식
은커녕 그런 연구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언제쯤 
그런 기계가 발명될지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다.

① 영화에서 주인공이 과거나 미래로 간 것이 현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뉴턴 역학에 
근거한 기계론적인 우주관과는 상치된다고 할 수 있
겠군.

② 자연의 모든 변화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루
어지기 때문에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을 알 수 있겠군.

③ 시공간이 아주 심하게 휘어져 있는 블랙홀과 같은 특수
한 공간이 전제가 된다면 영화 속에서처럼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겠군.

④ 과학자들이 타임머신 발명을 위한 연구를 등한시하게 된 
것은 우주가 항상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뉴턴 역학
의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이겠군.

⑤ 아인슈타인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시간
의 흐름 속에서 사건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
라 과거의 특정 시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보았겠군.

17.  ㉡의 입장에서 ㉠의 생각을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간의 존재는 때로는 부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
다.

② 시간이 흐르는 방향은 하나로만 규정될 수 없기 때문
에 시간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③ 시간이 모든 우주 공간에서 동일하게 흐르는 것은 아
니기 때문에 시간을 우주 자체와 관련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④ 우주는 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주는 완벽한 신이 만
든 안정적인 공간이라는 전제하에서 시간을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⑤ 시간과 공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
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관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8.  위 글의 글쓴이가 ⓐ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근거를 <보
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ㄱ. 시간의 흐름은 우주의 팽창과 맞물려 있다.
ㄴ. 우주의 팽창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ㄷ. 우주가 탄생한 시점이 바로 시간의 시작에 해당한다.
ㄹ. 우주의 탄생은 시간의 존재가 전제되었을 때 가능하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ㄴ, ㄹ
⑤ㄷ, ㄹ

[ 19~2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김선옥이 가출한 뒤 김씨 일가의 재산을 탐
낸 팔촌 형옥은 가짜 선옥을 집으로 데려온다.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은 진짜 선옥으로 여기고 반기나, 부인 이씨는 가짜라 
주장한다. 결국 송사로 번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된 진 
어사는 3년 동안 전국을 찾아다닌 끝에 진짜 선옥을 찾아 집
으로 데려온다.
이때 어사가 광경을 보니 이 씨의 절개도 갸륵하거니와 그 

선옥의 진위를 아는 지혜를 마음으로 더욱 탄복하고 몸소 창밖
에 나아와 이 씨와 선옥을 데리고 들어와 즉시 이 씨로 수양딸
을 정하였다. 이씨가 부녀지례로 뵈니 어사가 선옥과 이 씨를 
가까이 앉히고 이 씨더러 물었다.

“여아는 어찌 가부의 진가를 알았느뇨?”
이 씨가 대답하였다.
“가부의 앞니에는 참깨만 한 푸른 점이 있사오매 이로써 안 

것이요, 다른 데는 저놈과 과연 추호도 차이가 없도소이다.”
어사가 그 영민함을 찬탄하고 선옥에게 일러,
“너의 가처가 나의 여아가 되었으니 너는 곧 나의 사위라. 너

희 둘이 이제 만났으니 각각 정회도 펴려니와 우선 네가 절에서 
떠난 연고를 자세히 하여 피차 의혹되는 마음이 없게 하라.”

라고 하니, 선옥이 주저하고 즉시 말을 못하였다. 이씨가 말
하였다.

“장부가 할 말이면 반드시 실상으로 할 것이거늘 어찌 이같
이 주저하느뇨?”

선옥이 그제야 이 씨를 향하여 말하였다.
[A][“내 모년월일야에 중의 의관을 바꾸어 입고 내려와 그

대의 처소에 이르러 보니 그대 어떤 의관한 남자와 더불어 희
롱하는 그림자가 창밖에 비쳤으매, 매우 분노하여 들어가 그대
와 그놈을 모두 죽이고자 하다가 도로 생각하니, ‘만일 그러하
면 누명이 나타나 나의 가성(家聲)이 더러워질 것이라. 차라리 내 
스스로 죽어 통한한 모양을 아니 보리라.’하고 강변에 나아가 굴
원(屈原)*을 찾고자 하다가 차마 물에 들지 못하고 도로 절을 향
하고 오다가 또 생각하니, ‘내 만일 집으로 돌아가면 그 분한 심
사를 항상 풀지 아니할지라. 이러할진댄 어찌 가정의 낙이 있으리
오? 차라리 내 몸을 숨겨 세상을 하직하고 세월을 보내리라.’하여 
그 길로 운산을 바라보고 창망히 내달려 우연히 함경도 단천 땅에 
이르러 상원암이라 하는 절에 들어가 수운 대사의 상좌가 되었으
나, 대인을 만나 종적을 감추지 못하고 이제 이같이 만났으니 알
지 못하겠도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더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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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옥란이 반나절이나 생각하더니 고하였다.
“소비(小婢)가 그때 아이 적이라, 낭자가 공자의 도복을 지

으시매 앞뒤 수품과 길이 장단이 맞는가 시험코자 하여 소비에
게 입히시고 두루 보실 제, 소비가 어리고 지각이 없어 공자가 
절에서 보낸 갓이 벽에 있거늘 장난으로 내려 쓰고 웃으며 낭
자께 여쭈되, ‘소비가 공자와 어떠하나이까?’하니, 낭자가 또한 
웃으시고 꾸짖어 바삐 벗으라고 하기로 즉시 벗어 도로 걸었사
오니 이밖에는 의관을 입은 적이 없사옵니다.”

라고 하였다. 선옥이 듣기를 다하고 자기의 지혜가 없음과, 
빙설같은 이 씨를 의혹하던 일과, 이 씨의 중간 축출하던 일을 
일일이 생각하니 후회막급이라. 바로 한번 죽어 이 씨에게 사
례하려고 하며 즉시 마당에 내려와 부친과 모친의 앞에 나아가 
땅에 엎어져 통곡하고 말하였다.

“불초자(不肖子)가 그릇 처를 의심하여 양친의 슬하를 떠나 
어버이의 은덕을 저버렸고, 의려하시며 욕자(辱子)의 사생을 
모르시고 주야 애타게 하심과, 저놈으로 하여금 가도(家道)를 
소요케 함이 모두 다 욕자의 불초한 탓이오니 소자의 죄는 만
번 죽어도 애석할 것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처사와 부인이 몸둘 바를 모르고 말하였다.
“그대 어떤 사람이건대 우리를 부모라 하느뇨?”
선옥이 더욱 망극하여 고하였다.
“부친과 모친은 어찌 욕자를 모르시나이까? 욕자가 분명 선

옥이오니 자세히 보소서.”
라고 하니, ㉠가짜 선옥이 또한 통곡하고 말하였다.
“가운이 불행하여 이제 이같은 윤상(倫常)의 변고가 있으니 차

라리 소자가 진작 세상을 버려 양친의 의심하심을 없게 할 것이라.”
라고 하였다. 처사 부부가 자세히 보니 가짜 선옥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 진위를 분별치 못하여 두 선옥을 보며 더욱 
심황(心惶)하여 미친 듯, 술에 취한 듯 정신없이 있는데, 어사
가 처사와 두 선옥을 당에 올려 앉히고 처사에게 물었다.

“그대는 지금도 두 선옥 중에서 진위를 모르느뇨?”
처사가 황공하게 대답하였다.
“오히려 분별하지 못하오니 눈이 있어도 없는 것과 다름이 

없사오며, 늘그막에 이같은 고금에 없는 집안의 변고를 만났으
니 도무지 내가 사리 분명치 못한 탓이리라. 누구를 한(恨)하
리요? 바라건대 대인은 살피시어 부자의 천륜으로 문란함이 없
게 처결하심을 천만 복축 하나이다.”

어사가 웃고 말하였다.
“옛글에 ‘지자(知子)는 막여부(莫如父)*라.’ 하였나니, 그 아

비가 분명치 못한 자식을 남이 어찌 알리요? 그러나 그대 분명 
선옥을 알려는가?”

라고 하고 곁방을 열고 이씨를 불러 말하였다.
“너의 장부의 진위를 분석하여 시아버지의 미혹(迷惑)함을 

풀도록 하라.”
이 씨가 처사께 여쭈었다.
“가부의 앞니에 푸른 점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처사가 이 말을 듣고는 꿈을 처음 깬 듯이 비로소 두 선옥

의 입을 열라 하고 보니, 과연 가짜 선옥의 이에는 아무 점도 
없고 진짜 선옥의 이에는 이전 보던 푸른 점이 있었다. 그제야 
처사가 의혹을 해소하여 분명한 아들을 찾게 되었다.

- 작자 미상, ‘화산중봉기’
* 굴원：중국 전국 시대 때의 유명한 시인으로 초나라의 운명

이 다했다고 생각해 멱라수에 스스로 빠져 죽음.

* 지자는 막여부：아들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버지만 한 사람이 
없음.

19.  위 글을 읽고 떠올린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어사가 이씨의 절개가 높고 지혜 있음을 알고 수양딸

로 삼는 장면
② 머뭇거리는 선옥에게 이씨가 절을 떠난 연고를 밝힐 

것을 촉구하는 장면
③ 선옥이 부모에게 근심을 끼친 자신의 잘못을 통곡하며 

말하는 장면
④ 처사와 부인이 이씨가 곁방에 있을 줄을 미리 알고 기

다리는 장면
⑤ 진짜 선옥이 누구인지 묻는 어사의 물음에 처사가 황

공해하는 장면
20.  위 글(㉮)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옹고집은 성질이 고약하여 매사에 삐뚤어진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며 불도를 능멸하였다. 이에 무학 대
사는 지푸라기로 도술을 부려 만든 허옹(가짜 옹고집)을 
옹고집의 집으로 보낸다. 가족들조차 누가 진짜 옹고집인
지 모르게 되어 관가에서 송사를 벌이게 되는데 옹고집은 
호적에 대해 대충 말하고, 허옹은 조상과 세간을 매우 자
세하게 말하여 허옹이 사또에게 진짜 옹고집으로 인정받
는다. 진짜 옹고집은 그 길로 쫓겨나고 후에 개과천선(改
過遷善)한 뒤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① ㉮에서는 전기적(傳奇的) 요소가 나타나지 않지만, ㉯
에서는 전기적 요소가 나타난다.

② ㉮에서는 선옥의 가출이, ㉯에서는 옹고집의 잘못된 행
동이 가짜 인물이 등장하는 단초가 된다.

③ ㉮에서는 가족 중에서 이씨만 선옥을 알아보았고, ㉯에
서는 옹고집을 알아보는 가족이 없었다.

④ ㉮에서는 선옥의 진위를 밝히는 조력자가 등장하지만, 
㉯에서는 옹고집의 진위를 밝히는 조력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⑤ ㉮와 ㉯ 모두에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인물들
의 실체가 입증되며 사건이 해결된다.

21.  [A]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거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②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며 주장을 펼치고 있다.
③ 자신의 약점을 합리화하면서 스스로를 옹호하고 있다.
④ 현재의 처지를 말하여 상대방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다.
⑤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면서 상대방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22.  ㉠의 언행을 비판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후안무치(厚顔無恥)             ② 수주대토(守株待兎)
③ 각주구검(刻舟求劍)             ④ 감탄고토(甘呑苦吐)
⑤ 아전인수(我田引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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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6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인들이 도무지 무엇을 그렸는지 알아보기가 힘든 추상 
표현주의 그림을 보면 그림이 이렇게 난삽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미
술이 현상을 완전하게 재현(再現)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회화가 가
시 세계를 완벽하게 재현하거나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가시 세계의 완벽한 재현, 사실의 정확한 기록에 대한 기대
는 회화보다 사진에서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사진은 파인더 
속에 들어오는 피사물을 광학 장치로 포착하여 인화지에 그대
로 옮겨 낸다. 따라서 사진이야말로 가장 ㉮객관적인 재현이라
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진도 알고 보면 피사물을 찍는 과
정에서 사진 작가의 주관적인 취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
와 마찬가지로 화가 역시 자신이 재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아무
리 정확히 재현하려 해도 성공할 수 없다.

㉠곰브리치(Gombrich)는 미술에서의 완벽한 모방이라는 목
표에 제약을 가하는 두 가지 한계를 지적하면서 전통적 재현론
의 입장을 거부한다. 그 두 가지의 한계는 실재(實在)와 비교하
면 제약을 갖고 있는 매체(물감)의 성격과 재현 방법을 지배하
는 화가의 심적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화가
는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모사(模寫)*할 수 없고, 단지 매체를 
이용해서 자신이 본 것을 번역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 바탕으
로 곰브리치는 재현이란 외적 형태의 모방이 아니라 이미지의 
창출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점을 이해하기 위해 양식으로서의 
미술사를 수립한 뵐플린(Wolfflin)이‘양식’에 대하여 해명하기 
위해 인용하고 있는 리히터(Richter)라는 화가의 일화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독일 낭만주의 계열에 속해 있던 리히터가 자
신의 동료 화가들과 함께 티볼리에서 똑같은 풍경을 아무런 왜
곡 없이 객관적으로 묘사해 ㉡보자는 취지로 작업하였으나 그 
결과는 각기 다른 네 점의 풍경화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회화나 조각에 있어서 재현의 역사는 일정한 표현의 
법칙 혹은 규범이나 관습의 지배를 받으며 발전해 왔다. 그 결
과 넓게 보면 다 같이 재현 미술에 속하면서도 수많은 양식으
로 나눌 수 있는 다양한 경향과 방법을 창안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고대 그리스의 조각은 이집트나 크레타 혹은 
미케네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재현의 전통을 수립할 수 
있었으며, 재현 미술의 원리를 정립했던 르네상스는 그리스·로
마 문화와 같은 자양분 덕분에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가 흔히 관념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의 그림도 독자적
인 재현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다. 6세기경에 활동한 사혁(謝
赫)은『고화품록』이라는 화론서에서 사물을 재현하는 방법을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그 이론은 후대의 화가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다. 미술사란 바로 이러한 표현의 계보를 따지는 
것이며, 따라서 그 숱한 유파와 양식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모사(模寫): 사물을 형체 그대로 그림. 또는 그런 그림.

23. .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고대 그리스의 미술은 이집트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
② 사진에도 사진을 찍는 사람의 주관적 취향이 반영된다.
③ 중국 회화의 재현과 관련한 전통은6세기에 완성되었다.
④ 일반인은 미술이 현상을 정확히 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⑤ 재현 미술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경향과 방법을 정립했다.

24.  <보기>에서 ㉮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사혁은『고화품록』에서 육법을 언급하였다. 육법은 

첫째, 사물의 겉모습보다는 천지 만물이 지니는 생생한 
느낌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기운생동(氣韻生動)이고 둘
째, 선인의 필격이나 골법의 습득을 비롯한 붓놀림에 대
한 기법인 ⓑ골법용필(骨法用筆)이며 셋째, 물체 자체의 
모습, 특성 따위를 잘 알아 그 형상을 표현하라는 ⓒ응물
상형(應物象形)이다. 넷째는 그리는 대상의 종류에 따라 
대상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채색을 하라는 ⓓ수류부채
(隨類賦彩)이고, 다섯째는 화면을 살리기 위해서 전체적
인 구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경영위치(經營位置)이며, 
여섯째는 선인의 그림을 본떠서 그리면서 그 기법을 체득
해야 한다는 ⓕ전이모사(轉移模寫)가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25.  ㉠의 관점에서 <보기>의‘세잔’을 평가한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폴 세잔은 자신의 고향인 액상 프로방스의 생트 빅투아르 

산을 근20년 동안이나 연작으로 그렸다. 그 산은 세잔의 작업
실에서 바라보이는 나무가 없는 돌산이었는데, 세잔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유화 44점, 수채화 43점을 그렸다. 이 연작에
서 대상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방식의 변모 양상은 흥미롭다.

① 세잔의‘생트 빅투아르 산’연작은 산을 관찰한 그의 번
역의 결과이다.

② 세잔은 자연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려는 노력을20년에 
걸쳐서 지속했을 것이다.

③ 세잔은‘생트 빅투아르 산’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나타내려고 했을 것이다.

④ 세잔은 자신의 눈에 비친‘생트 빅투아르 산’을 그리려
고 노력한 화가로 볼 수 있다.

⑤ 세잔은 유화 물감과 수채화 물감을 이용하여 자신이 본
‘생트 빅투아르 산’의 모습을 번역하였다고 볼 수 있다.

26.  <보기>를 참고하였을 때 ㉡과 같은 용례가 아닌 것은?
<보 기>

용언 중에는 단독으로는 쓰일 수 없고 반드시 다른 용언에 
기대어 그 말에 뜻을 더해 주는 용언이 있다. 이를 보조 용언
이라 한다. 보조 용언은 그 앞에 있는 용언의 뜻을 더해 주는
데, 보조 용언의 도움을 받는 용언을 본용언이라 한다. 보조 
용언이 포함된 문장을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분리하여 두 문
장으로 만들면, 보조 용언을 서술어로 하는 문장은 의미상 성
립하지 않거나 분리하기 전의 문장과 의미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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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제 무리를 해서 몸살이 난 것 같아서 약을 먹어 보았다.
②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③ 지진 피해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을 직접 가서 

보았다.
④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를 돌려받기까지의 자초지종을 

들어 보았다.
⑤ 예상과 달리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지만 얇은 옷으로 

버텨 보았다.

[27-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든 사과는 알칼리성이 강한 과일이다.’혹은‘어떤 사과는 
알칼리성이 강한 과일이다.’와 같이 주어와 술어, 두 단어(개념, 
집합 혹은 범주)의 포함과 배제 관계를 서술하는 명제를‘정언 
명제’라 한다. 그리고‘모든 사과는 알칼리성이 강한 과일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과는 알칼리성이 강한 과일이다.’에서처럼 정
언 명제로 이루어진 논리 체계를‘정언

논리’라고 한다. 이 정언 논리의 타당성 여부는19세기논리학자
인 벤이 제시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정언 논리의 타당성을 판단하려면 우

선 정언 명제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정언 
명제의 벤 다이어그램은 겹치는 부분이 있는 두 원으로 되어 있다. 
보통 왼쪽의 원은 주어 집합‘S’를 오른쪽의 원은 술어 집합‘P’를 가
리킨다. 벤다이어그램은 옆의 그림처럼 네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다 다음 세 가지 사항을 표시한다. 첫째, ‘어떤 영역에 아무 
것도 없다’라는 내용의 경우, 즉 원소가 없는 부분은 ‘빗금’으로 나
타낸다. 둘째,‘어떤 영역에 적어도 하나는 있다.’라는 내용의 경우, 
즉 원소가 있는 부분은‘ⓧ’로 나타낸다. 마지막으로‘어떤 영역에 적
어도 하나가 있는지 아무 것도 없는지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의 경
우, 즉 원소가 있고 없음을 모르는 부분은 표식 없이 빈 채로 둔다.

   
정언 명제는 A, E, I, O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논의의 

편의상 정언 명제의 주어 집합 S에서 논의되는 범위가 ‘모든’일 
경우 주어 집합의 원소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 A명
제’와 ‘E명제’는 왼쪽의 벤다이어그램처럼 나타낼 수 있다. 우
선, ‘ A명제’는 만약 어떤 것이 S에 속한다면 그것은 P에 속한
다는 내용으로 S의 원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
서 S이면서 P가 아닌 영역에는 빗금이, 영역 2에는 ⓧ가 표시
된다. ‘ E명제’는 만약 어떤 것이 S에 속한다면 그것은 P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S의 원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의미
이다. 따라서 S이면서 P인 영역 2에는 빗금이 영역 1에는 ⓧ
가 표시된다.

한편 정언 명제의 주어 집합 S에서 논의되 는범위가 ‘어떤’
일 경우, ‘I명제’와 ‘O명제’는 오른쪽의 벤다이어그램처럼 나타
낼 수 있다. ‘I명제’는 S의 원소가 적어도 하나 있고 그것이 또
한 P에 속한다는 내용으로 S이면서 P인 것이 적어도 하나 존
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S이면서 P인 영역, 즉 영역 2가 ⓧ
로 표시된다. 마지막으로‘O명제’는 S의 원소가 적어도 하나 있
고 그것은 P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S이면서 P가 아닌 
것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S이면서 P가 
아닌 영역, 즉 영역 1이 ⓧ로 표시된다.

이제 벤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모든 사과는 알칼리성이 강
한 과일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과는 알칼리성이 강한 과일이
다.’라는 논증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자.‘사과’를 ‘S’라 하고 ‘알
카리성이 강한 과일’을 ‘P’라고 한다면 이 논증의 전제는 ‘모든 
S는 P이다.’라는 A명제이고 결론은‘어떤 S는 P이다.’라는 I명제
로 이루어져 있다. 위의 벤다이어그램으로 볼 때 결론 I명제는 
영역2, 즉 S와 P가 겹치는 부분에 ‘어떤 것이 적어도 하나 존
재한다’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전제 A명제에도 영역2에 어떤 
것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전제가 결론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논증은 타당하다.

27.  위 글의 흐름을 <보기>처럼 나타냈을 때, ⓐ에 들어갈 내
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사례를 들어 정언 명제와 정언 논리를 정의한다.
↓

� 정언 명제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설명
한다.

↓
� 주어 집합이‘모든’일 때의 정언 명제를 벤 다이어그램

으로 나타낸 유형을 소개한다.
↓

� 주어 집합이‘어떤’일 때의 정언 명제를 벤 다이어그램
으로 나타낸 유형을 소개한다.

↓
� ⓐ                  

①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정언 논리의 개념을 이끌어 낸다.
② 사례를 들어 글쓴이 자신의 주장이 지닌 문제점을 보완한다.
③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정언 논리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④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정언 논리의 타당성을 검증

하는 방법을 사례를 들어 보여 준다.
⑤ 벤 다이어그램을 근거로 기존의 정언 논리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을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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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에 들어갈 벤다이어그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9.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모든 사람은 네발 동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

은 네발 동물이다.
① 전제는‘모든 S는 P가아니다.’라는 E명제라고 할 수 있겠군.
② 결론은‘어떤 S는 P이다.’라는 I명제라고 할 수 있겠군.
③ 전제는 영역 1에 어떤 원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겠군.
④ 결론은 영역 2에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

타내고 있겠군.
⑤ 전제가 결론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논증이 타당

하다고 할 수 없겠군.

[ 30~3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서파삼우(西坡三友)란 나의 벗 이이립(�而立)이 스스로 
지은 별호*이다. 이이립은 사람들 중에서 호걸이다. 소년에 육
경(六經)에 통하여 우리 유학에 명성을 독차지하였고,  을유년 
과거에 급제하여 대간(臺諫)을 역임하고 인물을 선발하는 직무
를 맡아 10년을 벼슬길에 있으면서 공로와 이름이 현저하니, 하
늘이 낸 재능이라 일컬을 만하다. 기해년 가을에 벼슬에서 물러
나 남방으로 돌아와 영천(永川)의 서파리(西坡里)에 살면서 스
스로 호하기를 서파삼우(西坡三友)라 하니, 세 벗이란 양수(陽
燧)*와 뿔잔과 쇠칼이다. ㉠그가 말하기를“내가 벗과 떨어져 혼
자 사니 사람들이 나와 벗하지 않고, 나도 또한 사람들과 사귀
려 하지 않았다. 이에 세 물건으로 벗을 삼으니, 양수로서 끓이
는 것을 맡게 하고, 뿔잔으로 술을 숭상하고, 칼로 생선을 회하
여 혼자서 술 붓고 마시니 이내 취하고 배가 불렀다. 생선 나고 
쌀 나는 시골에 살면서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가 그들을 벗으로 취한 까닭이다. 자네는 이 뜻을 이해하기 쉽
도록 설명을 덧붙여 의미를 부여해 주기 바란다.”했다.

㉡나는 벗이라는 것이 그 마음의 덕을 벗하는 것이니 진실로 
벗할 덕이 있다면 사람과 물건을 모두 벗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사람이 허다하게 물건으로 벗을 삼았다. 그런
데 물건 중에 취하여 벗으로 삼을 것이 이것만이 아니거늘, 반드
시 이로써 벗을 삼은 것을 어찌 참으로 입으로 먹고 배를 채우
기 위한 계책이라고 하겠는가. 그가 겸손하게 말한 것이다.

내가 보기에 양수는 불을 취하는 기구이다. 한 번 그 불을 
얻어 꺼지지 않게 하면 그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다. 마치 
마음의 밝은 덕을 한 번 밝혀 그치지 않게 하면 그것이 다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불을 취한 자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반드
시 날로 새롭고 또 새로운 공(功)이 있으리니 어찌 불을 화덕
에 피울 뿐이겠는가. 뿔잔은 바로 뿔로 된 것이니 가운데가 비
고 안으로 향하여 아래로 임하는 길이 있다. 거기에 들어간 것

이 밝거나 흐리거나 물건을 포용하는 아량을 품고 있다. 이것을 
쓰는 자가 그 덕을 생각하면 반드시 도(道)를 즐기고 선(善)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어찌 석 잔 술의 의미를 알지 못
할 우려가 있겠는가. 칼이라는 것은 쇠이다. 가을의 기운과 부
합하니 그 덕은 예리한 데에 있다. 그 예리함을 물체에 쓰매 진
평(陳平)*은 고기의 분할을 심히 공평히 하였고, 정치에 쓰매 
여회(如晦)*는 일을 결단력 있게 잘 처리했다. 칼을 잡고 용도
를 자세히 살펴 칼 쓰기를 여유 있게 한다면 남들이 어찌 감히 
옳은 말을 거역하겠는가. 안으로 스스로 몸을 닦는 방법과 밖으
로 백성에 임하는 도리가 실로 이 세 가지에 갖추어져 있다.

공자(孔子)가 일컬은‘유익한 벗[益友]’과 맹자(孟子)가 논한 
바‘존경하는 벗〔尙友〕’이라는 말이 본래 이에 지나지 않는 것
이다.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벗을 얻었으니 벗을 취하는 법을 안
다고 이를 만하다. 그 취하여 잘 쓰는 바가 어찌 작겠는가. 훗날
에 예를 갖춘 부름에 응하고 대신(大臣)의 직책을 받아서, 백관
을 진퇴시키고 일세의 인재를 길러내어, 위로 군왕의 치화(治化)
를 돕고 아래로 청사(靑史)에 아름다운 이름을 전하게 되면, 반
드시 이 삼우(三友)에게 힘입지 않았다고 하지 못할 것이다. 아, 
대장부가 이 세상에 나서 때를 만나고 못 만나는 것은 운명이다. 
그러나 바야흐로 밝은 임금이 위에 있어 천지가 조화를 이루고 
만물이 무성하게 이루는 도(道)가 새로우니 함께 나아갈 때이다. 
내 어찌 기뻐하지 않겠는가. 마땅히 눈을 씻고 기다리겠노라.

- 유방선「서파삼우설西坡三友說」
(나)취하야 누웠다가 여울 아래 내리려다
배 매어라 배 매어라
낙홍(落紅)*이 흘러오니 도원(桃源)이 가깝도다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사와(於思臥)
인세 홍진(人世紅塵)이 얼마나 가렸나니 <춘사 8>
연잎에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닻 들어라 닻 들어라
청약립(靑蒻笠)은 써 있노라 녹사의(綠蓑衣) 가져오냐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사와(於思臥)
무심(無心)한 백구(白鷗)는 ㉢내 좃는가 제 좃는가 <하사 2>
백운(白雲)이 일어나고 나무 끝이 흔들린다
돛 달아라 돛 달아라
밀물에 서호(西湖)요 썰물에 동호(東湖) 가자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사와(於思臥)
백빈 홍료(白蘋紅蓼*)는 곳마다 경(景)이로다 <추사 3>
물가의 외로운 솔 혼자 어이 씩씩한고
배 매어라 배 매어라
머흔* 구름 한(恨)치 마라 세상을 가리온다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사와(於思臥)

파랑성(波浪聲)*을 염(厭)치 마라 진훤(塵喧)*을 막는도다  
<동사 8>

- 윤선도「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다)세상에서 들국화를 알아주지 않으면서      山菊世不數
명품이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마는       由來名品微
아무나 한 다발 꺾게 하는 무심의 경지는 어떠하며   無心供采掇
손 댈 때 언뜻 풍겨 주는 그 향기는 또 어떠한고   觸手暫芳菲
난초 방초도 결국은 믿기 어렵나니             蘭蕙竟難恃
괜스레 바람 서리가 혼자 위세 떨게 할 뿐      風霜空自威
깊은 산골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徘徊幽澗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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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같은 모습은 또한 보기 어렵도다       似汝亦云稀
- 이식,「들국화」

* 별호 : 본명이나 자 이외에 쓰는 이름.
* 양수(陽燧) : 과거에 구리로 만든 오목거울로 햇빛을 한 

곳으로 모아 불을 붙이던 기구.
* 진평(陳平) : 전한(前漢)의 개국 공신. 왕권 안정에 크게 기여함.
* 여회(如晦) : 두여회. 당태종을 섬겨 선정을 베푼 명재상.
* 낙홍(落紅) : 떨어진 꽃잎.
* 백빈 홍료(白蘋紅蓼) : 흰 마름꽃과 붉은 여뀌꽃.
* 머흔 : 험한.
* 파랑성(波浪聲) : 파도 소리.
* 진훤(塵喧) : 속세의 번잡한 일.

30.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다)는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는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② (가)∼(다)는 이상향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

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가)와 (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바탕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견디고 있다.
④ (가)와 (다)는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긍정적인 속성

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⑤ (나)와 (다)는 특정한 장소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31.  (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질문의 형식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가정의 방식으로 자신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③ 인물이 별호를 지은 이유를 밝히며 제재를 소개하고 있다.
④ 통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대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⑤ 역사적 사례나 성인의 말로 근거를 삼아 자신의 주장

을 펼치고 있다.

32.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춘사8>의‘낙홍’과 <추사3>의‘백빈 홍료’는 화자의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이다.
② <춘사8>의‘인세 홍진’과 <동사8>의‘세상’은 화자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곳이다.
③ <하사2>의‘닻 들어라’와 <추사3>의‘돛 달아라’는 배

의 운항과 관련 있는 표현이다.
④ <하사2>의‘백구’와 <동사8>의‘솔’은 화자가 심리적으

로 가깝게 느끼는 대상이다.
⑤ <추사3>의‘흔들린다’와 <동사8>의‘염치 마라’는 화자

의 심리적 갈등을 반영한 표현이다.
33. (다)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국화(菊花)야 너는 어이 삼월 춘풍 다 지내고
낙목한천(落木寒天)에 네 홀로 피었나니
아마도 오상고절(傲霜孤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 이정보의 시조

① <보기>와 달리 (다)에는 후각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군.

② (다)와 달리 <보기>에는 계절의 대비가 드러나 있군.
③ (다)와 <보기>는 모두 특정한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군.
④ (다)와 <보기>에는 모두 시련을 상징하는 시어가 나타나 있군.
⑤ (다)와 <보기>는 모두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군.

34.  <보기>와 관련지어 ㉠~㉣을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전하께서 신(臣)에게 백성의 안락(安樂)을 위해‘국성’과
‘모영’중 누구를 발탁해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신이 생
각해 보니‘국성’은 겸손하면서도 남을 교화하는 능력이 뛰
어나고, ‘모영’은 공평무사(公平無私)하고 과단성 있게 일
을 처리하는 역량이 돋보이니, 두 사람 모두 인재라 평가
할 만합니다. 하지만 현재‘국성’은 정치에 뜻을 두지 않은 
채 학자들과 어울려 지내며 전원생활을 즐기고 있고,‘모영’
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정치를 해 보고 싶다
는 포부를 밝히고 있으니, ‘모영’을 천거할까 합니다.

① ㉠은 <보기>의‘국성’처럼 학자들과 어울려 지내며 전
원생활을 즐기고 있다.

② ㉡은 ㉠이 <보기>의‘모영’처럼 공평무사하고 과단성 
있게 일을 처리할 역량을 갖추기를 바라고 있다.

③ ㉡과 ㉢은 <보기>의‘전하’를 자신들이 나아가 섬길 만
한 군주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④ ㉢은 <보기>의‘모영’과 유사한 인물로, 항상 바람직한 
정치를 해 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⑤ ㉣은 <보기>의‘전하’처럼 인재를 발탁하려고 노력하는 
임금을 빗댄 것이다.

[ 35~37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노트북의 정식 명칭은 노트형 퍼스컴(notebook-sized 
personal computer)이며, 무릎 위에 올려 두고 사용한다는 의
미로 랩톱 컴퓨터(laptop computer)라고 하기도 한다. 노트북
은 휴대가 용이하지만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전지가 반드
시 필요하다.

전지에는 1회의 방전밖에 할 수 없는 1차 전지와, 방전과 
충전을 반복할 수 있는 2차 전지가 있다. 1차 전지는 망간 건
전지가 대표적인데, 망간 건전지는 양극(＋극)과 음극(-극), 
그리고 전해질과 양극 활성 물질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사용
하는 세퍼레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2차 전지는 산성 전해액을 
사용하는 납 전지와 알칼리성 전해액을 사용하는 니켈 카드뮴 
전지가 대표적인데, 니켈 카드뮴 전지는 가역성*이 있는 양극, 
음극 활성 물질로 된 극판, 전해질, 전해조, 세퍼레이터로 구성
되어 있다.

최근 출시된 노트북은 대개 2차 전지인 ㉠리튬 이온 전지를 
사용한다. 리튬 이온 전지는 산화 환원 작용 원리를 이용한다. 
리튬 이온 전지는 흑연을 음극, 금속 산화물을 양극으로 사용
하는데 노트북을 켜면 음극의 리튬 이온이 전해질을 통해 양극
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리튬 이온 전지의 양극에서 나온 전류
는 도선을 따라 음극 쪽으로 이동한다. 전기를 다 쓴 노트북을 
전원에 연결하면 금속 산화물 사이에 끼어들어 간 리튬 이온들
이 다시 음극 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전지는 다시 사용 가
능한 ‘충전 상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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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이온 전지가 노트북의 에너지원으로 애용되고 있는 까
닭은 무엇일까? 니켈로 만든 전지는 완전히 충전한 후 조금만 
사용하고 다시 충전하는 것을 몇 번만 반복하면 충·방전이 반
복된 위치에 고용체*가 생겨 그곳까지만 전기 용량을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리튬 이온 전지의 경우 
메모리 효과 현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전지에 비해 수명
이 월등히 길다. 또한 다른 2차 전지에 비해 전기 용량은 2배, 
출력되는 전압은 3배 정도 높다. 게다가 자연 상태에서 방전되
는 비율도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리튬 이온 전지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리튬 금속
은 공기 중의 소량의 수분에도 강력히 반응해 열을 발산하는 
불안정한 상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리튬을 이온 상태로 주입
하고 있지만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전지 내부
를 채우고 있는 전해질이 휘발유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는 성질을 갖고 있어 만일 온도가 높아지거나, 강한 충격으
로 인해 압력이 상승하거나, 높은 전류가 가해지면 전해질이 
열을 내면서 폭발할 수 있다. 그래서 사전에 이를 막을 수 있
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가역성：물질이 변하였다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성질.
* 고용체：어떤 결정체에 다른 결정체가 녹아서 고르게 섞인 

상태의 고체 혼합물.
35. .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리튬은 금속 상태보다 이온 상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
이다.

② 망간 건전지와 달리 납 전지는 방전과 충전을 반복할 수 
있다.

③ 리튬 이온 전지는 가격 면에서 니켈 카드뮴 전지보다 
경제적이다.

④ 리튬 이온 전지는 다른 2차 전지에 비해 오랫동안 사
용할 수 있다.

⑤ 노트북은 휴대 중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지가 반
드시 필요하다.

36.  <보기>를 활용하여 ㉠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한 것으로 적
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① ㉮는 양극에 해당하고, ㉯는 음극에 해당한다.
② 노트북을 충전할 때 리튬 이온은 ㉮에서 ㉯로 이동한다.
③ 노트북을 방전할 때 전류는 도선을 따라 ㉮에서 ㉯로 

흐른다.

④ 노트북을 켜면 리튬 이온이 ㉯에서 ㉮로 이동한다.
⑤ ㉯에서 ㉮로 리튬 이온이 모두 이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하게 되면 메모리 효과로 인해 용량이 줄어든다.

37.  위 글을 읽고 ㉡에 대해 떠올린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지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전지 주변을 

냉각하는 장치를 하면 어떨까?
② 전지 내부에 채워진 전해질이 쉽게 가열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장치를 하면 어떨까?
③ 너무 강한 전류가 전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과전류 방지 장치를 하면 어떨까?
④ 리튬 이온이 지나치게 높은 전압에 노출되지 않도록 

전지가 생산하는 전압을 대폭 낮추는 장치를 하면 어
떨까?

⑤ 외부의 충격으로 전지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면 전지 
내부에서 압력을 자동으로 낮출 수 있는 장치를 하면 
어떨까?

[ 38~4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을 표시한 권리 증서로, 유가증권에는 
발행 주체에 따라 국공채·회사채·기업 어음·보증 사채·무보증 사
채 등이 있다. 현금을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는 것은 기업의 수
익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현금은 단기적으로 수
익성과 환금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이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목적은 미래의 돌발적인 현금 부
족 사태에 대비하며, 장차 사용 목적이 정해진 자금을 일시적으
로 투자해 수익을 얻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해서 유가증권은 갑
자기 현금이 필요한 사태에 대비한 일종의 예비적 현금과 같은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배당, 법인세, 고정 부채의 상환과 같
은 지출에 대비한 자금의 적립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갖는다.

기업은 미래의 예기치 않은 현금 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유
휴 자금을 단기적으로 유가증권에 투자한다. 따라서 기업이 투
자 대상 유가증권을 선택할 때에는 유가증권의 지급 불능 위
험, 시장성, 만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업이 유가증권을 선택할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발행한 주체
의 지급 능력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지급 불능 위험이란 유가
증권을 발행한 주체가 원금과 이자를 약정된 일자에 지급할 수 
없는 위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지급 불능 위험이 
높은 주체의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국공채 및 보증 사채와 같은 유가증권은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으나, 무보증 사채나 기업 어음 등은 지급 불
능 위험이 크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다. 따라서 지급 불능 위험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하면 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나 
동시에 높은 위험도 함께 부담해야 하므로, 위험도와 수익률 간
의 관계를 고려하여 유가증권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이 현금 대용으로 유가증권을 선택할 때에는 유가증권
의 시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의 시장성이란 유가
증권을 ㉢매각하려 할 때 짧은 시간 내에 손실을 보지 않고 
환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시장성이 높은 
유가증권보다 시장성이 낮은 유가증권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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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것이다.
유가증권의 만기란 유가증권을 구입하여 현금으로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유가증권의 수익률은 유가증권의 만
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유가증권이 시장에서 거래
될 때에는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만기
가 길면 그만큼 금리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져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도가 상승한다. 따라서 대개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이 더 
높아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38. .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는 다양하다.
② 만기 전에 유가증권을 되파는 것이 가능하다.
③ 무보증 사채와 기업 어음에 투자할 경우 낮은 수익률

을 감수해야 한다.
④ 기업에서 여유 자금이 있다면 현금 보유보다 투자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시장성이 낮은 유가증권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기

대할 수 있지만 위험도는 높아진다.

39.  <보기>는 유가증권 ㉮~㉱를 비교한 자료이다. 위 글로 보
아 이 자료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 ㉰ ㉱

지급 불능 위험 10% 35% 4% 70%
시장성 4 6 9 3
만기 6개월 2년 1년 2년

① 시장성만을 고려할 때, ㉮와 ㉱의 수익률은 ㉯와 ㉰보
다 낮겠군.

② 지급 불능 위험만을 고려할 때, ㉮와 ㉰의 수익률은 ㉯
와 ㉱보다 높겠군.

③ 만기만을 고려할 때, ㉮를 구입해야 가장 높은 수익률
을 기대할 수 있겠군.

④ ㉮와 ㉰ 중 하나가 국공채라면, ㉮가 ㉰보다 국공채일 
가능성이 더 높겠군.

⑤ 수익률은 낮아도 환금의 용이성을 우선시하는 기업이
라면, ㉰와 ㉱ 중 ㉰를 구입하겠군.

40. . 위 글로 보아 <보기> [A]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
절한 것만을 [B]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A] : 만기가 짧은 유가증권에 비해 만기가 긴 유가증권  

        이 상대적으로 (              ) 
[B] : ⓐ 이자율이 더 높을 것이다.
ⓑ 투자자들의 관심을 더 많이 끌 것이다.
ⓒ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이 더 클 것이다.
ⓓ 금리라는 변수에 영향을 덜 받을 것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41. . ㉠~㉤을 바꾸어 쓴 말로 적절한 것은?
① ㉠ : 모집(募集)     ② ㉡ : 관측(觀測)     ③ ㉢ : 처분(處分)
④ ㉣ : 변상(辨償)      ⑤ ㉤ : 조밀(稠密)

[ 42-45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그저 깨꾸쇠야. 당신은?”
“내 이름은 스스로 지어 수추(壽醜)라고 한다. 너무도 오랫동안 

신묘한 가락을 찾아내느라고 이제는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
지, 내 본명이 무엇인지, 내 부모는 누구인지, 내 나이는 얼마인지, 
내 친구는 누구였는지, 내 동네 사람은 어떠했는지 모두 잊어버리
고 말았다. 나는 드디어 가락을 찾아내고 내 노래를 완성했다. 그
런데…… 완성하자마자 나는 내 얼굴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당신이 얼굴을 쳐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
은 모두 당신을 미칠 듯이 죽이고 싶어 했지.”

내 말을 듣고 나서 수추는 제 얼굴을 감싸쥐고 부르짖었다.
“내 온몸에는 이제 미움만이 꽉 들어차 있는가 보다.”
“㉠나는 이렇게 종기투성이에 얼굴이 찌그러져 있지만 미움 

같은 건 없다. 당신과 다리 밑을 반씩 나누어 써도 괜찮다. 다
만 당신이 이 저자에서 노래만 부르지 않는다면.”

“나는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점점 수척해지고 쇠약해져서 
죽고 만다. 그러니 나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으로 가서 노래
를 부를 테다.”

“그래, 저쪽 강 건너편 사원 빈터에는 사람이 살지 않지.”/
“가르쳐 줘서 고맙다.”

수추는 돌로 맞은 상처 때문에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일어섰
다. 처음처럼 거문고를 등뒤에다 엇비슷이 걸쳐 메고는 그를 
저주했던 저자를 떠나 수추는 강을 건너갔다.

수추가 다시 내 다리 밑 보금자리로 돌아온 것은 내가 장터
의 구석구석마다 은밀히 싸갈긴 똥이 굳어 먼지가 될 만큼의 
날이 지나간 뒤였다. 이제는 나무 위에 드리웠던 자랑스런 오
동나무의 잎이 누렇게 변하고 구멍이 뚫려서 한 장 두 장씩 나
부껴 내려 물 위에 헤적이며 떠나는 즈음이었다. 나는 수추가 
맨손인 것을 보고 놀랐으며, 그는 좀처럼 노래를 부르지 않으
려는 결심인 것이 분명했다. 수추가 그의 거문고를 불태워 버
렸던 것이었고, 그의 이글거리던 눈빛은 사그라들어서 어린 짐
승의 눈처럼 양순하게 젖어 있었던 것이다.

(중략)
수추는 물가에 앉아서 제 그림자보다도 못한 용모의 실상을 

비춰 보면서 울었다. 한 추악한 사내가 구름을 머리에 이고서 저
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추는 생각했다. 그가 제 음률에 도달했을 
적에도 시냇가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드디어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가락이 그의 손끝에서 울려 퍼졌을 순간에 그는 물속에 
떠 있는 한 범상한 사내를 발견했던 것이었다. 그는 도저히 믿어
지지 않았다. 수추는 물을 마구 헤쳐 놓고는 다시 들여다보았지
만, 음률을 완성한 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그 얼굴을 미워
하였다. 따라서 시냇물도 미워하였다. 미워할수록 그의 얼굴은 
추악하게 떠올랐다. ㉡수추는 그럴수록 노래를 끝없이 부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수추는 강 건너편 광야에서 몇날 몇밤을 짐승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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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에 몸서리치면서 달아났다가, 다시 밤이 되면 그의 노래를 
들으려고 모여들고, 또 해가 떠오르면 그의 곁에서 달아나는 
일을 헤일 수도 없이 겪었다. ㉢그는 이러한 애증(愛憎)에 시
달려서 자꾸만 여위어 갔다.

어느 날 그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훤한 대낮에 혼자서 
노래를 불렀다. 그의 노래가 이제 막 거문고의 가락에 얹히려는 
참에 줄이 탁 끊어졌다. 이 끊긴 줄이 울어 대는 무참한 소리가 
그의 노래를 산산이 으스러뜨리고 말았으며, 그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거문고를 계단 위에 내동댕이치고 말았다. 자르릉 
하는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악기가 부서지고 그의 노래마저 함
께 부서져 버렸다. 그의 발 밑에는 살해된 가락의 시체만이 즐비
하게 널려 있을 뿐이었다. 그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다.

수추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밤 가운데서 진실로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다. 그는 노래로부터 놓여난 것이다. ㉣수추
는 파괴된 악기와 버려진 노래를 회상할 뿐이었다. 수추는 이 
죽음과 같은 휴식 안에서 비로소 노래만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미워했던 제 모습이 이제는 변화된 것을 알았다.

그가 물을 마시려고 시냇물에 구부렸을 적에 수추는 환희의 
얼굴을 만났다. 그의 눈은 삶의 경이로움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의 입은 웃고 있었고, 뺨에는 땀이 구슬처럼 매달려 있었다. 그
는 모든 산 것들이 그러하듯 이 만물의 소멸에 대하여 겸손하
였다. 그가 자신을 추악하게 본 것은 그 마음이 자기를 자만하
였기 때문이었다. ㉮그의 노래는 그의 생처럼 절대로 완전함에 
도달하지 않는 것이었다. 남이 자기를 보고 까닭 없이 미워함을 
두려워하기 전에, 수추는 저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쁜 마음
을 일으키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도록 다시 살아야 함을 느꼈다.

그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가 이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다. 수추
는 부서진 악기의 조각들을 주워 모아 불을 살랐다. 불꽃이 날
름거리면서 남은 형체를 삼키더니 이윽고 사그라지는 불꽃과 
함께 재가 되어 바람에 불려 날아가 버렸다.

수추는 강을 건너서 저자로 다시 돌아왔다. 그가 동냥 그릇
을 내밀자 사람들은 그득그득이 음식을 담아 주었고, 수추는 
뜨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다.

나는 이 비렁뱅이 가객이 이제는 미쳐 버린 게라고 생각했
는데, 다리 밑에 오던 날부터 수추는 괴이한 짓을 하기 시작했
다. 내가 짓무른 종기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노라면 그
는 엎드려서 종기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 내곤 했다. 나는 그가 
고름을 빨아 주고 상처를 핥는 동안에 잠들었다. 수추는 내가 
추워서 떨면서 신음하면 뒤에서 감싸고 체온으로 나를 녹여 주
었다. 나는 수추와 함께 지내는 동안 줄곧 앓아누워 있었다.

그는 날마다 나를 다리 밑에 남겨 두고 저자로 나가서 일을 
했다. 나룻가에서 그가 짐을 부리거나 수레를 끄는 일을 해서 
떡과 고기를 사들고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또 저녁
마다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잔치가 있는 집이나 슬픈 일
이 일어난 집을 찾아가서 주인께 공손히 청하여 조심스럽게 노
래를 불러 주는 것이었다. 그의 노래는 아늑하고 힘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정과 말할 수 없는 용기를 돋아
나게 했다. 수추는 제 추했던 얼굴을 이제는 모두 잊었다. ㉤
물 위에 떠오른 제 모습이 자기가 아니라던 헛된 생각은 모두 
사그라진 것이다.

- 황석영,「가객(歌客)」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하여 이야기의 입체감을 높이고 

있다.
②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사건의 사실성을 높이

고 있다.
③ 역순행적 구성 방식으로 인물의 과거 행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내적 욕망을 직접적

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비현실적인 사건을 통해 인물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상

황을 보여 주고 있다.

42. ‘수추’의 이동 과정을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보기>
와 관련지어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I]
저자 →

[II]
강 건너편 →

[III]
저자

① 수추가 [Ⅰ]에서 [Ⅱ]로 떠난 것은 사람들을 피해 마
음껏 노래하기 위해서였다.

② 수추는 [Ⅰ]에서는 음악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여겼고, 
[Ⅱ]에 가서야 완성했다고 생각했다.

③ 수추는 [Ⅱ]에서 처음에는 자신의 음악에 자만했지만, 
나중에는 겸손한 마음을 지니게 되었다.

④ 수추가 [Ⅱ]를 떠나 [Ⅲ]으로 돌아온 것은 자신이 깨
달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⑤ 수추에 대한 저자 사람들의 태도는 [Ⅰ]에서는 적대적
이었지만, [Ⅲ]에서는 호의적이었다.

43.  <보기>를 바탕으로 ㉮와 ㉯를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이문열의 소설인「금시조」에서 스승은‘예(藝)’가 무엇
인지 묻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기예를 닦으면서 도가 아우르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평생 
기예에 머물러 있으면 예능(藝能)이 되고, 도로 한 발짝 나
가게 되면 예술이 되고, 혼연히 합일되면 예도가 된다.”

이 말에서‘예능(藝能)’은 예술과 관련된 능력을 이르는 
것으로, 기예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예술(藝術)’의 경
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예도(藝道)’
는 예술 자체의 완성이 아니라 예술 바깥, 즉 예술을 통
해 다다른 인간의 완성을 의미한다.

① 수추는‘예도’의 경지 못지않게‘예술’의 경지도 중요하다
고 인식하고 있구나.

② 수추는‘예술’의 경지를 넘어‘예도’의 경지에 이르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구나.

③ 수추는‘예도’의 경지에 도달하기를 포기하고 자신의‘예
능’에 만족하고 있구나.

④ 수추는‘예능’을 잘 활용하면‘예술’의 경지에도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⑤ 수추는‘예술’의 경지에 집착하지 않게 되자 저절로‘예
도’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구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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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나’는 정신적인 상처를 지니고 있는 수추를 안쓰

럽게 여기고 있군.
② ㉡ : 수추가 노래하는 것은 추악한 얼굴로 인한 괴로움

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로군.
③ ㉢ : 수추는 짐승들이 모여들 때에는 자신에게 애정을 

느꼈지만 짐승들이 흩어지면 자신을 증오했겠군.
④ ㉣ : 수추는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했던 과거의 자기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군.
⑤ ㉤ : 수추는 과거의 추했던 모습까지 자신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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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수능 언어 EBS 
정선 모의고사 2회

1

1. <보기>의 (가)~(다)를 활용하여 진로를 고민하는 친구에게 조언을 
하기 위한 내용을 연상하였다.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나침반이나 지도를 활용

할 수 있다. 나침반은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방향을 제시해 주
고, 지도는 목적지에 이르는 수많은 길들을 보여 준다. 목적지
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
하다. 때로는 목적지로 가는 과정 중에 어쩔 수 없이 돌아서 
가야 하는 길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지만,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잃지 않으면 결국은 최종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

(나) 큰 비로 나무들이 쓰러져 지금은 황폐해진 숲이라
도, 쓰러진 나무로 인해 작은 나무들과 풀들은 빛과 양분
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미래에는 새로운 식물 
종이 서식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다) 바다거북은 모래사장 아래 25cm~90cm되는 곳에 알들
을 낳는다. 새끼 거북들이 모래 틈을 헤집고 통로를 내기란 어
려운 일이어서 땅 위로 올라왔을 때는 체질량의 20%를 잃는
다. 이때에는 곧장 수분을 섭취해야 하며 그러지 못하면 탈수 
증상으로 죽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러한 갈증이 뜨거
운 해변의 모래를 가로질러 바다로 향해 가게 하는 힘이 된다.

주제 활용 
자료 연상 내용

진로 
탐색 (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다양한 진
로를 탐색해야 한다. ………………………①
때로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목표에 이
르는 최선의 길이 아닐지라도, 자신이 
탐색한 진로의 궁극적 방향을 잃지 않
으면 뜻을 이룰 수 있다.     …………②

진로 
선택 (나)

현재 부정적이라고 평가되는 분야도 앞
으로는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한다. …………… ③

전략 
수립 (다)

자신이 선택한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서는 경험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시행
착오를 줄여야 한다. …………………… ④
진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장애로 판단
되는 요인을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원
동력으로 만들 수도 있다. …………… ⑤

※ 다음은 기타를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 <보기>의 계획에 
따라 작성한 초고이다. 2번과 3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 ‘기타의 기원 소개 → 기타의 구조와 원리 서술(기타 

줄에서 울림통으로) → 기타의 종류 → 기타의 다양한 
쓰임’의 순서로 전개한다.

•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심 소재의 사진을 첨부한다.
• ‘기타의 다양한 쓰임’부분에서는 관용 표현과 의인법을 

모두 사용한다.

기타는 16세기에 주목받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친숙한 악기로 자리하고 있다.

기타는 원래 클래식 기타 한 종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음량을 키우고 음색을 바꾸는 과정에
서 전기 기타, 포크 기타 등이 등장하
게 되었다. ㉠기타 주법의 발전과 변
화도 급격하게 일어났다. 전기 기타는 
전기적 장치로 기타 줄의 진동을 전기
적 신호로 변환하여 소리를 ㉡증폭시
키고 음향 효과를 가미한 기타이다. 
포크 기타는 클래식 기타의 모양을 변
형하고 줄의 재질을 나일론 대신 강철
로 바꾸어 음색을 달리한 기타이다.

기타의 소리는 기타의 줄로부터 시작된다. 줄의 재질은 기
타의 종류에 따라 나일론, 금속 등 다양하다. 6개의 현을 갖
는 것이 보통이며 현을 고정하고 조율하기 위해 기타 머리 
부분에 줄감개와 몸체 부분의 고정 장치가 있다. 목 부분에
는 음정 조절을 위해 지판이 있다. 기타의 몸통은 텅 빈 울
림통으로 ㉢되어져 있는데, 몸통 재료로 쓰인 나무의 종류와 
내부의 구조에 따라 그 소리의 크기와 음색이 달라진다.

[                      [A]                     ]
이와 같이 기타는 오랜 기간 동안 사랑받고 있는 악기이다.

2. 글쓰기 계획에 따라 위 글을 고쳐 쓴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첫째 문단에 ‘기타의 기원’을 추가한다.
②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의 순서를 맞바꾼다.
③ ㉠은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④ ㉡은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증가’로 바꾼다.
⑤ ㉢은 이중 피동이므로 ‘되어’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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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쓰기 계획에 따라 [A]에 들어갈 내용을 쓴 것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① 기타의 주법은 처음에는 손가락 끝으로 치는 것에서 

시작하여, 손톱으로 치다가 피크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치는 것으로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② 클래식 음악의 악기, 대중음악의 중심 악기, 일상생활
의 반주용 악기 등 전문 영역에서 일상생활의 영역까
지 기타의 쓰임은 매우 다양하다.

③ 기타는 개인의 반주용 악기로도, 독주용 악기로도 쓰인
다. 기타와 같이 보조 역할도 중심 역할도 묵묵히 수
행할 수 있는 일꾼은 결코 흔히 찾아볼 수 없다.

④ 기타는 고전 음악, 대중음악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여
가 활동에서도 약방의 감초처럼 두루 등장한다. 늘 친
숙한 목소리로 어디에서든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온다.

⑤ 홀로 타향을 떠돌 때 기타만은 늘 내 곁에 있어 주었다. 
내 야윈 손이 기타 줄을 퉁기면 기타는 내게 조용히 노
래해 주었고 그러면 내 슬픔은 눈 녹듯 사라지곤 했다.

4. ‘학생을 위한 학교 응급 처치 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글을 쓰
기 위해 개요를 작성한 뒤, <보기>와 같은‘검토 의견’을 받았
다. 의견을 참고할 때, 개요 수정 방안이나 자료 제시 방안으
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Ⅰ. 도입
  - 응급 상황에 대한 효과적 응급 처치 능력의 필요성
Ⅱ. 전개
  1. 학교 응급 처치 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가. 응급 처치와 관련된 교육 자료의 부족
    나. 응급 처치의 지식 및 안전 의식에 대한 인식 부족
    다.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부족
  2. 학교 응급 처치 교육의 활성화 방안
    가.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한 응급 처치 교육 자료 

확보 및 활용
    나. 응급 처치의 지식 및 안전 의식을 향상시키는 교육 실시
    다. 응급 상황을 위한 응급 의료 기관과의 비상 연락망 구축
Ⅲ. 결론
  - 학생을 위한 응급 처치 교육 강화

[검토 의견]
� 도입 : 구체적인 자료를 활용하여‘응급 처치 능력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것이 좋겠어.   …………………………………………… ㉠
� 전개 :‘Ⅱ-1-가’에 관련된 자료 를제시하여‘교육 자료의 부

족’을 부각하는 것이 좋겠어. …………………………………………… ㉡
   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

어. …………………………………………………………………………… ㉢
  상위 항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

어. …………………………………………………………………………… ㉣
�결론:논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수정하는 것이 좋겠어.… ㉤

① ㉠을 고려하여,‘Ⅰ’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학교 체육대
회에서 응급 처치로 위기를 넘긴 학생들의 사례를 자
료로 제시하도록 한다.

② ㉡을 고려하여,‘Ⅱ-1-가’의 내용을 다룰 때에 는응급 

처치를 위해 학교에서 구입할 예정인 장비 목록을 자
료로 제시하도록 한다.

③ ㉢을 고려하여,‘Ⅱ-2’에는‘응급 상황 시 대처 능력 향상
을 위한 실습 교육 강화’라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한다.

④ ㉣을 고려하여,‘Ⅱ-2-다’는 상위 항목에 포함되는 내
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삭제하도록 한다.

⑤ ㉤을 고려하여,‘Ⅲ’은‘응급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
한 학생 대상의 교육 활성화’로 수정하도록 한다.

5. 다음은‘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문제’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수
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통계 자료
 1. OECD 국가의 노인 빈곤율* 상위 국가        
 2. 노인 학대 상담 건수 추이

(나) 신문 기사
현재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기초 노령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 단독 가구의 경우 월 92,000원으로 매우 미
미한 수준이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퇴자들 중에 국
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을 받는 그룹의 평균 소득은 183만 
원이었으나, 그렇지 못한 그룹은 평균 소득이 월30만 원 내외
여서 소득 격차가 6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공적 연금을 받는 그룹은 전체 은퇴자들의 25% 정도에 불과
하다.

(다) 인터뷰
�“현재 정부, 시민 단체, 유관 기관 등이 노인 복지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만, 그 활동들이 연계되지 못하고 제
각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역별로 노인 복지의 
편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노인들
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
고 있습니다.”                         - 한지식(52세, 교수)

�“노인을 위한 주거 복지 시설이나 의료 복지 시설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은 그 이용료가 너무 
비싸 이용할 엄두를 못 내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지
원책이 필요합니다.”                

 - 홍길동(70세, 노인 단체 대표)
① (가)-1: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을 크게 넘

는 수준인 점을 근거로 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한다.
② (다):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시민 단체, 유관 기관 등과 

공조 체제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 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③ (가)-1 + (나): 노인 빈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
초 노령 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공적 연금 수혜자를 늘리기 
위한 효율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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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2 + (다):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노인을 위한 치료 및 보호 시설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 (나) + (다): 계층 간 소득 격차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노인의 주거 및 의료 복지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6. <보기1>의 ‘짓다’와 관련하여 ‘ㄱ~ㄹ’의 의미를 <보기2>의 
ⓐ~ⓔ와 대응시킨다고 할 때,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보 기1>
선생님：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의식주’와 관
련된 단어에는 ‘짓다’라는 말이 활용돼요. ‘밥을 짓다’, 
‘집을 짓다’, ‘옷을 짓다’. 하지만 각각의 유의어들은 ‘취
사(炊事)’, ‘건축(建築)’, ‘제작(製作)’ 등으로 다 다르지
요. 그렇다면 이밖에 ‘짓다’가 쓰이는 사례와 그 유의어
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ㄱ. 말을 거짓으로 지어 내지 마라.
ㄴ.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 보자.
ㄷ. 그 교수는 새로운 책을 지어 발표했다.
ㄹ. 부모님은 농사를 지어 우리를 대학까지 보냈다.

<보 기2>
•종결(終結) …… ⓐ •저술(著述) …… ⓑ
•축조(築造) …… ⓒ •경작(耕作) …… ⓓ
•날조(捏造) …… ⓔ

① ⓐ      ② ⓑ      ③ ⓒ      ④ ⓓ      ⑤ ⓔ
7. <보기>의 자료를 토대로 조사 ‘고’와 어미 ‘－고’의 의미 및 

특성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 그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1. 조사
  ⑴ 친구고 부모고 모두 그를 칭찬했다.

    ⑵ 집에서고 학교에서고 간에 그 아이는 공부를 열심
히 한다.

  ⑶ 할머니께서고 할아버지께서고 아무나 오시면 됩니다.
2. 어미
  ⑴ 동생이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
  ⑵ 싸고 비싼 것은 지금 문제가 되지 않아요.
  ⑶ 날씨가 추우니 목도리를 하고 장갑을 끼고 나가라.

① ‘1－⑴, ⑵, ⑶’을 보니, ‘고’는 조사로 사용될 때 명사
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 뒤에도 결합할 수 있군.

② ‘1－⑵’와 ‘2－⑶’을 보니, 조사 ‘고’는 사물을 나열할 
때, 어미 ‘-고’는 행위를 나열할 때 사용될 수 있군.

③ ‘1－⑵, ⑶’을 보니, 조사 ‘고’는 ‘에서’나 ‘께서’ 뒤에 붙
어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군.

④ ‘2－⑴’을 보니, 어미로 사용된 ‘-고’는 ‘-고’ 앞에 제
시된 행위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군.

⑤ ‘2－⑵’를 보니, 어미로 사용된 ‘-고’는 서로 반대되거
나 대립되는 사실을 이어서 제시할 때도 사용되는군.

[ 8~10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원래 물리적인 시간은 아주 먼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있으므로 비분절적이다. 하지만 인간은 ㉠어떠한 연속적
인 대상을 언어를 통해 분절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
문에, 연속적인 물리적 시간도 언어를 사용하여 분절적으로 표
현한다. 이처럼 어떠한 일의 발생 시각을 기준으로 연속적인 시
간을 분절하여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시제’라고한다. 국어
에서시제는‘-었-, -(ㄴ)는-, -겠-’등과 같은 용언의 어미나,
‘어제, 지금, 내일’과 같은 시간 부사에 의해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시제는‘발화시’와‘사건시’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발화시’는 말하는 이가 특정한 문장을 발화하는 시간으로서 항상 
현재이다.‘사건시’는 문장으로 표현되는 사건이나 상황이 일어난 
시간이다. 국어의 일반적인 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발화
시와 사건시의 선후 관계를 비교함으로써 성립된다. 이를‘절대 시
제’라고 한다. 절대 시제에서 과거 시제는‘보았다’처럼 문장으로 
표현되는 사건이 발화시 이전에 일어나는 경우의 시제이고, 현재 
시제는 ‘본다’처럼 문장으로 표현되는 사건이 발화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시제이다. 또 미래 시제는‘보겠다’처럼 문장으로 표현되는 
사건이 발화시 이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시제이다.

그런데‘안은문장’의 일부 안긴문장(절)과‘이어진문장’의 일부 
앞절의 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나 뒷절의 사건시를 기준으로 삼아서 상대적
으로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결정된 안긴문장과 앞절의 시제를
‘상대 시제’라고 한다.

(1) 어머니가 밥을 먹는 아이를 불렀다.
(1)은‘밥을 먹는’이라는‘관형절을 안은 문장’으로, 이 문장의 

관형절 속의 서술어인‘먹는’의 시제는 절대 시제로 해석할 때와 
상대 시제로 해석할 때 각각 다른 시제로 해석된다.‘아이가 밥을 
먹는 것’은 발화시 이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이를 절대 시제로 해
석하면 과거 시제이다. 그런데 안은문장에서‘어머니가 아이를 부
른 사건’과‘아이가 밥을 먹는 사건’은 같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
다. 안은문장의 시제인‘과거’의 시간선 상에서 안긴문장의 시제인
‘과거’를 상대적으로 해석하면 안긴문장의 시제를‘현재’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아이가 밥을 먹는 시간’을 절대 시제로 
해석하면‘과거’이지만,‘어머니가 아이를 부른 시간(과거)’을 기준
으로 상대적으로 해석하면‘현재’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국어 문법에서 절대 시제 이외에 상대 시제를 설정하
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2) ㄱ. 그 어머니는 아이가 집에서 기다린다고 말한다.
    ㄴ. 그 어머니는 아이가 집에서 기다린다고 말했다.
    ㄷ. 그 어머니는 아이가 집에서 기다린다고 말하겠지.
(2)의 문장들은 인용절을 안은 문장으로, 안긴문장인 인용절

에서 서술어로 실현된‘기다린다’가 나타내는 시제를 절대 시제
로 해석하면 ㄱ은 현재, ㄴ은 과거, ㄷ은 미래가 된다. 그런데 
안긴문장과 안은문장의 사건시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해석하
면 모두 다 현재가 된다. 이처럼 상대 시제를 활용하면 관형절
이나 인용절 같은 안긴문장, 그리고 일부 이어진문장의 앞절에 
나오는 하나의 시제 형태소를 각기 다른 시제로 해석하는 문제
점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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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국어에서 시제는 용언의 어미나 부사에 의해서 표현된

다.
② 상대 시제는 안긴문장이나 앞절의 발화시를 기준 삼아 

결정한다.
③ 절대 시제에서 시제를 정하는 기준은 발화시가 아니라 

사건시이다.
④ 절대 시제에서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선 경우의 사건

시의 시제는 과거이다.
⑤ 인용절을 안은 문장에서 상대 시제로 해석한 인용절과 

안은문장의 시제는 반드시 일치한다.

9. 위 글을 참조하여 <보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형은 내가 읽는 책을 빼앗는다.
ㄴ. 형은 내가 읽는 책을 빼앗았다.
ㄷ. 형은 내가 읽은 책을 빼앗는다.
ㄹ. 형은 내가 읽은 책을 빼앗았다.

① ㄱ의 안긴문장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석하면‘현재 시제’이다.
② ㄴ의 안긴문장은 절대 시제로 해석할 때와 상대 시제로 

할 때 각각 다른 시제가 된다.
③ ㄷ의 안긴문장은 절대 시제로 보아도‘과거 시제’이고, 상

대 시제로 보아도‘과거 시제’이다.
④ ㄹ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의 사건시를 기준으로 해석하

면‘현재 시제’이다.
⑤ ㄱ, ㄷ의 안은문장의 시제는‘현재 시제’이고, ㄴ, ㄹ의 안

은문장의 시제는‘과거 시제’이다.

10. ㉠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무궁화, 개나리, 목련’등의 구체적인 대상의 공통적인 

속성을 추출하여‘나무’라는 추상적 개념이 형성되었다.
② 무지개의 색깔을‘빨, 주, 노, 초, 파, 남, 보’의 일곱 가

지 색으로 구분하여 표현하지만, 사실 인접하고 있는 
색의 경계는 분명하지 않다.

③“꽃을 피었다.”와 같은 것은 말이 되지 않는데, 이는 법
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꽃이 피었다.”나 “꽃을 피웠
다.”라고 해야 바른 말이 된다.

④ 과거의‘믈’이 오늘날에는‘물’로 변한 것처럼 소리가 변하
기도 하고,‘어리다’의 뜻이 과거에‘어리석다’였다가 오늘
날‘나이가 적다’로 변한 것처럼 뜻이 변하기도 한다.

⑤ 남을 가르치는 분’이라는 뜻을 나타낼 때, 우리말을 쓰는 사
람들 사이에는‘선생님’이라는 말을, 영어를 쓰는 사람들 사
이에는‘teacher’라는 말을 쓰기로 서로 약속이 되어 있다.

[ 11~1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몸의 여러 세포들은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

만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류의 세
포가 된다. 즉, 세포들은 동일한 DNA 분자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단백질은 만들면서 어떤 단백질은 만들지 않기 때문에 서

로 다른 세포가 되는 것이다. 생물학자들은 어떻게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생산하여 다양한 세포들을 만들어 내는지 알기 위
해 그 전 단계로 어떻게 유전 정보가 저장되고, 복제되고, 해독
되는가 하는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다. 그래서 장내 박테리아인 
대장균처럼 단순한 유기체의 경우를 분석해 보았다.

생물학자들이 대장균에 관심을 갖게 된 또 다른 이유는‘효소 
유도’라는 신비로운 현상 때문이었다. 대장균은 글루코오스라는 
당을 좋아하는데 글루코오스가 없으면 다른 당이라도 분해하여 
섭취한다. 당의 일종인 락토오스는 베타-갈락토시다아제라는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글루코오스와 갈락토오스가 된다. 글루
코오스가 풍부한 곳에서 자라는 대장균은 베타-갈락토시다아
제를 거의 만들지 않는다. 그런데 글루코오스 대신 락토오스만 
있는 상황이면 효소 생산 속도는 천 배 가까이 급격히 늘어난
다. 어떻게 해서 박테리아는 분해해야 할 성분이 등장하는 순
간 필요한 효소를 만들도록 유도된 것일까?

프랑수아 자콥과 자크 모노는 이와 관련한 연구로 1965년에 
노벨상을 받았다. 효소 유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DNA, RNA, 단백질의 구조와 상호 작용을 알아
야 한다. DNA는 RNA를 만드는 주형이며 RNA는 단백질을 만
드는 주형이다. 즉,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는 두 단계를 거
쳐 단백질로 해독되는 셈이다. DNA는 긴 사슬의 형태로 이어
져 있는 핵산들의 가닥 2개가 나선 모양으로 결합한 구조로 되
어 있다. 이 핵산들에는 각각 아데닌(A), 구아닌(G), 시토신
(C), 티민(T) 같은 염기가 하나씩 들어 있다. 한쪽 가닥의 아
데닌은 티민과, 구아닌은 시토신과 상보적으로 결합하는데, 이
들 염기의 배열 순서가 유전 정보이다.

이제 DNA 정보가 어떻게 해독되는지 알아보자. 유전자 정
보를 해독하는 첫 번째 단계는‘전사(轉寫)’* 과정으로,‘메신저R
NA(mRNA)’가 DNA 분자 중 한 가닥과 상보(相補)하는 염기 
서열을 전사한다.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만들어진 mRNA가 
단백질로 해독되는 과정으로‘번역’이라고 불린다. 단백질은 아
미노산이라는 조각들이 모여 긴 사슬을 이룸으로써 만들어진
다. 그러므로DNA 염기 서열과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은 직접적
인 대응 관계가 있다. 아미노산 서열의 내용은 단백질의 모양
과 화학적 속성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대장균의 효소 유도 현상으로 돌아가 보자. 어떻게 
대장균과 같은 박테리아는 락토오스가 있을 때만 베타-갈락토시
다아제를 생산하는가? 자콥과 모노는 효소 생산을 통제하는 것
이 베타-갈락토시다아제 유전자에 존재하는 어떤 스위치의 역할
임을 알아냈다. 스위치는 락토오스가 없으면 꺼져 있지만 락토오
스가 등장하면 바로 ㉠켜진다. 스위치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
져 있다. 락토오스 억제 물질이라는 단백질과 베타-갈락토시다
아제 유전자 근처에 있는 짧은 DNA 서열이다. 이 염기 서열 영
역에 락토오스 억제 단백질이 결합할 수 있다. 억제 단백질이 이 
DNA 서열에 결합해 있을 때는 유전자가 꺼진 상태라서 RNA나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락토오스가 등장하면 억제 
물질은 락토오스와 결합해서 DNA에서 떨어져 나가고 RNA 전
사 및 베타-갈락토시다아제 효소 생산이 개시된다. 락토오스 억
제 물질이 효소 생산을 통제하는 과정은 유전 논리를 잘 보여 
주는 훌륭한 사례로, 꼭 필요할 때만 유전자가 사용된다는 사실
을 잘 보여 준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어떻게 단
백질을 선택적으로 생산하는가를 해명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전사 : DNA의 유전 정보가 일단 메신저 RNA로 옮겨지는 과
정. 유전 정보의 복사물인 메신저 RNA가 단백질을 합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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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위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특정 현상이 일어나는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ㄴ. 새로 발견된 과학 원리의 응용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ㄷ. 현상에 대한 연구가 지니는 과학적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ㄹ.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통해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ㅁ. 기존 이론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12. 위 글의 집필 의도를 <보기>를 활용하여 표현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박테리아가 생명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 박테리아의 효소 유도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 유전 정보가 어떻게 저장되고 복제되고 해독되는가?
ⓓ 메신저RNA가 어떻게DNA 염기 서열을 전사하는가?
ⓔ 우리 몸의 세포들이 어떻게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생  

      산하는가?
① ⓔ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의 의문을 해결한다.
② ⓐ, ⓒ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의 의문을 해결한다.
③ ⓒ, ⓓ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의 의문을 해결한다.
④ ⓔ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에 대해 설명한다.
⑤ ⓑ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에 대해 설명한다.

13.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점멸(點滅)한다 ② 작동(作動)한다
③ 형성(形成)된다 ④ 생성(生成)된다
⑤ 발화(發火)된다

14.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① (가)의 [A] 근처에는‘베타-갈락토시다아제’유전자가 있겠군.
② (가)와 달리, (나)에서는RNA 전사가 일어나며 효소가 

생산되겠군.
③ (가)는 스위치가‘꺼진’상태이고, (나)는 스위치가‘켜진’상태로군.
④ 락토오스가 등장하면 (나)와 같이 [A]가DNA에서 떨

어져 나가겠군.
⑤ 글루코오스의 양이 풍부할수록 (가)에서 (나) 단계로

의 이동이 자주 일어나겠군.

[ 15-19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여수*에 잠겼을 때, 나에게는 죄그만 희망도 숨어버린다.
요령처럼 흔들리는 슬픈 마음이여!
요지경 속으로 나오는 좁은 세상에 이상스러운 세월들
나는 추억이 무성한 숲속에 섰다.
요지경을 메고 다니는 늙은 장돌뱅이의 고달픈 주막꿈처럼
누덕누덕이 기워진 때묻은 추억，
신뢰할 만한 현실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시정배와 같이 현실을 모르며 아는 것처럼 믿고 있었다.
[A][괴로운 행려* 속 외로이 쉬일 때이면
달팽이 깍질 틈에서 문밖을 내다보는 얄미운 노스타르자*
너무나, 너무나, 뼈없는 마음으로
오 늬는 무슨 두 뿔따구를 휘저어보는 것이냐!]

- 오장환,‘여수(旅愁)’
(나)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머위잎 몇 장 더 얹어
뒤란으로 간다.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개밥바라기 별이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내려다본다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 쪽도 볼 수 없다
논둑길 너머 길 끝에는 보리밭이 있고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다
바람은 자꾸 등짝을 때리고, 절골의
그림자는 암처럼 깊다. 나는
몇 번 머리를 흔들고 산 속의 산, 산 위의
산을 본다. 산은 올려다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저기 저
하늘의 자리는 싱싱하게 푸르다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친다.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나를 부추기는 솔바람 속에서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 번쩍 제정신이 든다
정신이 들 때마다 우짖는 내 속의 ⓐ목탁새들
나를 깨운다.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 산 옆구리를 끼고
절벽을 오르니, 천불산(千佛山)이
몸속에 들어와 앉는다.
내 맘속 수수밭이 환해진다.

- 천양희,‘마음의 수수밭’
(다)
잊음 많아 이 책 저 책 뽑아 놓고서 苦忘亂抽書
흩어진 걸 도로 다 정리하자니, 散漫還復整
해가 문득 서으로 기울어지고, 曜靈忽西頹
가람엔 숲 그림자 흔들리누나. 江光搖林影
[B][막대 짚고 뜨락으로 내려 가서 扶㎝下中庭
고개 들고 구름재를 바라다보니, 矯首望雲嶺
아득아득 밥 짓는 연기가 일고, 漠漠炊烟生
으스스 산과 벌은 싸늘하구나. 蕭蕭原野冷]
농삿집 가을걷이 가까워지니, 田家近秋穫
방앗간 우물터에 기쁜 빛 돌아. 喜色動臼井
갈가마귀 날아드니 절기 익었고, 鴉還天機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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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라비 우뚝 서니 모습 훤칠해 鷺立風標k
내 인생은 홀로 무얼 하는 건지 원 我生獨何爲
숙원이 오래도록 풀리질 않네. 宿願久相梗
내 마음속의 이야기 나눌 사람 아무도 없어 無人語此懷
거문고만 둥둥 탄다, 고요한 밤에. 搖琴彈夜靜

- 이황,‘만보(晩步)’
* 여수(旅愁) : 객지에서 느끼는 시름이나 걱정.
* 행려(行旅) : 일정한 거처가 없이 객지를 떠돌아다님.
* 노스타르자 : 노스탤지어(nostalgia). 지난 시절에 대한 그

리움.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15.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②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③ 자연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있다.
④ 내적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⑤ 과거 회상을 통해 현재를 돌아보고 있다.

1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는 비유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② [A]는 영탄적 어조를 통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③ [B]는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풍경을 그리고 있다.
④ [A]는 내면에, [B]는 외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⑤ [A]와 [B]는 열거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17. ⓐ와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는 화자 자신을 각성시키고 있다.
② ⓑ는 화자의 상황과 대비된다.
③ ⓐ는 내면에, ⓑ는 외부에 존재한다.
④ ⓐ는 청각적 이미지, ⓑ는 시각적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다.
⑤ ⓐ와 ⓑ를 통해 화자는 과거와 다른 삶에 대한 다짐을 

보여 주고 있다.
18. <보기>는 (나)에 대한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학생의 의견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교사：이 시는 자아의 괴로움에서 출발하여 그 속에서 
희망의 지평을 떠올리게 되는 과정이 의미 구조의 핵심을 
이룹니다. 이를 위해 작가는 시의 처음과 끝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

내 맘속 수수밭이 환해진다.
의미 구조를 염두에 두고, 시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나타

나는 화자의 행동과 심리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① ‘머위잎’,‘뒤란’등의 시어를 통해 화자의 내적 괴로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②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다’,‘보릿고개’등의 

시구는 화자의 번민이 현실적 삶과 닿아 있음을 말합니다.
③ ‘산은 올려다보아야 /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를 통

해 화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④ ‘부추기는 솔바람 속에서’산을 오르며 화자는‘번쩍 제정
신이’드는 경험을 통해 각성의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⑤ ‘천불산이 / 몸속에 들어와 앉는다’는 화자가 인생무상
이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됨을 상징합니다.

19. (다)를 <보기>처럼 이해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화자 ⓐ - 응시 - 가을 저녁의 풍경 ⓑ
화자 ⓐ - 행동 - 거문고를 탄다 ⓒ

① ⓐ는 ⓑ를 바라보다가 다시 자신에게로 시선을 옮긴다.
② ⓐ는‘마음속의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어 ⓒ의 행동을 취한다.
③ ⓑ의‘방앗간 우물터’의 분위기는 ⓐ의 상황과 대조적이다.
④ ⓑ는 ⓐ가 지닌 고뇌를 포용하고 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⑤ ⓒ는 ⓑ로 인해 심화된 마음의 동요가 투영된 행위이다.

[ 20-23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화의 화면에 등장하는 피사체들은 크기나 위치에 따라 상
대적인 무게감이나 의미 강조의 정도가 달라진다. 화면 속 피
사체들의 이러한 시각적 무게감이나 의미 강조의 정도는 흔히
‘에너지’의 양으로 표현되곤 하는데, 작가나 감독들은 이를 적
절히 고려하여 영상을 만든다.

화면 속 피사체가 지니는 에너지의 양은 일차적으로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피사체의 크기는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쉽게 파
악되고 그 에너지의 양도 잘 대비되는데, 일반적으로 크게 보일
수록 그 피사체가 지니는 에너지가 강하게 느껴진다. 예를 들어 
어떤 인물의 얼굴을 클로즈업하여 크게 보여 주면, 그 얼굴이 지
니는 에너지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 표현하는 내용, 
즉 내면적 갈등이나 심리적인 변화 등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면서 
강조되는 것이다. 영화에서보다 텔레비전에서 클로즈업 장면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도, 텔레비전 화면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상
대적인 에너지의 양을 증가시켜서 표현할 필요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면 속 피사체가 지니는 에너지의 양을 더 교묘하
고 세밀하게 드러내는 장치는 피사체의 위치이다. 즉 주 피사
체가 사각형의 화면 중 상하좌우의 어느 쪽에 위치하는가에 따
라 에너지의 양이 달라지는데, 이는 4개의 가장자리가 가지고 
있는 힘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안정된 화면을 구성하기 위
해 사용되는 황금 분할 구도도 화면 속에서 이러한 에너지 관
계를 균형감 있게 분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대체로 화면의 중앙 부분은 가장자리들로부터 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을 느끼게 하며, 그래서 흔히 시
각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두는 위치로 사용된다. 이 부분
은 화면이 대칭 구도일 때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느껴진다.

화면의 맨 위쪽 부분은 위에서 끄는 힘이 작용하는 곳으로
서, 이 위치에 있는 피사체에는 주로 힘과 열망, 권위, 지배, 성
스러움 등의 의미가 상징적으로 부여된다. 반면에 화면의 맨 
아래쪽 부분에 피사체가 위치하면 굴종, 무력함, 나약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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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주로 부여되며, 아래에서 끌어당기는 힘의 영향에 의해 
화면 밖으로 벗어날 것같은 위태한 느낌을 준다.

화면의 좌측이나 우측 부분은 에너지의 양이 가장 적게 느껴
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인물들
이나 주 피사체의 주변 물체들이 주로 배치된다. 이 위치에 배
치된 피사체들에게서는 고립되고 소외된 느낌을 받게 된다. 갈
등 상황의 두 인물이 화면 좌우의 가장자리에 나누어 배치되면 
두 인물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더욱 강하게 느껴지는데, 이는 
위치에서 느껴지는 단절감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 화면의 중앙과 위쪽 가장자리의 중간쯤 되는 부분에 
피사체가 위치하면 위쪽 가장자리가 당기는 힘이 작용하지 못
하고 아래쪽으로 떨어지려는 힘이 작용하여 위태로운 느낌을 
주게 된다.

이러한 위치에 따른 에너지 양의 차이는 피사체에 특별한 의
미를 부여하거나 피사체의 어떤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
로 흔히 활용된다. 예를 들어 나무의 웅장함을 강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위를 향하여 촬영하여 화면의 위아래에서 
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함으로써, 나무의 크기가 훨씬 커 보이게 
하고 결과적으로 웅장한 느낌이 강조되게 한다. 또한 똑같이 높
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물을 화면의 중앙
에 배치하면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게 되지만, 인물을 더 위쪽으
로 옮겨서 배치하면 위험하다는 느낌이 강조되는 것이다.

20. 위 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때, 그 질문의 내
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영화에서 화면의 구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② 피사체의 실제 크기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사용되는가?

③ 화면에서의 피사체의 크기와 위치는 그 피사체가 주는 
느낌이나 의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④ 피사체들의 크기나 위치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부각하
기 위한 편집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⑤ 화면에 등장하는 피사체의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감상해야 하는가?

21.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E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다른 부분에 배치된 피사체보다A 부분에 배치된 피사
체가 더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② 권위나 성스러운 느낌을 주고자 할 경우에는, 피사체를
B 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③ 동일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C 부분에 배치되면 화면 
밖으로 벗어날 것 같은 느낌을 줄 가능성이 높다.

④ 갈등 상황의 두 인물이D와E 부분에 각각 배치되면 갈
등의 정도가 더 강하게 느껴질 것이다.

⑤ 화면에 세 인물이 등장할 경우 인물의 중요도는D →A 
→E의 순서일 가능성이 높다.

22. 위 글의 내용을 참조할 때, <보기>의 화면 [가]와 [나]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① [가]는 인물이 위압적이라는 느낌을, [나]는 왜소하다
는 느낌을 강조하려 한 것 같아.

② [가]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나]는 인물이 하고 있는 
일의 위험성을 부각하려 한 것 같아.

③ [가]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느낌을, [나]는 주변적 인물
이라는 느낌을 부여하려 한 것 같아.

④ [가]는 위쪽에서 당기는 힘을, [나]는 아래쪽으로 떨어
지려는 힘을 이용하는 화면 구성인 것 같아.

⑤ [가]는 피사체의 에너지를 약하게 느끼게 하는 효과를, 
[나]는 그 반대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

23.‘미치다’의 문맥적 의미가 ㉠과 가장 유사한 것은?
① 결승점에 못 미쳐서 넘어지고 말았다.
② 아직 내 실력은 그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③ 사퇴를 하라는 압력이 그에게까지 미치기 시작했다.
④ 어머니의 솜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딸의 바느질 솜씨

도 훌륭했다.
⑤ 아이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

치자 마음이 다급해졌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어사적으로 볼 때‘역사’ 즉 history는 라틴어‘ h̀istoria’에서 
유래했는데 이 말은 기원전 5세기에 살았던 유명한 역사가인 
헤로도토스가 페르시아 전쟁을 주제로 한 이야기의 제목으로‘hi
storia’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처음 쓴 말이다. 원래 그리스인들
에게‘historia’라는 단어는‘진실을 탐구한다.’는 뜻이었고, 그 어
근인‘histor’는‘증인’, 혹은‘진실을 밝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
였다. 이처럼 그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의 제목으로 진실 탐구라
는 어원을 지닌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시
도를 했다. 당시에는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신화와 전설, 혹은 
종교를 통해 과거에 대한 지식이 습득되곤 했는데, 특히 고대 
그리스인들은 과거에 대한 지식을 서사시를 통해 얻었다. 헤로
도토스는 바로 기존의 신화적 세계관에 ㉠입각한 서사시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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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되는 새로운 이야기 양식을 만들어 내고자 했던 것이다.
반면 헬레니즘과 로마 제국 시대에 들어, 서양의 역사 개념

은‘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탐구’에서‘이야기’로 그 의미론적 
강조점이 바뀐다. 어떻게 이야기를 생생하게 혹은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게 쓸 것인가가, 얼마나 정확한 지식을 전달할 것인
가보다 더욱 중요시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 시대에도 역사 장
르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는 과거의 진실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새로운 진실을 밝히느냐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진실을 효과적
으로 담아내고 전달하느냐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그런 
맥락에서 역사는 수사학의 한 분과로 발전했다. 12세기까지도 
서유럽에서는 역사라는 말이 단순히‘이야기’혹은‘서술’이라는 뜻
을 지닌 채, 우화, 연대기, 업적 이야기, 콩트, 그리고 소설 등
과 동의어로 쓰였다.

그러나 13세기가 되면 또다시‘역사’는 다른 이야기와 달리
‘과거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라는 고대의 어법이 부활하게 된
다. 이런 경향은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15세기에 더욱 뚜렷해진
다. 영국에서는 오랫동안‘history’와‘story’가 동의어로 쓰였다. 
15세기가 되어서야‘history’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이
야기를,‘story’는 비공식적이고 상상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칭하는 것이 되었다.

이처럼 어느 시기에는 일어난 일에 대한 탐구에 초점을 두
고, 또 어느 시기에는 진실의 효과적인 전달에 초점을 두었지
만 역사에는 변함없이 ㉢근간이 되는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 
그것은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이고 과거에 대
한 진실한 지식을 준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역사를 쓰고, 배웠는가? 바로 후손에게 가르침과 교훈
을 주기 때문이었다. 헤로도토스 이후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역
사는 미래 세대를 위해 서술되었다. 헤로도토스는“인간계의 사
건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잊혀 가고 그리스인과 이방인이 이
룬 놀라운 위업들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될 것을 ㉣우
려하여”『역사(Historia)』를 썼다. 여기에는 역사는 되풀이되
며, 따라서 과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미래 세대에게 유용하
고 권위 있는 유산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 또 중세 대학의 
교양 과정, 즉 문법·수사·논리라는‘삼학(三學, trivium)’의 틀 안
에서 역사를 도덕 교육의 한 분야로 가르쳤고, 르네상스 시대
에는 삼학이 분화되어 역사가 시학, 도덕과 함께 독립 과목으
로 개설되었지만, ㉮올바르고 지혜로운 가르침을 준다는 역사
의 기능은 변하지 않았다. 이후로도 역사는 오랫동안 사람을 
정치적·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지혜롭게 ㉤훈육하는 삶의 학교로 
인식되어 왔다.

2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어원 분석을 통해 역사 개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②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역사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③ 역사 개념의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④ 유명인의 말을 인용하여 역사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⑤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25.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오, 뮤즈 신이여! 노여움을 노래하라. 그리스군의 영웅 

아킬레우스의 노여움을 노래하라. 아카이아인들에게 한없
이 많은 슬픔을 안겨 준 그 노여움을 노래하라. 바로 그 
노여움 때문에 많은 용사들의 혼이 황천으로 가게 되고 
그들의 몸뚱이가 개와 새들의 밥이 되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동안에도 제우스 신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
었다. 위대한 아가멤논 왕과 용감한 아킬레우스 왕자가 
처음에 서로 다투고 서로 갈라선 이래로 제우스 신은 언
제나 그의 뜻을 이루고 있었노라.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싸우게 한 신은 누
구인가? 레토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의 짓이었다. 아폴
론 신은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 왕이 자신의 사제인 
크리세스를 모욕한 데 대한 앙갚음으로 역병을 내려 온 
병사들을 병들어 죽게 만들었다.

-『 일리아스』중
﹡ 기원전 900년경 호메로스가 지은 그리스의 대서사시. 

트로이 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간과 신을 
망라한 수많은 인물이 등장한다.

①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보기>가 과거의 지식을 습득
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겠군.

② <보기>에는 신과 인간의 이야기가 공존하는 신화적 
세계관이 담겨 있군.

③ 헤로도토스는 <보기>와 구별되는 새로운 서술 양식을 
만들어 내고자 했군.

④ 12세기까지의 서유럽에서는 <보기>와 같은 이야기도 
역사라고 생각했겠군.

⑤ <보기>는 15세기 영국의 ‘history’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군.

26. <보기>를 참고하여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보 기>
순환사관은 인간의 역사를 사계절처럼 순환하고 반복

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공자는『춘추』를 순환사관
의 입장에서 서술하였고, 수많은 도시 국가가 흥망성쇠
를 거듭한 지중해 지역에서도 역사는 순환하고 반복한다
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로마의 황제 아우렐리우스
는『성찰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우리의 조
상들이 우리가 보는 것 이상을 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자손들도 그 어떤 새로운 것도 볼 수 없을 것이다.”

① 역사가 수사학의 한 분과로서 발전했기 때문에
② 역사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③ 역사에는 신화와 전설, 종교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기 때문에
④ 역사가 중세 대학의 교양 과정에서 삼학의 틀을 확립

하였기 때문에
⑤ 역사가 지속적으로 사실적 이야기와 허구적 이야기 사

이에서 균형을 유지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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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어떤 사실이나 주장 따위에 근거를 두어 그 입장에 섬.
② ㉡ : 어떤 대상을 가리켜 이르는 일.
③ ㉢ : 사물의 바탕이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것.
④ ㉣ :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깊게 생각함.
⑤ ㉤ :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 기름.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최서희는 고향 평사리로 돌아가기 위해 
재력으로 매점매석과 친일을 서슴지 않는다. 서희의 하인인 길
상은 그녀를 정성껏 보필하지만 그녀에 대한 연민과 애정, 주종 
관계에 대한 갈등 등으로 괴로워하다가 결국 그녀를 향한 마음
을 접기로 한다. 서희는 그런 길상과 신분을 넘어선 결혼을 결
심하고 길상과 함께 회령을 방문하여, 길상이 마음을 둔 옥이네
를 혼자 찾아간다. 옥이네 집에서 길상의 헌 목도리를 본 서희
는 여관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새 목도리를 산다. 여관방에서 술
에 취한 길상은 서희가 방에 들어오자 심한 말을 한다.

서희는 망토를 벗어던지고 방바닥서 굴러떨어진 꾸러미를 
주워 물끄러미 쳐다본다. 그러더니 다음 순간 그것을 길상의 
얼굴을 향해 냅다 던진다.

“죽여버릴 테다!”
[A][서희는 방바닥에 주질러앉아 울음을 터뜨린다. 어릴 때

처럼, 기가 넘어서 숨이 껄떡 넘어갈 것 같다. 언제나 서희는 
그랬었다. 슬퍼서 우는 일은 없었다. 분해서 우는 것이다. 다만 
어릴 때와 다르다면 치마꼬리를 꽉 물고 울음소리가 새나지 않
게 우는 것뿐이다.

“난 난 길상이하고 도망갈 생각까지 했단 말이야. 다 버리고 
달아나도 좋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철없이 주절대며 운다. 
“그 여자 방에 그, 그 여자 방에서 목도리를 봤단 말이야, 

으흐흐흐흣…….”
길상의 눈동자가 한가운데 박힌다.
“그 꾸러미가 뭔지 알어? 아느냐 말이야! 으흐흐…… 목도리

란 말이야 목도리.”
하더니 와락 달겨들어 나둥그러진 꾸러미를 낚아챈다. 포장

지를 와득와득 잡아 찢는다. 알맹이가 밖으로 나왔다. 그것을 
집어든 서희는 또다시 길상의 면상을 향해 집어던진다. 진갈색 
목도리가 얼굴을 스쳐서 무릎 위에 떨어진다.

“헌 목도린 내버려! 내버리란 말이야! 흐흐흐…… 으흐흐흣 …….”]
엄마 데려와! 엄마 데려와! 하며 발광하고 울부짖고 까무라

치고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고, 그칠 줄 모르게 패악
을 부리던 유년 시절, 그때 서희를 생생하게 어제 일처럼 기억
하고 있는 길상이지만 길상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른다. 술이 깨
고 정신이 번쩍 들지만 무릎 위에 떨어진 목도리를 집었다간 
불에 덴 것처럼 놓고 또다시 집었다간 놓고 하면서 서희의 울
음을 그치게 할 엄두를 못 낸다. 드디어 그는 목도리를 두 손
으로 꽉 움켜쥐고서 마치 훔쳐서 달아나는 도둑놈처럼 방을 뛰
쳐나간다. 문밖에서 엿들으려고 서 있던 여관집 주인 여자와 
하마터면 이마빡을 부딪칠 뻔했다. 제 방으로 돌아온 길상은 
우리 속에 갇힌 짐승처럼

“미쳤을까? 애기씬 미쳤을까?”/ 중얼거리며 맴을 돈다.

[B][다음날 아침 길상은 서희를 몰아댔다. 용정으로 가자는 
것이다. 두 남녀는 여관을 나왔고 함께 길을 걸었고 마차에 올랐
으나 성난 얼굴로 서로 외면하는 것이었다. 상대편 얼굴 보기가 
민망하기도 했으나 그보다 역시 아직은 서로의 마음에 풀리지 
않는 멍울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분수없이 지껄인 길상이나 체
모 잃고 울어버린 서희, 분수없었다고 느끼는 이상, 체모 잃었다
고 느끼는 이상, 이들 사이에는 엄연한 거리가 있는 거고 거리를 
의식하면 할수록 멍울은 굳어질 수밖에 없다. 그들은 더 깊은 고
뇌를 안고 돌아가는 것이다. 흔들리는 마차 속에서 때론 절망이, 
때론 희망이 교차하는 마음은 끝없이 방황하면서.

그러나 이들에게 결정적인 계기가 왔다. 그것은 용정을 향해 
달리던 마차가 어떻게 되어 그랬던지 뒤집힌 사건이다. 학성
(鶴城)에서 안미대(安味臺)에 이르는 중간쯤, 계곡 사이의 좁
고 가파로운 내리막길을 달리던 마차가 돌연 뒤집히면서 계곡
으로 굴러 떨어진 것이다.]

[중략 줄거리] 길상은 기절한 서희를 안고 병원으로 온다. 
골절상을 입은 서희가 병실에서 정신이 들자 길상은 안도한다. 
밤 사이 의자에 앉아 서희 옆을 지키던 길상은 잠시 꿈을 꾼
다. 꿈에서 그가 찾아간 귀마동에서 서희의 모친인 별당아씨가 
온갖 고생을 하다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잠에서 깬다. 

그새 서희는 잠이 깊이 든 것 같다. 반듯이 누운 몸의 부피
는 침대 수평과 거의 엇비슷, 사람이 누워 있는 것 같지가 않
다. 다만 다리 부분 쪽이 솟아올라서 새까만 창유리에 곡선을 
그어 놓고 있다. 아무 소리도 기척도 없는 밤, 어떤 일과도 상
관하지 않는 정적이 메스꺼움을 느끼게 할 만큼 냉랭하게 도사
리고 있는 것이다. 서희는 죽지 부러진 새가 되어 누워 있다. 
죽지 부러진 하얀 새 한 마리. 하얀 새는 죽어 있는 게 아닐
까? 꿈속에서 들었던 얘기처럼, 그 별당아씨의 소식처럼 하얀 
저 새는 죽어 있는 게 아닐까? 돌연 엄습해 온 공포가 길상의 
덜미를 친다. 손끝에 닿으면 싸늘한 시체일 것 같다. 가까이 다
가서서 서희 쪽으로 몸을 기울인 길상은 숨소리를 듣는다. 미
동이 없는데 그러나 고른 숨소리가 들린다. 다물린 엷은 입술
에서 체취가 풍겨 나온다. 차가운 얼굴이다. 눈시울이 숨결에 
나부끼는가,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 같다. 입술이 서희 얼굴 가
까이…… 볼에 닿는다. 마약같이 괴로운 환희가 심장을 친다. 
급기야는 격류가 된다! 물보라가 된다! 격류를 휘어잡으며 길
상은 물러선다. 상쾌한 땀이 전신을 적시고 물러서는 순간 모
든 속박에서 풀려난 것을 길상은 느낀다. 끈질기고 집요했던 
속박, 격류는 파도가 된다. 파도가 밀려온다. 포효하면서 달려
오는 것이다. 산더미 같은 거대한 파도가 그에게 무너져 온다. 
사나이의 무한한 자신(自信), 거칠고 힘찬 야성(野性)이 드디
어 춤을 추는 것이다.

길상이 의자로 돌아와 앉았을 때 복도에서 슬리퍼를 끌며 가
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끊어진 다음 찻잔에 물을 따
르는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려온다. 새벽이 다가오는 것이다.

매식(買食)을 하면서 이틀 밤을 보낸 길상은 다시 밤을 맞
이하기 위해 저녁을 먹으려고 입원실을 나서는데

“좀 어떠시오?”
조수가 물었다.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길상을 따라 나란히 걸으면서 조수는 담배를 꺼내어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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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소.”
불을 붙여 문다.
“입원하신 분, 누이동생이 아니라 하셨는데 그럼 어떤 사이신가요?”
그간 무뚝뚝하게 대하던 조수는 아무래도 궁금증을 풀지 않

곤 배길 수 없었던지 체면 불고하고 묻는다.
“내 처 될 사람이오.”

- 박경리,「토지」

※ <보기>는 위 글의 공간상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
으로 28번과 29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여관방 → 마차 안 → 입원실
(가) (나) (다)

28. (가)~(다)와 관련한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 : 서희의 현재 행위를 과거와 비교하여 전달하고 있다.
② (나) : 서희와 길상 두 사람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여 

설명하고 있다.
③ (다) : 길상의 심리가 변하는 과정을 자연물에 빗대어 

보여 주고 있다.
④ (가), (다) : (가)에서는 주로 현재형 종결 어미를, 

(다)에서는 주로 과거형 종결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이
야기의 전개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⑤ (나), (다) : 서희와 길상의 관계가 (다)에서 변화될 
것임을 (나)에서 예고하고 있다.

29. (다)의 괴로운 환희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때, 이를 바탕으
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괴로운 환희’는 병실에서 서희를 바라보는 길상의 내면

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길상은 서희를 주인아씨로 
인식하는‘괴로운’심리와 그녀를 여인으로 바라보는‘환희’의 
심리로 인해 갈등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즉, 길상은 자
신의 신분을 의식하면서도 그 신분을 넘어서는 서희에 대
한 애정으로 인해 갈등하는 인물인 것이다.

① (가)에서‘길상이하고 도망갈 생각까지’했다고 밝힌 서
희를 볼 때, 그녀도 길상을 연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서 길상과 유사한 갈등을 겪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어.

② (나)에서 길상이 의식하는‘엄연한 거리’는 신분과 관계
된 것으로, 이는 서희를 여인으로 보는 길상에게 마음
의 상처인‘멍울’로 자리한 것이라 할 수 있겠어.

③ (다)에서 서희를 바라보며 길상이‘끈질기고 집요했던 
속박’에서 벗어남을 느낀 것은 신분에서 비롯된 그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과 관련이 있겠어.

④ (가)에서‘애기씨’였던 서희에 대한 길상의 지칭이 (다)에
서‘처’로 바뀐 것은 그녀를 주인아씨에서 여인으로 바라
보는 길상의 심리 변화와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겠어.

⑤ (나)의 마차 전복 사고를‘결정적인 계기’라고 서술자가 말한 
것은 (다)에서 길상이 토로한‘괴로운’심리로 인해 서희가 길
상에게 관심을 갖게 될 것임을 암시한 것이라 할 수 있겠어.

30. 사건의 흐름을 고려할 때, [A]의 ‘목도리’에 대한 이해로 적
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서희가 가져온‘진갈색 목도리’는 길상에 대한 서희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소재라 할 수 있다.
② 서희가‘그 여자 방’에서 본 길상의‘목도리’는 서희의 질

투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서희는 길상을‘그 여자’에게 보내야 하는 슬픔 때문에

‘목도리’를 던지며 흐느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서희가 길상에게‘목도리’를 던지며 보인 행동은 두 사

람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서희가‘진갈색 목도리’를 마련해 온 것은‘그 여자 방’에 

있는 길상의‘헌 목도리’를 보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31. [B]를 <보기>와 같이 각색했다고 할 때, 그 과정에서 고려
했음 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S#37. 길가
길상은 서희와 함께 마차에 오른다.
길상 (마부에게) 용정으로 서둘러 갑시다.
S#38. 달리는 마차 안
길상 (창밖을 보며) (E*) 어제 애기씨에게 지껄인 말

은 …… 내 분수를 지키지 못했어.
서희 (눈을 감고) (E) 속내를 다 보이다니, 부끄럽기 

짝이 없군. 하지만 괘씸한 것은 분명해 …….
S#39. 산 비탈길
두 사람이 탄 마차가 달리는 비탈길 위로 두 명의 사내

가 나타난다. 마차를 향해 총을 겨누는 사내들.‘탕, 탕, 
탕……’여러 차례의 총소리. 마차는 길 아래로 굴러 떨어
진다. 길로 뛰어 내려가 부서진 마차를 바라보는 사내들.

사내 1 (낮은 목소리로) 최서희, 이제야 원수를 갚는군.
사내 2 (서두르며) 어서 갑시다. 총소리가 너무 많이 났소.
* E : 효과음.

① [B]를 여러 장면으로 나누어 장면 밖의 진행자가 마차 
전복 사건에 대해 해설할 수 있도록 한다.

② [B]에서 인물들이 이동하는 시·공간을 더 구체적으로 제
시하여 마차 전복 사건의 현장감을 더 높이도록 한다.

③ [B]에서 보인 서희에 대한 길상의 연정을 독백으로 처리하여 
그녀에 대한 길상의 감정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한다.

④ [B]에서 보인 서희와 길상 두 사람의 생각을 대화로 처
리하여 인물 간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게 한다.

⑤ [B]에서 일어난 마차 전복 사건에 습격 장면을 삽입시켜 마차
가 전복된 구체적인 원인과 함께 긴박감도 드러나도록 한다.

[ 32~3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따라 중앙 연산 장치 및 메모리의 집
적화(集積化) 기술 발전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반도체를 얼마나 
고밀도로 집적할 수 있는가 하는 기술 경쟁을 하게 되었다. 그
동안 반도체 제작 기술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현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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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실리콘 반도체 칩을 더 고밀도로 집적하는 기술은 물리적
인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
안한 것이 생체 분자를 이용한 생체 전자 소자이다. 생체 전자 
소자는 분자 수준의 작은 크기에서 전자 신호를 전달할 수 있
으므로 고밀도의 집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반도체가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능도 지닐 수 있다.

일반 컴퓨터는 한 번에 하나의 연산을 빠른 시간에 처리하
는 직렬 연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처리하고자 하는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 처리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 복잡한 수
학 문제의 경우는 슈퍼컴퓨터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
다. 이러한 일반 컴퓨터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바이오컴퓨터를 고안해 냈다. 1990년대 이전에 과학자들이 생
각하는 바이오컴퓨터는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소프트웨
어적으로 모방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도 실제 
연산을 담당하는 부분은 일반 컴퓨터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
인 방법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1990년대 중
반 이후 DNA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생겨나면서 바이
오컴퓨터는 하드웨어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D
NA 컴퓨팅은 컴퓨터 과학과 DNA 기술을 접목한 기술로, 생체 
분자를 실제로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
산 기능과는 큰 차이를 갖고 있다. 생체 분자는 세포 내에서 
초고집적도로 정보를 저장하며, 생화학 반응에 의한 병렬 신호 
처리 등 매우 우수한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DNA 컴퓨팅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막대한 병렬성을 이용해서 주어진 문제의 탐
색 공간을 전부 탐색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알고리즘*이 하
나의 해*를 유지하면서 주어진 연산자를 이용해 그 해를 계산
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최종 해를 찾는 접근 방법을 취하는 데 
반해, DNA 컴퓨팅 알고리즘은 많은 수의 해를 유지하면서 연
산자를 적용한 후 생성된 많은 수의 해 중에서 최종 조건을 만
족하는 해를 발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둘째, DNA 컴퓨팅
은 계산 속도나 계산 효율에서도 우수하다. 우선 계산의 속도 
측면에서 보면, 일반 컴퓨터는 초당 106의 계산을 할 수 있고 
슈퍼컴퓨터라 할지라도 초당 1012의 연산만이 가능하다. 그러
나 DNA 컴퓨팅은 대략 초당 1014의 계산이 가능하다. 셋째, 
DNA의 막대한 병렬성을 계산에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
를 저장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컴퓨터의 성능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조만간 기존의 방법으로는 물리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기술적인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러 가지 컴퓨팅 기법이 선보
이고 있다. DNA 컴퓨팅 기법 또한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DNA 컴퓨팅이 기존 컴퓨터의 단점을 모두 
보완할 수는 없지만, DNA 컴퓨팅의 이상적 응용이 단지 수학
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생
체에 이식된DNA 컴퓨팅 장치가 여러 신호를 입수하여 신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컴퓨팅 : 컴퓨터 기술 자원을 개발 및 사용하는 모든 활동.
*알고리즘 :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

대로 하여 원하는 출력을 유도하여 내는 규칙의 집합. 여러 단
계의 유한 집합으로 구성되는데, 각 단계는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연산을 필요로 함.
*해 :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성립시키는 미지수의 값. 또는 미분 

방정식 등을 만족시키는 함수(函數).

32.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DNA 컴퓨팅은 컴퓨터 과학과 DNA 기술을 접목한 기

술이다.
② DNA 컴퓨팅은 생체 분자를 실제로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③ DNA 컴퓨팅은 막대한 병렬성을 바탕으로 하여 정보를 

처리한다.
④ DNA 컴퓨팅 장치는 앞으로 생체에 이식하여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⑤ DNA 컴퓨팅의 정보 처리 속도는 처리할 정보의 양에 

비례하여 빨라진다.
33. ‘DNA 컴퓨팅’과 관련하여 <보기>의‘외판원 순회 문제’에 대

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외판원 순회 문제’는 외판원이 여러 도시를 모두 방
문하는 가장 짧은 길을 찾는 문제다. 얼른 생각하기에
는 쉬워 보이지만 수학의 대표적 난제로 손꼽히는 어려
운 문제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면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계산한 다음 최소 거리를 여행하는 경로를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25개 도시를 여행하는 모든 경
우의 수를 계산해 최소 거리를 구하려면1GHz의 계산 
속도를 가진 컴퓨터로도 약10조 년 이상이 걸린다.

① 연산의 경로가 여러 개이므로 생성된 해도 여러 개일 것
이다.

② 생성된 많은 해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발견하는 방식
을 취하게 될 것이다.

③ 동시 다발적으로 연산을 수행하므로 경우의 수를 계산
하는 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④ 기존 컴퓨터에 비해 해가 여러 개이므로 모든 경우를 
계산하는 시간을 단축할 것이다.

⑤ 계산 시간은 단축하지 못하더라도 기존의 컴퓨터에 비
해 정확한 계산을 하게 될 것이다.

34. 위 글의 글쓴이가 <보기>의‘무어의 법칙’에 대해 언급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무어의 법칙’은 반도체 칩 기술의 발전 속도에 관한 

것으로, 반도체 칩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매
년 또는 적어도 매 18개월마다 두 배씩 증가한다는 법
칙이다. 무어의 법칙은 반도체 칩을 더 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계속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① DNA 컴퓨팅을 활용하면‘무어의 법칙’을 안정적으로 이
어갈 수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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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DNA 컴퓨팅이 일반화되면‘무어의 법칙’같은 낙관적인 
전망이 불가능함을 지적한다.

③ DNA 컴퓨팅의 실용화는‘무어의 법칙’과는 다른 차원의 
기술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④ DNA 컴퓨팅으로 인해‘무어의 법칙’에서 전제한 반도체 
칩 가공 기술이 두 배 향상됨을 지적한다.

⑤ DNA 컴퓨팅도‘무어의 법칙’에서 볼 수 있듯이 언젠가
는 기술적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조선 광해군 때, 명나라의 요청으로 후금
을 정벌하기 위한 조선군이 요동으로 건너간다. 조선군은 후
금에 패하고 정벌군에 속해 있던 영철은 포로로 붙잡힌다. 
영철은 후금의 장수 아라나의 종이 되어 그 집에 가서 마구
간 일을 맡게 된다. 그리고 포로로 있던 명나라 사람인 전유
년을 알게 된다. 영철은 조선으로 돌아가기 위해 두 번의 탈
출을 시도하나 모두 실패하고 혹독한 형벌을 받게 된다. 아
라나는 영철을 붙잡아 두기 위해 죽은 동생의 부인과 결혼시
키고 영철은 두 아들을 얻게 된다. 영철은 집에서 떨어진 강
가에서 유년 등과 말을 먹이며 지낸다.

가을이 되자 영철은 아내를 만나러 잠시 집에 들렀다. 아내는 
오랜만에 온 남편을 반기며 술과 고기를 갖추어 내었다. 저녁이 
되자 문을 나서 배웅하는데,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싸울 날이 멀지 않았으니, 이제 곧 낭군님과 이별하겠군요.”
비록 적국에서 만난 여인이었지만, 어느덧 살다 보니 정이 들

었다. 게다가 오늘은 말하는 것이 더욱 은근하고 간절하였다. 아
내는 영철에게 술과 고기를 주며 동료들과 같이 먹으라 하였다.

같이 말 먹이던 자들이 영철이 가지고 온 음식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서로 나란히 앉아서 마시며 노래 부르며 즐
거워하였다.

이날 밤은 8월 15일, 보름날이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달빛은 땅에 가득하였다. 유년이 달을 우러러보며 
동료들에게 탄식했다.

“이 달은 마땅히 내 부모처자를 비추고 있을 것인데, 나
의 부모 처자 또한 이 달을 보고 반드시 나를 생각하리라.”

유년의 말에 10여 명의 남자들이 마주 보고 통곡하였다.
“영철이, 자네는 부모가 조선에 있으나 여기서 처자식을 

두었으니 돌아가려는 마음이 우리들과는 다르겠지?”
유년의 묻는 뜻이 사뭇 조심스러웠다. 영철이 고개를 가

로저으며 말했다.
“짐승도 죽을 때는 머리를 고향을 향해 둔다는데, 어찌 

이곳에 처자식이 있다고 해서 부모를 잊을 수 있겠는가? 내 
고국에 살아 돌아가 부모님의 얼굴을 한 번 뵐 수만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을 것이네. 다만 내가 전에 도망치려다가 붙
잡혀 두 번이나 욕을 당했으니 이제 만일 도망치다가 다시 
잡히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어찌했으면 좋겠는가? ”̀

유년이 말했다.
“요동의 육로(陸路)는 막힌 지 오래지만, 뱃길이 있잖은가? 

듣자니 조선의 사신이 등주(登州)까지 배로 와서 육로로 황도
*에 간다고 하네. 이제 내가 자네와 함께 도망하여 등주까지 

갈 수만 있다면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자네는 조선의 사행선*
을 타고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 걸세. 자네 뜻은 어떠한가?”

“등주까지는 어떻게 가려고 하나?”
“내가 전쟁터를 쫓아다닌 지 오래고, 이 후금 땅의 산천 

형세를 잘 알고 있네. 게다가 이 말들은 천리마여서 4~5일 
부지런히 달리면 여길 벗어날 수 있을 걸세.”

이 말에 무리가 모두 뛸 듯이 기뻐하였다. 다만 유년은 
영철이 처자식 때문에 머뭇거리는 일이 있을까 걱정하여 영
철의 기색을 살피며 말했다.

“내게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모두들 아리땁다고 하지. 등
주로 돌아가면 내 누이동생을 자네에게 시집보내겠네. 큰누이
가 시집갔다면 작은누이라도 반드시 자네에게 시집보내겠네.”

영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하였다. 
영철이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술에 섞으니, 유년 또한 
그러하였다. 술을 나눠 마신 뒤 일행은 달에 절하고 굳게 맹
세하였다. 나머지 사람들도 뜻을 같이 하기로 하니 모두 열 
사람이었다. 사람마다 각기 5일 치씩의 식량을 준비하여 깊은 
밤 일시에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하였다. 다른 목동들은 모두 
잠들어 사방이 고요하였다. 곧바로 강여울을 건너 북쪽을 향
해 말을 달리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깊은 여울이 나타났다. 
물살이 자못 셌기 때문에 말을 채찍질하며 건너는데, 경비하
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알아차리고 크게 소리 지르며 쫓아왔
다. 그 와중에 영철 일행이 큰 연못에 빠져 상황이 매우 위급
하게 되었다. 여섯 명은 간신히 빠져 나왔지만 네 명은 끝내 
나오지 못하여 사람과 말이 함께 죽었다. 다만 주인 잃은 말 
한 마리가 홀로 빠져나와 일행을 따라왔다.

백여 리를 달리니 달은 이미 지고 주위는 캄캄하였다. 높
은 곳에 올라 주위를 바라보니 멀리 들판 사방(四方)에 후
금 군대의 장막이 많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았
다. 영철과 유년 일행은 우선 말에서 내려 산기슭에 숨어 
생쌀을 씹고 물을 마시며 허기를 달랬다. 영철 일행은 종일 
울면서 하늘을 보고 기도하였다.

다시 밤이 되어 달이 오르자 영철 일행은 말을 타고 달
렸다. 백여 리쯤 달리다 보니 사막이 나타났다. ⓐ그곳은 
옛 전쟁터인지 사람은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오래된 전투의 
흔적만이 쓸쓸히 남아 있었다. 불을 피우고, 깨진 화로 하나
를 주워 밥을 하여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다. 다시 말을 타
고 달리다 보니 새벽녘이 되었다. 유년이 주위 산과 강을 
둘러보더니 기뻐하며 말했다.

“여보게들, 기뻐하게. 이제 후금의 땅을 벗어난 것 같네.”
여섯 명은 모두 안도의 숨을 몰아쉬었다.

- 홍세태, ‘김영철전’
* 황도(皇都)：지금의 북경(北京).
* 사행선(使行船)：외국에 왕래하는 사신 일행을 태우던 배.

3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건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③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④ 대화와 요약적 장면 제시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⑤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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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보기>는 위 글에 제시된 ‘영철’의 탈출 과정을 도식화한 것
이다.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탈출에 대한 
영철의 고민  →  

㉯
영철의 탈출 

결심

→
㉰

영철 일행의 
탈출 개시  →  

㉱
영철 일행의 
탈출 성공

① ㉮는 영철이 탈출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② ㉮에서 ㉯로 바뀌는 데 유년의 말이 영향을 끼쳤다.
③ ㉯의 궁극적인 원인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다.
④ ㉰와 ㉱의 과정에서 영철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다.
⑤ ㉱는 영철이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
은 것은?

<보 기>
‘김영철전’의 김영철은 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헤어지게 

되자, 집요한 의지를 가지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하
지만 이는 부분적 해결로 끝났을 뿐, 고국으로 돌아와 가
족을 만난 김영철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생이별을 해야 
했던 후금의 처자들을 생각하며 일생 동안 괴로워했다.

① 영철의 탈출 시도는 성공으로 끝났으나 영철은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했겠군.

② 영철이 후금의 아내에게 정을 준 것은 결과적으로 후
에 영철에게 또 다른 아픔이 되었군.

③ 영철이 세 번의 탈출을 감행한 것에서 고국에 있는 가족
과 재회하기 위한 그의 집요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군.

④ 영철이 자신의 불우한 처지보다 고국을 더 걱정하는 것을 볼 때, 
사사로운 일보다 공적인 일을 앞세우는 인물임을 알 수 있군.

⑤ 영철이 고국의 부모를 만날 수 있었겠지만 후금에 처
자식을 남겨 둔 상태이므로 그의 탈출은 부분적 해결
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군.

38. ⓐ의 상황을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산자수명(山紫水明)   ② 강구연월(康衢煙月)
③ 적막강산(寂寞江山)   ④ 오리무중(五里霧中)
⑤ 백년하청(百年河淸)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집단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어떤 가족, 모임, 직장 등에 속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개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수의 집
단에 속해 있으면서 다수의 지위를 동시에 차지하고 있다. 이

렇게 소속된 집단이나 지위는 개인들에게 일정한 소속감이나 
일체감을 갖게 한다. 물론 개인들이 속한 모든 집단이나 지위
가 개인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고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출신 집안을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출신 대학을 중시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직업이나 직위
를 중시한다. 이러한 집단이나 지위는 경우에 따라 거부감을 
형성하기도 한다. 어쨌든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지위를 
통해 다양한 감정과 의식을 형성하면서‘나는 누구이다’라는 자
의식을 갖게 되는데, 이런 감정과 의식의 ㉡총체를‘정체성’이라
고 한다. 그러므로 소속이나 지위는 그에 따르는 소속감이나‘정
체성’을 통해 개개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섬너는 개인의 소속 여부에 따라 집단을 내집단과 외집단으
로 분류했다. 개인이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 집단은 
그에게 내집단이 되며, 그렇지 않다면 그 집단은 외집단이 된
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정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끼리는 일
정한 특성을 공유하며, 이에 따라 저절로 소속감을 가지게 된
다는 것이다. 그래서 집단 성원들끼리는‘우리’라는 동질감을 가
지게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내집단은‘우리 집단’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반대로 외집단은‘그들 집단’이라고 한다. 내집단과 외집
단의 구분은 한편으로는 동일한 집단에 소속된 성원들 사이에
서 결속력을 강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원들끼리 우월감
을 느끼면서 외부의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할 경우 분파주의
와 집단 이기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수주의, 인종 
차별주의, 지역주의 등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분파주의나 집단 이기주의가 심화되면 사회 전체적인 ㉢통합
이 방해를 받는다고 보았다.

한편 머튼은 개인이 소속된 집단이 개인의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의 행동 기준으
로 중요시하는 집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
해 그는‘준거 집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준거 집단이란‘한 
개인이 자신의 신념, 태도, 가치 등을 규정하고 행동의 ㉣지침
으로 삼기 위해 의지하는 집단’이다. 머튼은‘준거 집단’을 둘로 
나누어서 개인들에게 사고와 행위의 가치 기준이나 규범의 표
준이 되는 경우를‘표준 준거 집단’이라고 하였고, 이것을 자신
이 처한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 기준으로 삼는‘비교 준거 집단’
과 구별하였다.

준거 집단은 대체로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인 경우가 많다.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그 집단 성원들 간의 
상호 작용이 활발할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 그 집단 성원들의 
생각이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개인의 준거 집단이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이 아닌 경
우도 있다. 이것은 외집단에서 자신의 사고와 행동의 기준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준거 집단은 개인에게 적극적인 의지
나 만족감을 심어 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하고, 심리적
인 긴장이나 불만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한다.

3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을 내집단이라고 한다.
② 특정 집단에 소속된 사람은 일정한 특성을 공유한다.
③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은 사회 통합에 방해가 될 수 있다.
④ 소속감이나 일체감은 상대방에 대한 우월감을 전제로 한다.
⑤ 준거 집단은 만족감을 줄 수도 있지만 불만을 유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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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위 글과 관련하여 <보기>의 사례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씨는 학교 졸업 후 한동안 취업을 못 하던 중 직업

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인터넷 카페B에 가입하여 
활동을 한다. A씨는 겨우 취직을 하여 200만 원의 월
급을 받게 되자, 아직 취직을 못한 카페 회원에 비해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A씨는 취직도 하고 해서
B카페에서 탈퇴를 한다. A씨는 자신이 취직한 회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자기와 비슷한 일을 하
는 이웃 회사 사원들의 월급이250만 원인 것을 확인하
고 자신의 신세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① A씨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웃 회사가 
외집단이었겠군.

② A씨가 직업을 구하지 못하다가B카페에 가입하면서B카
페는 내집단이 되었겠군.

③ A씨가B카페를 탈퇴한 이유는 그 카페 회원들을 표준 
준거 집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④ A씨가 불행하다고 느낀 것은 이웃 회사의 사원들을 비
교 준거 집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⑤ A씨가 행복하다고 느낀 것은 직업을 구하는B카페 회
원들을 비교 준거 집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41. 위 글과 <보기>를 읽고‘섬너’와‘하이먼’이‘내집단과 외집단’
을 분류한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섬너의 내집단과 외집단의 분류는, 어떤 사람이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그 집단에 대해 소속감을 가
지지 않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 바로 하이먼의 집단 분류 기준
이다. 하이먼은‘소속 집단’이라는 개념을 추가로 도입하였
다. 말 그대로 한 개인이 신분적으로 그 집단에 속해 있
는 경우 그 집단을 소속 집단이라고 하고, 내집단과 외집
단은 주관적인 소속감을 기준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그 학교에 소속되어 있
다고 생각하면 그 고등학교는 그 학생에게 소속 집단이자 
내집단이다. 그런데 그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된 후에도 
그 고등학교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고등학교는 소
속 집단은 아니지만 내집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① 섬너와 하이먼은 모두 집단의 개방성 정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② 섬너와 하이먼은 모두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분류하였다.
③ 섬너는 집단의 크기에 따라, 하이먼은 집단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였다.
④ 섬너는 집단의 효용성 정도에 따라, 하이먼은 집단의 

긴밀성 정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⑤ 섬너는 집단에의 소속 여부에 따라, 하이먼은 집단에 

대한 태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42. ㉠~㉤의 사전적 의미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권리·명예·임무 따위를 지니도록 해 줌.
② ㉡ : 사물을 구성하는 전체.
③ ㉢ : 모두 합쳐 하나로 모음.
④ ㉣ : 지정한 방향으로 나아감.
⑤ ㉤ : 어떤 것이 다른 일을 일어나게 함.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 1. 윤의 사무실 안(낮)
제약 회사 중역실답게 정신 신경 안정제, 정력 강장제, 간장 

강화제 등의 광고 포스터들이 벽에 붙어 있다.
깨알 같은 숫자로 가득 찬 장부.
ⓐE. 멀리 전화벨 소리, 문 여닫는 소리, 가까이 타이프라이

터 소리 등.
장부 안 숫자가 개미 떼가 되어 어지럽게 우글거린다.
초점이 흐려지는 장부. / 머리가 띵한 듯 아스피린 한 알을 

꺼내 글라스의 물로 삼키는 윤.
ⓑ탕! 하고 장부를 닫고 품의서에 이니셜을 해서 사원에게 

넘겨준다. / 책상 위에는 “윤기준 상무이사”라고 쓰인 팻말.
일어나서 유리창 밖을 내다보는 윤의 눈에 비치는 거리.
E. 요란한 타이프라이터 소리와 전화 소리가 소란한 자동차

의 클랙슨 소리와 급정거하는 금속성 소리 등으로 바뀐다.
부감*되는 화면에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들이 어지럽게 왕

래한다. / 소란한 소리.
창밖을 내다보며 포켓에서 담배를 꺼내는 윤.
Ins. (담뱃갑에 써 붙인 쪽지) 지금 이 담배 한 대 대신 은

단 3알이 어떨까요?
ⓒE. 쪽지 내용의 아내 목소리.
담배를 도로 넣고 은단 케이스를 꺼냈다가 도로 담배를 꺼

내 문다. / 창에서 돌아서는 윤.
E. 소란한 거리의 소음 소리가 이번에는 요란한 전화벨 소

리와 타이프라이터 소리로 바뀐다.  <중략>
S# 4. 윤의 방 안(저녁)
여행용 케이스에 화사한 남성용 의류와 세면도구 등이 차곡

차곡 담겨진다. 챙겨 넣는 손,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담겨지곤 
하던 중 액자에 든 남녀 사진 한 틀. (Ins.) 의젓하고 여유 있
어 보이는 아내와 윤의 나란한 사진.

방에 붙은 욕실에서 나오는 윤, 로우브를 벗는다.
넥타이를 매어 주는 아내의 손에 맡기고 목을 길게 하고 있

는 윤의 상반신.
윤：하필 무진에서 쉬어야 하나? 원…….
아내：당신 요즘 안색 보면 제가 바싹바싹 마르는 것 같아

요. 어머님 성묘도 하실 겸 좋지 않아요? 저도 같이 갔으면 좋
겠지만 이번 주주 총회 작전에는 아버님 옆에 제가 꼭 붙어서 
다녀야 할 것 같으니……. 푹 쉬시다 오시믄 대 회생 제약 주식 
회사의 전무 이사님 자리가 기다리구 있을 테구…….

S# 5. 같은 방 창밖 풍경(저녁)
가로등이 일제히 켜지고 집집마다 불이 켜진 아름다운 저녁 

풍경.
S# 6. 이모 집 마루(밤)
(회상)(과거) / 처마 끝에 내다 걸은 희미한 전등에 [하루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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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불나방들이 모인다.
- CU -
S# 7. 침대차 안(밤)
많은 하루살이가 들어가 죽은 희미한 전등불.
- CU -
후덥지근한 침대차 안.
유리창에 비치는 윤의 얼굴. 창밖으로 도회의 불빛이 스쳐 

지나간다. / 이윽고 불빛 드물어지고 어둠.
E. 달리는 기차의 굉음 소리.
장인：ⓓE. 비행기로 가서 바꿔 타구 가믄 빠르긴 허것지만 

항공 여행이란 위험헌 것이니 기차루 가두룩 허게(명령조다)!
윤：E. 네, 아무렇게나 좋습니다.
S# 8. ○○시 역(이른 아침)
윤, 대합실을 나오다가 미친 여자를 본다. 나이롱 치마저고

리에 핸드백과 파라솔 등 제법 진한 화장의 멋쟁이다.
구두닦이들, 그리고 아이스케키 장수 아이들이 어울려 여자 

뒤를 줄줄 따르고 있다.
소리1：E. 공부를 많이 해서 돌아 버렸디야.
소리2：E. 아녀, 남자한테서 채여서여.
소리3：E. 저 여자 미국 말도 참 잘한다. 물어 볼끄나?
구두닦이, 찝쩍거리면 비명을 지르는 [미친 여자].
S# 9. 바닷가 집 방 안(밤)
(과거) / 비명 지르며 악몽에서 깨어나는 윤.
식은땀을 흘린다. 방문을 열면 바닷가.
파도들이 밀려와서 밀려가고 (시간이 공허하게 흐른다).
S# 10. 이모 집 건넛방(낮)
(과거) / 골방 문 벌컥 열리며 비명을 지르고 뛰어 나오는 

윤. 어머니가 어이없는 얼굴로 본다.
윤：ⓔ더 이상 못 숨어 있겠어요! 미칠 것 같단 말예요. 미

치드라도 일선에 나가서 미치겠어요. 이대로 내가 미치거든 내 
일기책 첫 장에 적어 놓은 이유들 때문일 터이니 그걸 참고 해
서 치료해 보세요!

옷고름에 눈물 닦는 어머니.
돌아앉아 책상에 머리를 파묻고 흐느끼는 윤.
S# 11. 시골 자동차길(낮)
도망하듯이 시골의 자갈길을 달리고 있는 버스.
S# 12. 버스 안(낮)
버스 차창에서 내다보이는 풍경이 주마등같다. 가로수와 논, 

밭 등을 뒤로 휙휙 보낸다. 산 틈으로 지저분한 바다가 보인다.
- 김승옥, ‘안개’

* 부감：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봄.

43.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① ‘윤’은 ‘장인’의 일방적 지시에 대해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② ‘윤’은 고향 방문을 권유하는 것에 대해 기꺼워하지 않고 

있다.
③ ‘아내’는 남편의 출세를 원하지만 구체적 방법을 찾지

는 못하고 있다.
④ ‘아내’는 과도한 업무로 얻은 병 치료를 위해 남편에게 

귀향을 권유한다.
⑤ ‘윤’은 고향에서 고생하시는 어머니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지니고 있다.

44. ‘하루살이’와 ‘미친 여자’의 공통된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됨을 암시한다.
② 과거와 현재의 문명 충돌을 상징한다.
③ 삶에 대한 성찰을 하게 하는 매개체이다.
④ 과거 장면과 현재 장면을 효과적으로 연결한다.
⑤ 공간의 변화에 따른 인물의 정서 변화를 예고한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영화의 소리는 진원지에 따라 내재음과 외재음으로 나

뉜다. 내재음은 영화가 진행되는 영상 안에 존재하는 것
이고, 외재음은 영상 밖에 존재하는 것이다. 화면 안에 
보이는 인물이나 사물의 소리는 내재음이고, 화면 안의 
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화면 속에 존재하는 소리
는 외재음이다. 내재음이 화면 안의 영상을 그대로 나타
내 주는 사실주의적 방식인데 반해, 외재음은 외면보다는 
내면의 심리나 정서나 상징적 의미들에 더욱 주력한다.

① ⓐ는 사무실 장면의 영상에서 발생하는 소리이므로 내
재음으로 볼 수 있다.

② ⓑ는 장부를 닫고 품의서에 이니셜을 하는 장면이므로 
내재음으로 볼 수 있다.

③ ⓒ는 아내와 윤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소리이므
로 내재음으로 볼 수 있다.

④ ⓓ는 기차를 타기 전에 장인이 윤에게 해 주었던 말이
므로 외재음으로 볼 수 있다.

⑤ ⓔ는 과거 윤과 어머니가 대화하던 장면에서 나오는 
소리이므로 내재음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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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수능 언어 EBS 
정선 모의고사 3회

1

1. 수업 시간에 TV 프로그램을 시청한 뒤 ‘주인공이 걸어온 삶’
에 대하여 글을 쓰는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끌어낸 내용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TV 프로그램
비디오 오디오

㉠
[장면1] 유년시절, 주인공
이 살았던 낡은 초가집을 
보여 준다.

일찍 아버지를 잃고 홀어
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
[장면2] 학창시절을 얘기
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주인
공의 모습을 클로즈업한다.

읍내 중학교까지 먼 길을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
[장면3]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밤에는 도서
관에서 공부하는 주인공
의 모습을 보여 준다.

대학 공부를 계속하기가 
어려웠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텼죠.

㉣ [장면4] 사무실에 남아 늦게
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장이 될 때까지 휴일도 
잊고 일했어요.

㉤
[장면5] 이른 새벽부터 독
거노인의 집을 방문하는 주
인공의 모습을 보여 준다.

날씨마저 추운데…… 홀로 
사는 노인들이 걱정이 돼요.

① ㉠ : 그는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
② ㉡ : 그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학창시절을 외롭

게 보냈다.
③ ㉢ : 그는 시련과 고난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극복하기도 했다.
④ ㉣ : 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했다.
⑤ ㉤ : 그는 이웃의 어려움을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마

음을 지녔다.

2. 다음은 ‘직장인 엄마(워킹맘)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쓰기 위
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은? [3점]

(가)통계자료

(나) 인터뷰
“우리나라는 30대 초반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이 심각합니

다.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휴직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
되는데, 이들의 고용률이 OECD 수준으로 늘어난다면 1인당 국
민소득은 1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대학 교수 -
(다) 뉴스 보도
1. ��구는 기초 자치 단체 중 최초로 시간제 근무 제도를 

도입해 직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육아휴직을 고민하던 
김 씨(32세)는 주당 근무 시간 내에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
정해 출퇴근을 하며 육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만족감
을 드러냈다.                                 - ��신문 -

2.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장인엄마는 숙제 도와주기, 준비물 
챙기기, 학교 방문 등 자녀의 학교생활을 충분히 지원할 수 없
다는 것이 가장 큰 고충이라고 말했다. 특히 점심 급식과 교실 
청소 등 근무 시간에 학부모의 노동력을 요구하는 학교에 대해 
직장인엄마의 고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방송 -

① (가)-1과 (나)를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OECD와는 달
리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이 낮은 것은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인한 휴직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한다.

② (가)-2와 (나)를 활용하여, 모성 보호 제도 시행률이 
높아진다면 국민 경제 수준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전망한다.

③ (가)-1과 (다)-2를 활용하여, 직장인엄마(워킹맘)에 
대한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생활 지원 부담이 해소된다
면 여성 고용률이 OECD 수준으로 상승할 것임을 전
망한다.

④ (가)-2와 (다)-2를 활용하여, 직장인엄마(워킹맘)들이 
육아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으나 직장에서는 모성 보호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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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나)와 (다)-1을 활용하여, 시간제 근무 제도 도입 등
의 직장 차원의 노력 확대가 30대 초반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3. 다음은 한국인의 ‘빨리빨리’ 기질에 대해 발표하기 위해 <보
기>의 계획에 따라 작성한 초고이다.  <보기>의 계획에 따라 
위 글을 고쳐 쓴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통념 제시 → 문제 제기 → 통념의 부정 → 통념을 부

정하는 사례 → 마무리’의 순서로 글을 전개하자.
•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고쳐쓰기의 절차에 따

라 바르게 수정하자.
• 마무리에서 문맥에 적절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되, 

단정적 어조로 끝을 맺도록 하자.

‘빨리빨리’ ㉠문화의 후유증
‘빨리빨리’는 한국인의 기질을 표현하는 단어 중 하나로, 부

정적인 뉘앙스가 짙게 ㉡베어 있습니다.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해 발생한 건물 붕괴, 제 공정을 모두 거치지 않고 속성으
로 만들어진 공산품의 질 저하 등은 그러한 ‘빨리빨리’ 기질의 
부정적인 측면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그런 점에서 ‘빨리빨
리’ 기질이 부정적인 면만 있을까요?

어떤 외국인 기업가는 한국에서 IT 인프라가 발달한 이유가 
‘한국인들의 기질이 아주 급해서’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한 일
본인 기자는 한국에서 살다가 일본에 가 인터넷을 써 보니 답
답해서 ‘빨리빨리’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 털어 놓았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은 휴대 전화로 ㉣화상 회의나 은행 업무를 빠
르게 처리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신기하게 여깁니다. 한국인
의 ‘빨리빨리’ 기질이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이동 통신 인프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인터넷 시대에 ‘빨리빨
리’는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국인에게 ‘빨리빨리’기질은 놀라운 신기술을 지속
적으로 창출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즉, 변화와 혁신의 21
세기에 부정적으로만 여겨졌던 한국인의 ‘빨리빨리’ 기질은 세
상을 앞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① ㉠은 글 전체 내용에 맞게 ‘기질의 양면성’으로 수정한다.
② ㉡은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므로 ‘배어’로 바꾼다.
③ ㉢은 문장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이에 더하여’로 고친

다.
④ ㉣은 호응을 고려하여 ‘화상 회의를 하거나’로 바꾼다.
⑤ ㉤은 글의 전개 순서를 고려하여 둘째 문단의 처음으로 

옮긴다

4.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글을 쓰기 위
해 <보기>와 같이 개요를 작성하였다. 개요의 수정·보완 방안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Ⅰ. 서론 : 문제 제기
Ⅱ. 본론
  1.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의 방향… ㉠
    가. 에너지 절감 효과
    나. 환경 보호 기여
  2.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의 장애 요인
    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부족
    나. 시설 설립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
    다.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의 시장 전망… ㉡
    라.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예산 부족
  3.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의 활성화 방안… ㉢
    가. 참여 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 제공
    나. 시설 유치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 마련
    다. 사업 관련 제도와 법규의 정비
    라.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의 국제 동향… ㉣
Ⅲ. 결론 : 폐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 촉구… ㉤

① ㉠은 하위 항목을 포괄하지 못하므로‘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의 의의’로 수정한다.

② ㉡은 상위 항목의 관련성과‘Ⅱ-3-다’를 고려하여 ‘사
업 관련 제도와 법규의 미비’로 수정한다.

③ ㉢의 하위 항목에는‘Ⅱ-2-라’를 고려하여‘신기술 개발
을 위한 정부의 예산 확대’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④ ㉣은 상위 항목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므로‘Ⅱ-2’의 
하위 항목으로 옮긴다.

⑤ ㉤은 글 전체의 흐름을 고려하여, ‘폐자원 에너지화 사
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촉구’로 수
정한다.

5. <보기>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시 표현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a. 할아버지, 제 손에 든 이것 좀 보세요.
    b. 영수야, 이것 말고 네 앞에 있는 그것 좀 집어 줘.
    c. 아저씨, 정상은 이곳이 아니고 산봉우리가 희   

        미하게 보이는 저곳이에요.
ㄴ. 영수：우리 어디에서 만날까?
    철수：저번에 만났던 그곳에서 만나.
ㄷ. ‘너 자신을 알라.’ 이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다.

① ㄱ－a와 ㄱ－b의 ‘이것’은 말하는 사람 가까이에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군.

② ㄱ－b의 ‘그것’은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에 더 가
까이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군.

③ ㄱ－c의 ‘저곳’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군.

④ ㄴ의 ‘그곳’은 말하는 사람만 알고 있는 장소를 가리키
는 말이군.

⑤ ㄷ의 ‘이’는 앞에서 얘기한 내용을 가리키는 말이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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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기>를 참고할 때,‘파생적 피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보 기>

피동사에 의한 피동을‘파생적 피동문’이라 하는데, 피동사
는 주어가 제 힘으로 행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능동사 어간에 
피동 접미사‘-이-, -히-, -리-, -기-’등이 결합되어 만들
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파생적 피동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만들
어진다.

ㄱ. 능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 : 사냥꾼이 호랑이를 잡  
       았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ㄴ. 피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 : 호랑이가 사냥꾼에게   

      잡히었다.
  주어    부사어   서술어
ㄱ의 목적어가 ㄴ의 주어가 되고 ㄱ의 주어가 ㄴ의 부사어

가 된다. 그리고 ㄱ의 능동사‘잡았다’의 어간에‘-히-’가 결합
된 피동사‘잡히었다’가 ㄴ의 서술어가 된다. 그렇지만 모든 
능동사 어간에 피동 접미사가 결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①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
② 개구리가 파리를 먹었다.
③ 바람이 나뭇가지를 꺾었다.
④ 폭풍우가 배를 세차게 흔들었다.
⑤ 영수가 귀갓길에 소나기를 만났다.

7. <보기 1>은 재능 기부를 권유하는 글의 일부이다. <보기 2>
의 조건에 따라 [A]에 들어갈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보 기1>
재능 기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타인에게 기부함

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입니다. 제가 처
음 재능 기부를 하게 된 것은 새 학년 들어서 같은 반이 된 
친구 덕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꾸준히 쳐 왔다
는 제 이야기를 듣고 친구가 권유를 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망설인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이 경험은 
제 삶에서 결코 잊지 못할 귀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 [A] )

  
<보 기2>

�글쓴이에게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할 것
�재능 기부에 동참할 것을 권유할 것
�비유법을 활용할 것

① 재능 기부에 동참해 보세요. 제가 경험한 것처럼 여러
분의 삶도 더욱 여유 있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모두
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 주세요.

② 재능 기부를 하고 난 후 저의 마음은 늘 평화로운 바
다가 되었고, 저에게 재능 기부를 권유한 친구와의 관
계도 좋아졌습니다. 재능 기부 덕분에 저는 참으로 행
복해졌습니다.

③ 재능 기부를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의 
시간을 잠깐 할애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훌륭한 재

능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재능 기부
에 관심을 가져 보면 어떨까요?

④ 요즘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
구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
리의 공동체는 점점 병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심장이 더욱 건강하게 뛸 수 있도록 재능 기부에 참여
합시다.

⑤ 재능 기부를 통해 저는 나눔의 행복을 깨닫게 되었습
니다. 여러분, 재능 기부는 특별한 누군가만 할 수 있
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여 어려운 이들의 팍팍한 삶에 오아시스
같은 기쁨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성 인식 기술은 컴퓨터와 같은 기기가 인간의 음성을 알
아듣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다. 컴퓨터가 음성을 인식하기 위
해서는 사람이 발성하는 음소, 음절, 단어, 문장 등의 인식 단
위 신호를 패턴으로 처리하여‘기준 패턴’을 만들고, 이것으로‘음
향 모델’을 만들어 컴퓨터에 저장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소음
과 음성을 구별하여 음성의 특징을 잡아낼 수도 있어야 한다. 
음성의 특징이 파악되면, 컴퓨터는 저장되어 있는 음향 모델의 
기준 패턴들 중에서 입력된 음성의 특징과 유사한 것을 가려내
고, 문법적인 점검 과정을 거쳐 최종 인식 결과를 내놓는다.

음성 인식의 첫 단계는 ㉮‘음성 전처리’이다. 이 단계에서는 
소음과 음성을 구분하고 음성의 특징을 파악한다. 사람마다 목
소리나 발음 특성이 다른데다가 음성이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음성의 특징을 잡아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
은 일이다. 그래서 음성 전처리 과정에서는 음성 신호를 아주 
작은 시간 단위로 자르고 각 구간별로 소리의 주파수나 에너지
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 음성의 특징을 파악한다. 음성과 
소음의 주파수 특성과 상대적 에너지를 분석해 음성과 소음을 
구분하고 음성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음성에서 특징을 뽑아내는‘음성 전처리’과정이 끝나면 ㉯‘패
턴 인식’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입력 패턴’과‘기준 패턴’
의 비교가 이루어진다. 입력 패턴은 음성 전처리 과정을 통해 
파악된 음성의 특징이며, 기준 패턴은 음향 모델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같은 단어를 말하
더라도 발음할 때마다 발음 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두 패
턴을 단순하게 비교하면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입력 
패턴과 기준 패턴의 발음 시간을 같게 만들어 비교하는‘선형 
정합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방식으로도 올바른 비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입력 패턴과 기준 패턴의 발
음 시간을 같게 설정할 뿐만 아니라 음파에 있는 정점들의 시
간까지 일치시켜 비교하는 ㉠‘동적 정합 방식’을 사용한다. 입
력 패턴과 기준 패턴에 있는 정점들의 시간을 최대한 일치시켜 
비교함으로써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다.

‘선형 정합 방식’이나‘동적 정합 방식’은 음성 인식률이 ⓐ높
으나, 인식 대상 어휘가 늘어나면 계산량이 방대해져 음성 인
식 속도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통계학적 방식이다. 통계학적 방식에서는 같은 말이
라도 발음 시간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음성 신호를 통계적으로 
처리하고, 그 통계값들로부터 뽑아낸 정보로 수많은 음향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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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한다. 그리고 그 음향 모델들 중에서 실제 음성 신호와 
가장 유사한 모델을 결과값으로 채택한다. 이 방법은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이나 대화를 인식하는 것까지 구현할 수 있고, 인
식 성능 역시 ⓑ높아 다방면에 응용되고 있다.

‘패턴 인식’이 끝나면 음성 인식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
한 ㉰‘언어 처리’과정이 수행된다. 이 과정에서는 음성 인식기
의 문법 체계에 해당하는‘언어 모델’을 참조해 입력된 음성 정
보에 대한 문법적 점검이 이루어진다. 문법적 점검은 문법에 
어울리는 문장 가운데 가장 적합한 것을 찾기 위한 것이다. 문
법적 점검이 끝나 음성 인식 결과가 나오면 컴퓨터는 그 결과
에 맞는 명령을 수행하게 된다.

8. 위 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음성 인식 기술의 의의
- 음성 인식 기술이 생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② 음성 인식 기술의 장단점
- 입력 패턴과 기준 패턴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③ 음성 인식 기술 발달의 역사
- 음성 신호 처리 기술의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④ 음성 인식 기술에 대한 전망
- 통계학적 방식의 응용 분야를 중심으로
⑤ 음성 인식 기술의 원리와 방식
- 음성 인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중심으로

9. 위 글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에서는 음성 신호를 미세한 시간 단위로 나눈 후, 구

간별로 소리의 주파수와 에너지의 변화 양상을 살펴 
소음과 음성을 구별한다.

② ㉮에서 파악된 음성 특징은 ㉯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음향 모델의 기준 패턴과 비교된다.

③ ㉯에서 인식해야 할 어휘가 많은 경우에는‘선형 정합 
방식’이나‘동적 정합 방식’보다‘통계학적 방식’을 사용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④ ㉯에서는 음성 신호의 발음 시간에 관한 통계 결과들
을 바탕으로 발음 시간이 동일한 음성 신호를 추출하
여 ㉰에 제공한다.

⑤ ㉰에서는 인식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언어 모
델’을 참조해 입력된 음성 정보에 대한 문법적 점검이 
수행된다.

10. <보기>의‘입력 패턴’과‘기준 패턴’을 ㉠의 방식으로 처리한 
것을 보여 주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11. <보기>에서 ⓐ, ⓑ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예를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ㄱ. 우리나라는 목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다.
ㄴ. 형식적인 환경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높다.
ㄷ. 최근 우리 동네에 높은 고층 빌딩들이 많이 생겼다.
ㄹ. 품질이 높은 제품을 생산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   ⓑ                  ⓐ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④ ㄴ     ㄹ
  ⑤ ㄷ     ㄹ

[ 12-15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슬픔의 씨를 뿌려 놓고 가버린 가시내는 영영 오지를 않

고…… 한 해 한 해 해가 저물어 질(質) 고운 나무에는 가
느른 핏빛 연륜(年輪)이 감기었다

(가시내사 가시내사 가시내사)
목이 가는 소년은 늘 말이 없이 새까아만 눈만 초롱초롱 크

고…… 귀에 쟁쟁쟁 울리듯 차마 못 잊는 애달픈 웃녘 사투
리 연륜은 더욱 새빨개졌다

(가시내사 가시내사 가시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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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소년은 자랐다. 구비구비 흐르는 은하수에 슬픔도 세월
도 흘렀건만…… 먼 수풀 질(質) 고운 나무에는 상기 가느
른 가느른 핏빛 연륜이 감긴다

(가시내사 가시내사 가시내사)
- 박목월,‘연륜(年輪)’

(나)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방공호(防空壕)* 위에
어쩌다 된
채송화 꽃씨를 받으신다.
호 안에는
아예 들어오시덜 않고
말이 숫제 적어지신
할머니는 그저 노여우시다.
[A][─ 진작 죽었더라면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지 않았으련만……]
글쎄 할머니,
그걸 어쩌란 말씀이셔요.
숫제 말이 적어지신
할머니의 노여움을
풀 수는 없었다.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인제 지구가 깨어져 없어진대도
할머니는 역시 살아 계시는 동안은
그 작은 꽃씨를 털으시리라.

- 박남수,‘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
(다)
비가 오는 날 고모를 따라 고모부의 무덤에 갔다
검은 배들이 꿈틀거리고 묵호항이 내려다보였다
고모는 오징어를 따라 군산 여수 목포 앞바다를 다 놔두고
전라도에서 묵호항까지 고모부를 따라왔다
나는 실로 이십 몇 년 만에 고모부를 찾았다
고모부는 질펀한 동해에서 돌아와 무덤 속에 잠들었다
폭풍이 치고 온 산과 바다가 울고
독도 바깥 대화퇴* 잠든 어장을 우산으로 가리며
늙은 고모의 등이 비에 젖지 않게
나는 우산대에 박쥐처럼 붙어 눈물을 떨어뜨렸다
사는 일은 무엇일까?
공동묘지의 벌겋게 까진 잔등이 비에 얼룩지고
비명처럼 황토 흙의 빛깔들이 새어나왔다
외짝 신발 하나를 묻고 봉분을 짓고
[B][(오매 오매 날 무얼라고 맹글었는고 짚방석이나 맹글일이제……) ]
흐렁흐렁 울음 속에서도 황토 흙처럼 불거져 나온
저 전라도의 간투사(間投詞)*들
오늘 나처럼 고모부 내외가 낯설게 이삿짐을 풀던 날도
묵호항은 이렇게 흔들리고만 있었을까

- 송수권,‘묵호항’

* 방공호: 적의 항공기 공습이나 대포, 미사일 따위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땅속에 파 놓은 굴이나 구덩이.

* 대화퇴: 동해 중부에 위치한 얕은 뱅크(bank). 물고기가 많
이 모임.

* 간투사: 감탄사.

12.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현재에서 과거로의 시간 이동이 나타나 있다.
② 부정적 현실을 이겨 내려는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③ 시상의 극적 전환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다.
④ 핵심 시어를 반복하여 드러내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⑤ 공간이 지닌 상징적 의미가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3.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와 [B] 모두 삶의 아픔과 비애를 드러내고 있다.
② [A]와 [B] 모두 작품 속 인물의 말을 직접 인용한 것

이다.
③ [A]와달리[B]는 한 행으로 제시되어 보다 빠른 호흡

으로 읽힌다.
④ [A]와달리[B]는 다른 사물을 동원하여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⑤ [B]와달리[A]는 상황을 가정하여 앞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하고 있다.

14. <보기>를 지은 뒤 (가)로 고쳐썼다고 할 때, 달라진 부분으
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어릴 적 하찮은 사랑이나
가슴에 박여서 자랐다.
질 고운 나무에는 자줏빛 연륜이
몇 차례나 몇 차례나 감기었다.
새벽 꿈이나 달 그림자처럼
젊음과 보람이 멀리 간 뒤
…… 나는 자라서 늙었다.
마치 세월도 사랑도
그것은 애달픈 연륜이다.
- 박목월,‘그것은 연륜이다’

① 말줄임표를 자주 사용하여 정서의 지속을 보여 줄 것.
② 후렴구의 형식을 추가하여 대상에 대한 정서를 강조할 것.
③ 더욱 강렬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정서를 심화시킬 것.
④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할 것.
⑤ 문장이었던 제목을 한 단어로 바꾸어 함축의 효과를 얻을 것.

15. (다)를 <보기>의 조건에 따라 바꾸어 쓸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와 유사한 통사 구조를 활용할 것
- 중심 사건과 핵심 정서를 보여 줄 것
- 색채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사용할 것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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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폭풍의 씨를 뿌려 놓고 고모부는 가 버렸다. / 검은 배 
꿈틀거리는 묵호항에는 나와 고모가 흔들리고 있었다.

② 사는 일은 무엇일까 질문을 남기고 떠난 고모부는 영영 
대답을 안 하고 / 파도 자욱한 동해에는 신발 하나 떠돌
고 있었다.

③ 눈물의 씨를 뿌려 놓고 가 버린 고모는 영영 오지를 
않고 / 비 오는 고모부의 무덤에는 검은 우산에 붙어 
우는 박쥐 같은 나의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④ 울음의 씨를 뿌려 놓고 가 버린 고모부는 영영 오지를 
않고 / 외짝 신발 하나 묻힌 봉분에는 비명 같은 황토 
흙 빛깔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⑤ 고모는 간투사를 짙게 내뱉으며 흐렁흐렁 봉분 위에서 
통곡을 하는데 / 이삿짐 풀던 날 흔들리던 묵호항에는 
배들만 흔들거리고 있었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고학에서 발굴은 매장 문화재, 유구(遺構)* 등의 고고학 
자료를 찾아내는 중요한 작업이다. 고고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발굴법은 유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트렌치법, 사분법(四
分法), 방격법(方格法) 등이 있다.

㉠트렌치법은 도랑파기법이라고도 하는데 유적의 한가운데
를 가로지르는 어느 정도 깊이의 도랑을 판 다음 도랑의 주변
부터 점차 발굴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넓
은 지역을 동시에 조사하기 때문에 유적이 어떤 곳이었는지 대
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유구의 흐름이나 지층이 쌓인 순서
인 층서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사분법은 고분을 발굴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우선 
고분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사등분하여 한 부분을 먼저 발굴한 
후 서로 엇갈려 마주 보는 부분을 발굴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그렇게 되면 고분 내의 공간적 특성이나 유물들의 분포 위치, 
유구의 흐름 등을 전체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폭 50~100cm의 둑을 남기는데 이는 고분을 덮고 있는 흙의 
퇴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유적의 지층을 확인하면서 
발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고분의 전체적인 공간적 특성과 
둑의 층서를 파악한 다음에는, 지층의 순서에 맞추어 둑을 차례
로 제거하고 실제 시신이 묻혀 있는 매장 주체부를 정밀하게 
조사하게 된다.

㉡방격법은 일종의 바둑판식 발굴법으로, 먼저 조사 대상 지
역에 X축과 Y축이 직각으로 교차되는 기준점을 정한 후 기준점
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바둑판 눈금 모양의 구획인 그리드*를 설
정하여 발굴해 나가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발굴 작업에 장시간
이 소요되는 유적지 발굴에 활용되는 것으로, 주로 야외 유적인 
주거지, 건물지, 사지 등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할 때 용이하다.

일반적으로 유적지를 발굴할 때는 발굴 단위별로 지층의 수
평을 유지하면서 발굴 속도에 균형을 맞추어 파 내려가게 된다. 
이는 각 부분의 전체적인 윤곽을 지층에 따라 확인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함이다. 그 과정에서 지층에 따라 출토된 유물을 기
록하고 훼손되지 않게 정돈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주의 깊은 
노력이 필요하다.

* 유구：유적지의 구조와 건축 양식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자취.

* 그리드：격자 형식의 무늬.

16. 위 글의 핵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고고학 발굴의 성과와 과제
② 고고학 발굴의 방법과 과정
③ 고고학 발굴의 의의와 전망
④ 고고학 발굴의 역사와 전개
⑤ 고고학 발굴의 대상과 범위

17. ㉠과 ㉡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비교적 넓은 범위의 지역을 조사, 발굴할 수 있다.
② 층서나 유구의 성격을 직접 확인하면서 발굴할 수 있다.
③ 도랑을 만듦으로써 유물의 발굴을 용이하게 할 수 있

다.
④ 발굴에 드는 비용을 가급적 줄여 경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⑤ 발굴 기자재를 많이 활용하지 않고도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다.

18. 위 글을 중심으로 <보기>의 자료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제목 성산 고분 발굴 보고서

발굴

개요

•시기：1998년
•방법：사분법
•출토 유물：창, 도끼, 
손칼, 토기 등
•유물 연대：5세기 무렵
•피장자：최고 권력자로 
         추정

① 만약 고분의 발굴 작업이 A에서 시작되었다면 다음에
는 서로 엇갈려 마주 보는 C 부분을 발굴했겠군.

② 사분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고분 내의 공간적 특성과 
창, 토기 등과 같은 유물의 분포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겠군.

③ 사분법을 사용하여 유물의 발굴 기간을 단축할 수 있
었겠지만 유구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웠겠군.

④ A~D로 나누어진 발굴 단위별로 각 지층의 전체적인 
윤곽을 확인하기 위해 지층의 수평을 유지하면서 파 
내려갔겠군.

⑤ ‘둑’은 고분을 덮고 있는 흙의 지층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층서의 상태를 파악한 후에는 지층의 순서에 
따라 없앴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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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카자흐스탄의 알마아타 한국 교육
원으로부터 ‘말 배우는 아이’라는 글을 받는다. 그 글 속에 
그려진 풍경과 그 글을 쓴 고려인 3세인 류다에게 마음이 
끌려 ‘나’는 카자흐스탄을 거쳐 키르기스스탄의 이식쿨 호수
로 향한다. 도중에 현지 사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황
량한 유원지를 거쳐 마침내 거대한 이식쿨 호수에 도착한다.

황갈색의 풀숲이 끝나는 데서 시작되는 호수의 파란 물
은 멀어질수록 점점 짙어져 건너편에서는 감청색으로 변해 
있었다. 호수의 밑물이 몇 천 리 떨어진 바이칼 호수의 물
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믿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어디에도 하얀 새와 하얀 배는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감청색은 심원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음에 틀림없어 보였다.

호숫가로 작은 너울이 밀려오고 있었다. 나는 그 물에 손
을 담갔다. 말이 ‘뜨거운 호수’지 물은 적당히 차가웠다. 호
숫가의 좁은 모래톱에는 얇은 고둥 껍데기들이 밀려와 겹쳐 
있었다.

“이런 돈을 하나 던지면 다시 여기에 오게 된다고 합니
다.”

미하일이 동전을 꺼내 하나를 내게 내밀었다. 나도 주머
니를 뒤져 보니 웬일로 백 원짜리 동전이 손에 잡혀 나왔
다. 우리는 동전을 호수로 던졌다. 그것으로 목적은 이룩된 
것이었다. 곧이어 사진을 번갈아 찍고 우리는 호수를 등졌
다.

그것이 전부였다. 뭐 먹을 거라도 준비했었더라면 좋았
으련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토록 열심히 달려와서 불과 몇 
분 서 있지도 않고 돌아가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
는 것을 아무래도 옆의 사람들은 납득하지 못하리라 생각되
었다. 그렇다고 해서 변명이랍시고, 여기까지 오는 그것 자
체가 목적이었소 어쨌소 하고 늘어놓는 것도 걸맞지 않는 
일이었다. 내키는 대로라면 그곳에 몇 시간이고 혼자 머물
며 여러 가지 상념에 잠겨야 할 것이었다. 내게 쌓여 있는 
여러 문제들을 서울에 묻어 둔 채 그곳으로 허위허위 달려
온 까닭을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마른 풀숲을 헤치며 걸
었다.

그와 함께 나는 내가 기를 쓰고 거기까지 도달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분명히, 호수는 그렇
게 보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오는 도중에 말들을 보았고, 호
수에는 손까지 담그지 않았던가. 더 이상의 목적이 실상 없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진한 것이 사실이었다. 무
엇인가 호수가 거기까지 부른 비밀을 캐지 못하고 물러서는 
심정이었다.

무엇일까? 나는 몇 번 확인하듯 호수를 되돌아보았다. 해
발 1,600미터가 넘는 곳에 위치한 호수였다. 듣기로는 크기
와 높이로 따져 남미의 티티카카 호수 다음가는 호수라고 
했다. 그 호수를 보겠다고 해서, 카라가지 나무와 주다 나무
와 미루나무와 버드나무를 이정표로 달려왔고, 드디어 보았
다. 그러나…….

나는 머리에 ‘그러나’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것을 어쩌
지 못했다. 서울에서의 문제들은 서울에 가서의 일이다. 나
는 그 꼬리표를 떼어 내려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나…….

그때였다. ⓐ유원지의 돌 축대를 바라보던 나는 거기 웬 
나무가 한 그루 우뚝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들어올 때는 눈
에 띄지 않은 까닭을 알 수 없었다. 아니다. 그 나무만 서 
있었다면 여전히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그 나무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서 있는 한 여자
를 함께 본 것이었다. 젊고 환한 얼굴이 나무 그늘에 묻혀 
있었다.

“류다!”
미하일이 소리쳤다. 우리는 돌 축대를 올라가 그 나무 아

래로 걸음을 옮겼다. 서로 몇 마디의 러시아 말이 오가고 
난 뒤 내가 소개되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았다. 순간, 나는 너무나 또렷

한 우리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중앙아시아에서 처음 
들어 보는 또렷한 우리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 뒤에 ‘이 말
은 우리 민족 말입니다’ 하는 말이 소리 없이 뒤따르고 있
음도 또렷이 느낄 수 있었다.

[A][“아, 안녕하십니까.”
나는 엉겁결에 똑같이 따라 하고 말았다. 그와 함께 나는 

그 단순한 인사말이 왜 그렇게 깊은 울림으로 온몸을 떨리
게 하는지 형언할 수 없는 감동에 휩싸였다.]

개양귀비 꽃밭이 수런거리고, 숲 속의 들고양이들이 귀
를 쫑긋거리고, 커다란 까마귀들이 전나무 가지를 치고 날
았으며, 사막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소금이 하얗게 
깔린 사막으로 큰 바람이 이는 광경이 눈에 어른거렸다. 천
산에서 빙하가 우르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고도 생각
되었다.

나는 호수 건너 눈 덮인 천산을 바라보았다. ‘그러나’라
고 미진했던 마음이 그녀의 “안녕하십니까”에 눈 녹듯 스러
지는 듯싶었다. 건너편 천산이 내게 “안녕하십니까”의 새로
운 의미를 배워주고 있다고 받아들여졌다. 멀리 동방의 조
상 나라를 동경하며 ⓒ하얀 배를 그리는 모습이 거기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그녀가 그 그늘에 서 있던 나무가 바로 러시아 말로 ‘키
파리스’인 ⓓ사이프러스였다. 스타니슬라브는 그 나무가 본
래 중앙아시아에는 없는 나무로서 그루지야에나 가야 많다
고 설명해 주었다. 아마도 유원지가 북적거리던 시절, 무슨 
기념으로 심은 나무일 것이라고도 했다.

그날 그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시간은 매우 짧을 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곧 알마아타로 돌아가야 했고, 또 내가 
그녀와 오랫동안 함께 있어야 할 이유도 특별히 없는 것이
었다. 그러나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느낌을 받았다.

키르기스스탄의 사이프러스 나무 아래 우리 민족의 말인 
“안녕하십니까”의 의미를 전혀 새롭게 말하는 처녀가 있었
다. 나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내내 그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서 호수를 바라보았
을 때, 물에 비치던 ⓔ하얀 만년설의 산봉우리를 눈에 그렸
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얀 배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깨
달은 나는 입속으로 가만히 “안녕하십니까”를 되뇌었다.

－ 윤후명, ‘하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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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
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ㄴ. 경치를 감각적으로 묘사해 이국적 정경을 드러내고 있다.
ㄷ. 빈번한 장면 전환으로 사건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다.
ㄹ. 작품 속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을 서술하며 사건을 전개  
    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위 글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에 대한 설명으
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식쿨 호수에 도착함.

⇩
㉯：호수를 등지고 떠나려 함.

⇩
㉰：류다를 만남.

① ㉮에서 서술자인 ‘나’는 호수가 신비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다고 여긴다.

② ㉮ → ㉯의 상황에서 ‘나’는 이식쿨 호수를 찾은 실질
적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③ ㉯ → ㉰의 상황에서 ‘나’는 여행의 의미를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

④ ㉯에서 ‘나’가 지닌 미진한 마음이 ㉰에서 ‘류다’의 인
사말로 해소되고 있다.

⑤ ㉰ 이후에도 ‘나’는 ‘류다’를 만났던 당시의 모습을 계
속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
지 않은 것은?

<보 기>
키르기스스탄의 소설가 아이트마토프가 쓴 소설 ‘하얀 

배’는 버림받은 자들의 향수를 다루고 있다. 윤후명의 ‘하
얀 배’는 이 아이트마토프의 소설 작품과 연관을 맺으며, 
우리 민족이 강제로 이주되어 살고 있는 중앙아시아로의 
공간 탐색을 통해 민족과 민족어에 대한 탐색 과정을 그
리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윤후명의 ‘하
얀 배’에서는 배경이나 상징적인 소재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고 있다.

① ⓐ： ‘류다’가 살고 있는 곳과 대립되는 세계로 민족어
가 오염된 공간이다.

② ⓑ：고국에서 온 ‘나’를 만나 ‘류다’가 한 인사말로 민
족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③ ⓒ：멀리 떨어져 있는 조상 나라를 동경하며 그리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류다’에게는 가고 싶으나 멀리 있
는 고국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④ ⓓ：다른 지역에서 이식된 나무로 고국에서 중앙아시
아로 이주해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⑤ ⓔ：‘하얀 배’의 이미지를 구체화하면서 ‘하얀 배’가 고
국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 민족과 관련됨을 드러낸다.

22. [A]를 영화화한다고 할 때, 감독이 메모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촬영 방법 연기자가 유의할 점
① ‘나’가 아닌 다른 인물

을 피사체로 삼을 것
다른 인물이 ‘나’의 감

정을 잘 드러내도록 연기
할 것

②
카메라를 360도 회전

시키며 ‘나’의 모습을 
찍을 것

‘나’의 얼굴 표정에서 
황당함이 드러나도록 연
기할 것

③
‘나’의 표정과 자연의 

모습을 번갈아 찍으면
서 대조시킬 것

오묘한 자연 현상을 보
고 려워하는 ‘나’의 심리
를 보여 줄 것

④
말하는 ‘나’의 표정을 

클로즈업하여 보여 줄 
것

말을 더듬는 모습과 놀
란 표정으로 ‘나’가 감격
하고 있음을 보여 줄 것

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

는 방식으로 ‘나’의 모
습을 촬영할 것

자연의 웅장한 모습에 
감동한 ‘나’의 심리가 드
러나도록 연기할 것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국어에는 이른바‘이중 주어 구문’이라는 특이한 문장이 
있다. 이중 주어 구문이란‘토끼가 앞다리가 짧다.’처럼 주어가 
한 문장에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가리킨
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두 번째 명사구‘앞다리가’와 서술어
‘짧다’가 서술절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 이른바 이중 주어 구
문을‘서술절을 안은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중 주
어 구문을 서술절을 안은 문장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나) 이중 주어 구문을 서술절을 안은 문장으로 볼 경우‘서
술절’의 설정이 지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어렵
다. 첫째,‘토끼는 앞다리가 짧다.’라는 문장에서‘앞다리가 짧다’
를 서술절로 인정한다면, ‘앞다리는 토끼가 짧다.’에서는‘토끼가 
짧다’를 서술절로 인정해야 하는 무리가 따른다. 둘째, ‘대구가 
여름이 온도가 높다’와 같이‘이/가’가 세 번 나타나는 경우에도
‘높다’라는 하나의 서술어가 계속해서 절을 형성한다고 설명해
야 하는 무리가 따른다. 셋째,‘영수가 형이 기업체를 경영한다.’
와 같은 문장에서는‘영수가’를 주어로 보고‘형이 기업체를 경영
한다’를 서술절로 보아야 하는데,‘형이기업체를 경영한다’를‘영수
가’의 서술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와 같은 여
러 가지 문제점으로 볼 때, 이중 주어 구문에 대한 기존의 설명
보다 좀 더 합리적인 설명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다) 이중 주어 구문은‘코끼리가 코가 길다.’와 같은 대소 관
계 유형,‘맥주가 두 병이 부족하다.’와 같은 수량어 유형,‘외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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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 묻었다.’와 같은 부사어 대치 유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유형에 속하는 이중 주어 문장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우선 대소 관계 유형은‘이/가’가 나타나는 두 개의 명사
구 사이에‘전체-부분’혹은‘소유자-소유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이다.‘코끼리가 코가 길다.’라는 문장의 경우,‘코끼리가’가‘길
다’의 주어일 수는 없으며,‘길다’의 주어는‘코가’로 보는 것이 적
절하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기저 구조*에서는 ‘코끼리의 코가 
길다.’였던 것이 변형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코’가 다른 짐
승의 코가 아니라‘코끼리’의 코임을 강조하기 위하여‘의’를‘이/가’
로 바꾼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때의‘이/가’는 주격 조사가 
아니라 주제나 초점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보는 것이 옳다.

㉠수량어 유형은 수량어를 포함한 두 개의 명사구에‘이/가’가 붙
은 경우인데, 이 경우 수량어에‘이/가’가 결합된 부분은 주어가 아니
라 주어를 보충하기 위해서 붙인 부가어에 불과하다. 즉‘맥주가 두 
병이 부족하다.’라는 문장의 경우, ‘두 병이’는 주어가 아니고 단지 
주어인‘맥주가’를 보충하기 위하여 덧붙인 부가어라는 것이다.‘두 병
이’를 별도의 주어로 볼 수 없는 것은‘이/가’가 한 번만 나타나는‘맥
주 두 병이’처럼 그 전체가 하나의 주어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사어 대치 유형은 기저 구조의 부사어가 표면 
구조*에서‘이/가’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 적
절하다. ㉡즉‘외투가 때가 묻었다.’라는 문장의 경우, 기저 구조
에서는‘때가’가 주어인‘외투에 때가 묻었다.’라는 문장이었는데 
표면 구조에서 부사어인‘외투에’를 강조하기 위해서‘에’대신에‘이
/가’가 붙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말이다.

(마) 요컨대 국어에는 한 문장 속에 주어가 둘 이상 나타나
는 구문은 없으며, 기저 구조에서 주어가 아니던 명사구가 표면 
구조에서는 의미의 보충 혹은 강조 등을 위해서‘이/가’가 붙는 
형태로 나타나 주어처럼 보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적
절할 것이다.
* 기저 구조 : (변형 생성 문법에서) 실제 발화의 기저를 이루

는 것으로 가정하는 추상적인 구조. 한 문장의 생성을 밑받
침하고 있는 내부적인 특징으로 이루어진다. = 심층 구조.

* 표면 구조 : (변형 생성 문법에서) 실제 발화에 쓰이는 문
장의 구조. 기저 구조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변형되면서 
표면으로 도출되어 나온 것이다. = 표층 구조.

23.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 이중 주어 구문에 대한 일반적 설명에 대해 검토

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② (나): 기존의 설명이 지닌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

고 있다.
③ (다): 이중 주어 구문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그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④ (라): 각 유형별로 이중 주어 구문의 구조에 대한 새로

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⑤ (마): 이중 주어 구문에 대한 새로운 해석 내용을 종

합, 정리하고 있다.
24.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문장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표면 구조]

ㄱ. 영수가 손이 크다.
ㄴ. 영수손이크다.

↑
[기저 구조] 영수의 손이 크다.

① ㄱ, ㄴ 모두 주어는‘손이’하나뿐이다.
② ㄱ, ㄴ 모두‘영수의 손이 크다.’가 변형되어 생겨난 문

장이다.
③ ㄱ의‘영수가’의‘가’는‘영수’의 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가 바뀐 것이다.
④ ㄱ의‘손이’의‘이’는 주제나 초점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보아야 한다.
⑤ ㄱ의 경우 기존의 설명에서는‘손이 크다’를 서술절로 

처리하고 있다.

25. ㉠에 해당하는 예문과 그에 대한 해석이 적절한 것은?

① 사과가 두 개
가 남는다.

‘두 개가’는 주어인‘사과가’를 보충하
기 위한 부가어에 해당한다.

② 사과를 두 개
나 먹었다.

‘두개나’의‘나’는‘먹었다’를 강조하기 
위해서‘가’가 변형된 것이다.

③ 사과가 껍질
이 매우 붉다.

‘사과가’의‘가’는 주제나 초점을 나타
내기 위해‘의’가 변형된 것이다.

④ 사과가 백개
가 달려있다.

‘사과가’의‘가’는 다른 과일이 아니라
‘사과’임을 강조하기 위해 붙은 보조
사이다.

⑤ 사과가 물기
가 남아 있다.

‘물기가’만이 주어이고,‘사과가’는 원
래 부사어였는데‘가’가결합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26. ㉡의 내용을 보강하기에 가장 적절한 진술은?
① ‘때가 묻었다.’는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외투가 묻었

다.’는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② ‘외투는 때가 묻었다.’와‘외투에 때가 묻었다.’라는 문장

이 모두 자연스럽게 성립한다.
③ ‘때가 외투에 묻었다.’라는 문장보다‘외투에 때가 묻었

다.’라는 문장이 더 자연스럽다.
④ ‘외투에 묻었다.’라는 문장은 부자연스럽지만‘외투에 때

가 묻었다.’라는 문장은 자연스럽다.
⑤ ‘외투가 때가 묻었다.’에서‘외투가’와‘때가’를모두주어로

보면‘때가’의 서술어가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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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한 가지로 답하는 
것은 힘들다. 하지만 수학의 일반적인 특성으로서 실용성, 추상
성, 형식성, 계통성, 일반화와 특수화 등이 거론된다.

수학에서 다루는 대상은 대부분 추상화하여 얻어진 개념이
다. 추상화란 어떤 구체물의 집합에서 이질적인 속성을 제거하
고, 동질적인 속성만을 ㉮끄집어내는 과정이다. 또한 수학은 형
식성이 강한 학문이다. 수학은 서로 약속된 기호를 바탕으로 형
식적인 추론 규칙에 의해 전개될 수 있다. 수학적 개념은 어떤 
기초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그 기반 위에 다른 내용을 더 
첨가함으로써 기초적인 내용과 새로운 내용을 일관성 있게 이
어 나가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는 의미에서 수
학은 계통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화는 하나의 대상에 대
한 고찰로부터 그 대상을 포함한 집합에 대한 고찰로 옮겨 가
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삼각형에 대한 고찰로부터 임의의 
다각형에 대한 고찰로 나아가거나 예각의 삼각비에 대한 연구
로부터 임의 각의 삼각 함수에 대한 연구로 나아가는 것 등이 
일반화이다. 일반화와 반대되는 개념이 특수화이다. 특수화는 
주어진 대상의 집합에 대한 고찰로부터 그 집합에 포함되는 더 
작은 집합 또는 단 하나의 대상에 대한 고찰로 옮아가는 것이
다. 하지만 수학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실용성이라고 할 수 있다. 수학은 인간 생활의 필요에 의하여 
생겨났으며 또 발전하여 왔기 때문이다.

[A][수학의 실용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일상생활 속에 숨
어 있는 수학적 확률을 들 수 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할지 
결정할 때 크게 작용하는 것이 확률이다. 윷놀이의 예를 살펴보
자. 네 개의 윷가락을 던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총 경우의 수
는 16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윷가락을 던졌을 때 곡면이 위로 
향하거나 평면이 위로 향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으므로, 네 개
의 윷가락을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2를 네 
번 곱한 16이 된다. 그리고 윷가락의 곡면이 위로 향할 확률과 
평면이 위로 향할 확률이 1/2로 같다고 가정해 보자.‘도’는 네 
개 중 한 윷가락의 평면이 위로 향하는 경우이므로‘도’가 나올 
확률은 4/16이다.‘걸’은‘도’와 반대로 네 개 중 한 윷가락의 곡
면이 위로 향하는 형태이므로‘걸’이 나올 확률 역시 4/16이다. 
네 개 중 두 윷가락의 곡면이 위로 향하는 경우는 모두 여섯 
가지 경우이므로‘개’가 나올 확률은 6/16이 된다. 한편 모든 윷
가락의 곡면이 위로 향하거나 평면이 위로 향하는 경우는 한 
가지 밖에 없으므로‘윷’이나‘모’가 나올 확률은 각각 1/16이다. 
하지만 실제 윷가락의 단면은 정확한 반원이 아니라 반원보다 
약간 더 원에 가까운 형태이므로, 평면이 위로 향할 확률이 곡
면이 위로 향할 확률보다 약간 높다. 윷을 깎은 모양에 따라 조
금 차이가 있겠지만, 윷의 무게 중심 등을 고려해 계산한 연구
에 따르면 평면이 위로 향하는 비율이 60% 정도로 약간 높다
고 한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확률을 구하면‘걸’과‘개’가 같
은 확률로 제일 높고‘도’-‘윷’-‘모’의 순서로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확률을 알고 윷놀이를 하면 승산이 높아질 것이
다.]

일반인이 확률을 안다고 생각하여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
다. 어느 도시에서 택시가 사람을 치고 도망간 사고가 발생했
다. 이 도시에는 노란색 택시와 검은색 택시가 각각 90%와 1
0% 비율로 있다. 사고 당시 목격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뺑소니 차량이 검은색이라고 증언했다. 이 목격자의 진술의 타

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유사한 조건에서 테스트한 결과, 목격자
가 색을 올바로 구별할 확률이80%였다. 목격자의 증언대로 뺑
소니 차량이 검은색일 확률은 얼마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일반인들은 목격자가 색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확률이 80%나 되기 때문에 뺑소니 차량이 검은색일 확률이 매
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한 가지 정보에만 집
중하고 다른 정보를 배제한 결과이다. ㉠실제 수학적으로 계산
해 보면, 그 확률은31%밖에 되지 않는다.

수학적 사고방식은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할 때, 직관
과 감각에 의존하지 말고 수학적 엄밀성에 기댈 것을 요구한다. 
이럴 때,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서 손해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27. <보기>를 사례로 들 수 있는 수학의 일반적인 특성은?
벽돌, 상자 등이 지닌 여러 가지 속성들 중에서 이질적인 속

성들, 즉 각 물체의 색깔이나 각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크기 등을 제외하면 직육면체의 개념을 얻게 된다.

① 추상성          ② 형식성          ③ 계통성
④ 실용성          ⑤ 특수화

28.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철수와 영수, 그리고 경희와 상미가 한 팀을 이루어 다
른 팀과 윷놀이를 하였다. 상대 팀의 말이 네 칸 뒤에 있
기 때문에 상대팀이 윷을 던져‘윷’이 나오면 잡히는 상황
이다. 철수는‘윷’이 나올 확률이나 ‘모’가 나올 확률이 같다
고 했고, 경희는 윷가락의 평면이 위로 향할 확률을 60%
로 계산한 후,‘윷’이 나올 확률이‘모’가 나올 확률보다 높다
고 하였다. 그리고 영수는‘윷’이 나올 확률이나‘모’가 나올 
확률이 1/5로 같으니 지켜보자고 하였으며, 상미는 아무래
도‘모’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① 경희는‘걸’이 나올 확률과‘개’가 나올 확률이 같다고 계산
했겠군.

② 영수는 윷놀이에 담겨 있는 수학적 확률을 정확히 계
산하지 못하고 있군.

③ 철수는 실제 윷가락의 모양과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엄
밀하게 확률을 계산했겠군.

④ 상미는 수학적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
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겠군.

⑤ 윷가락의 곡면이 위로 향할 확률에 대한 수학적 가정
과 실제 확률의 차이로 인해 철수와 경희의 의견이 달
라졌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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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보기>는 ㉠의 과정을 풀이한 것이다. ⓐ~ⓔ에 들어갈 수
가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보 기>
전체 택시가 100대라면, 노란색 택시는 ( ⓐ )대, 검은색 

택시는 ( ⓑ )대이다. 목격자가 색을 정확히 구별할 확률은 ( 
ⓒ )%이다. 목격자가 100대의 택시 중, 자기가 본 택시를 검
은색으로 판정할 경우의 수는 26이다. 목격자가 100대의 택시 
중, 노란색 택시를 검은색으로 볼 경우의 수가 ( ⓓ ), 검은색 
택시를 검은색으로 볼 경우의 수가 ( ⓔ )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목격자의 진술이 정확할 확률은 목격자가 검은색 택시로 
볼 모든 경우의 수에서 실제로 검은색 택시인 경우의 수가 차
지하는 비율이며, 이는 8/26×100이므로 약31%가된다.

ⓐ ⓑ ⓒ ⓓ ⓔ
① 90 10 70 26 8
② 90 10 80 8 18
③ 90 10 80 8 26
④ 90 10 80 18 8
⑤ 80 20 80 9 9

30.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추정(推定)하는 ②추측(推測)하는
③추구(追求)하는 ④추출(抽出)하는
⑤추론(推論)하는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조선 중종 때 서울에 장 도령이라고 불리는 
거지가 살았는데, 용모가 추악하고 볼품이 없었다. 당시에 도술
로 이름이 높던 전우치는 장 도령이 높은 신선이라고 하면서 
공손히 대한다. 한 음관(높은 관원의 자제로 과거를 거치지 않
고 벼슬에 임명된 사람)이 구걸하는 장 도령을 불러 내력을 물
으니, 그는 자신이 호남의 사대부 집안 출신인데 돌림병으로 부
모를 잃고 혼자 떠돌고 있다고 답한다. 음관은 그를 불쌍히 여
겨 자주 불러다 대접하고 위로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죽은 
장 도령을 싣고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한다.

그 뒤로 수십 년이 흘렀다. 음관이 어떤 일로 호남 땅에 가게 
되었는데, 지리산 아래를 지나가다 홀연 길을 잃었다. 이리저리 헤
매다가 산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는데, 날이 곧 저물려 해 ㉠이러지
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마침 나무꾼이 다니는 길처럼 
보이는 좁은 길을 발견하고는, 필시 그 길로 가면 인가가 있으리라 
여겨 꼬불꼬불한 길을 걸어갔다. 처음에는 깊고 깊은 산골일 뿐이
었지만 차츰 빼어난 산수가 나타났고 초목도 대단히 아름다웠다. 
깊이 들어갈수록 더욱 진기한 풍경이 펼쳐졌는데, 수십 리를 가자 
놀랍게도 인간 세계의 풍경과는 전혀 다른 별천지가 나타났다.

그때 저 멀리로 아스라이 사람 하나가 보였다. 그 사람은 푸
른 옷을 입고 청노새를 타고 있었다. 일산을 받쳐든 시종 몇 
사람을 대동했는데 그 움직임이 나는 듯이 빨랐다. 음관은 처
음엔 높은 벼슬아치의 행차로구나 생각했다. 그러나 이 깊은 

산속에 무슨 관리의 행차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며 의심이 
일었다. 음관이 말을 이끌고 숲으로 들어가 행차를 피하려 하
고 있는 참인데, 순식간에 사람들이 음관이 있는 쪽으로 다가
왔다. 노새에 탄 사람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더니 말했다.

“그동안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음관이 당황해서 어물어물하며 대답을 못하자 그 사람은 웃

으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여기 살고 있으니, 지금 내 집에 잠시 들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고는 즉시 노새를 돌려 앞서 가는데, 역시 나는 듯이 달

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음관이 뒤따라가서 이윽고 한 곳에 이르러 보니, 커다란 궁전

이 몇 리에 걸쳐 있고 하늘 높이 아득한 곳에 세워진 누각에서는 
황금빛과 푸른빛이 비치고 있었다. 의관을 갖춰 입은 이가 문 앞
에서 보초를 서고 있다가 음관이 오는 것을 보고는 절하며 맞이
하더니 안으로 안내해 주었다. 서너 개의 궁궐 건물을 지나 한 
건물에 이르자 그곳으로 올라가게 했다. 아름다운 장부가 한 사
람 보였는데, 의관이 극히 훌륭했다. 그 좌우에 모시고 선 여인 
수십 명은 모두 절세미인이었으며, 푸른 옷을 입은 시중드는 아
이들이 또 십여 명 있었는데, 시녀라든가 시종이 꼭 임금의 시녀
와 시종 같아 보였다. 음관은 두려워하며 종종걸음으로 나아가 
큰절을 하고는 감히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지 못했다. 아름다운 
장부가 허리를 숙여 답례하고 나서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소? 내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보시오.”

음관이 그 말에 고개를 들어 보니 그 사람은 바로 조금 전
에 일산을 받친 채 청노새를 타고 길가에서 자신을 맞이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이는 결코 아니었다. 
음관이 다시 엎드려 대답했다.

“예전에 인사드린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사온데, 지금 하문
(下問)을 받자오니 무엇이라 대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나이다.”

아름다운 장부가 말했다.
“내가 바로 장 도령이오. 그대는 왜 나를 못 알아보오?”
음관이 다시 우러러보니 과연 장 도령이 맞았다. 그러나 풍

채가 빼어나고 영명한 광채가 빛을 발하고 있어 예전의 추악하
고 볼품없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음관은 깜짝 놀랐으나 
어찌 된 까닭인지 알 수 없었다.

장 도령은 즉시 잔치를 열어 음관을 대접하라는 명을 내렸
다. 진기한 음식이며 옥으로 만든 온갖 그릇과 장식물은 인간 
세계에는 없는 것들이었다. 십수 명의 젊은 여인들이 나란히 
서서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하며 춤추는데, 이 또한 인간 세계
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었다. 그 여인들은 너무도 아름
다워 천상에 있다는 옥 같은 선녀가 바로 이런 모습일 것 같았
다. 장 도령이 음관에게 말했다.

[A][“동방에 4대 명산이 있는데, 각 산마다 다스리는 선관
(仙官)이 하나씩 있소. 나는 바로 이 산을 맡고 있다오. 예전에 
작은 잘못을 저질러 잠깐 인간 세계로 유배를 가게 되었던 건
데, 그 시절에 그대가 나를 정성으로 대우해 주었던 걸 잊을 
수 없소. 그대가 내 시신을 보고는 측은히 여기고 애도하는 마
음을 가져 주었던 것 또한 잘 알고 있소. 나는 사실 죽은 게 
아니라 유배 기한이 다 돼서 몸만 남겨 두고 혼백은 빠져나와 
다시 신선으로 돌아온 거였소. 지금 그대가 이 산을 지나는 걸 
알고 옛 은혜를 갚고자 한번 만나 보려 했던 거요. 그대 또한 
인연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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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술 마시고 담소하며 즐거움을 다한 뒤에야 잔치를 
마쳤다. 밤이 되자 장 도령은 음관을 별궁(別宮)에서 자게 했다. 
그곳의 창이며 문이며 주렴이며 창살은 모두 산호나 수정 같은 
귀한 보물로 만든 것이었다. 그 영롱한 빛이 대낮처럼 환히 빛나
며 뼈를 서늘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므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튿날 장 도령은 또 한 번 잔치를 열어 음관을 전송했다. 
술이 거나해지자 장 도령이 이렇게 말했다.

“여기는 그대가 오래 머물 곳이 아니니, 이제 돌아가는 게 
좋겠소. 신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길이 다르니 훗날 다시 
만날 기약을 하기가 어렵구려. 안녕히 잘 지내시기 바라오!”

말을 마치자마자 시중드는 이에게 명하여 돌아가는 길을 안내
하게 했다. 음관은 작별 인사를 하고 길을 나섰다. 얼마 못 가서 
큰길이 나타났는데, 이 길은 처음 산에 들어올 때 오던 길이 아니
었다. 음관은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자주 대나무를 꽂아 표시를 해 
두었다. 길을 안내하던 사람은 이곳에 이르러 인사하고 돌아갔다.

음관은 이듬해 다시 그곳을 찾았다. 하지만 암벽과 높은 봉
우리가 겹겹이 서 있고 초목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끝내 예전
에 갔던 좁은 길을 찾을 수 없었다.

장 도령을 만나고 온 뒤로 음관은 얼굴이 점점 젊어졌고 머
리도 세지 않았으며, 아흔 살이 넘도록 아무 병 없이 살다가 
생을 마쳤다. 음관은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B][“장 도령이 속세에 있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다른 특별
한 일은 없었는데,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지. 세월이 
흘러도 얼굴이 전혀 늙지 않았고, 낡아서 해지고 때가 덕지덕
지 낀 옷을 한 번도 갈아입지 않은 게 그거야. 15년이 하루인 
양 똑같은 모습이었으니 이것만으로도 그가 비범한 사람인 줄 
알 수 있건만,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질 못했어.”]

- 임방,  지리산로미봉진(智異山路迷逢眞)

31. 위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① 음관은 지리산에서 관리의 행차 장면을 목격했다.
② 음관은 과거에 장 도령에게 입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했다.
③ 장 도령은 음관을 융숭하게 대접한 뒤 전송하면서 재

회를 약속했다.
④ 음관은 장 도령에게 덕을 베풀었기 때문에 죽은 후 신

선 세계로 갔다.
⑤ 음관은 다시 만난 장 도령의 달라진 외모 때문에 그를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다.

32. <보기>의 ⓐ~ⓔ 중,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보 기>

옛이야기에 등장하는 신선들은 주로 천상계에 살면서 여
러 관직을 맡는다. ⓐ그곳에는 옥황상제가 있어서 지상계
의 모든 일을 관장한다. 그리고 ⓑ천상의 법도를 어긴 신
선은 주로 지상계로 귀양을 오게 된다. 때로는 신선이 지상
계의 깊은 산속이나 동굴, 외딴섬 등에 살기도 하는데, ⓒ
그곳은 인간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 별천지이다.  그런데 
ⓓ그곳은 인간의 접근을 허용할 때도 있는 공간으로 그려
지곤 한다. 신선들은 흔히 높은 봉우리를 평지처럼 오르거
나 ⓔ축지법(縮地法)을 쓰듯 순식간에 이동하기도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33. [A]와 [B]에 공통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거 경험의 회상
② 세태에 대한 경계
③ 상대방에 대한 감사
④ 상대방의 비판에 대한 해명
⑤ 자신의 주의 부족에 대한 후회

34. ㉠의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① 동분서주(東奔西走)
② 부화뇌동(附和雷同)
③ 자가당착(自家撞着)
④ 진퇴유곡(進退維谷)
⑤ 천우신조(天佑神助)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업의 전통, 경영 철학, 이념, 비전 등의 요소로 이루어지는 
기업의 성격은 기업의 전략을 마련하는 토대가 된다. 그리고 기
업의 성격과 전략은 기업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토대가 된다. 기
업의 정체성은 성격, 전략 등과 함께 기업 문화와 상호 작용을 
하며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기업 이미지는 기업
의 평판으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기업에 대한 충성도로 귀결되
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기업 이미지는 단순히 겉으로‘보이는 
것, 보여 주는 것’으로만 여겨질 것이 아니다. 오늘날 기업 이미
지는‘가치 있는 자산’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것
이 기업의 이미지를 관리 또는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 
활동인‘통합 이미지 경영(Total Image Management)’이다. 통합 
이미지 경영은 부서나 프로젝트 차원에서 추진되어 일시적인 
효과나 광고에 치우쳐 있던 기존의 기업 이미지 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 경영 차원에서 고객과 시장의 반응
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삼고 있다.

통합 이미지 경영을 위해서는 기업 정체성, 기업 이미지의 
소통 통로 등의 통합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은 경영 철
학, 이념, 비전 등과 관련해 저마다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에 걸맞은 이미지를 창출하고, 기업 내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기업 차원의 통합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 구성원들의 행동
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서는 기업체의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
며 기업 문화를 형성한다. 기업 문화는 근본적으로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인 만큼 기업 문화가 강하게 형성되면 경영자
가 바뀌어도 구성원들 간의 학습과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자연
스럽게 강화 및 유지되어 간다. 바람직한 기업 문화는 기업의 
정체성을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며 기업 이미지 관리의 효
과를 높여 준다.

현대는 수많은 매체가 난립하는 사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
업 이미지가 소통되는 수많은 통로를 모두 신경 쓰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기업 이미지가 소통되는 다양한 수단을 통합적으
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치성과 보완성에 유의해야 한다. 일치
성은 여러 소통 수단들이 서로 모순적인 이미지를 전달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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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는 것이며, 보완성은 여러 소통 수단들이 상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치성과 보
완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매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해 
기업이 목적하는 기업 이미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합
적인 관리 시스템은 기업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된다.

기업의 정체성은 독특해야 하며 지속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무엇인가 남과 다른 나만의 차별화되는 정체성을 갖고, 
기업의 정체성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특히 다양한 제품을 다양한 품질, 가격 등으로 판
매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은 다양한 제품 각각에 개별적인 브랜드를 도입해 지속
적이고 일관적인 정체성을 부여하고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 이
는 기업 정체성과 사업, 제품 등의 브랜드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제 기업 이미지
의 통합 관리는 기업의 생존과 발전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

35. 위 글의 내용을 토대로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
은 것은?

① ‘통합 이미지 경영’의 개념과 특징은 무엇인가?
② 현대 사회에서 기업 이미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③ ‘통합 이미지 경영’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④ 기업 이미지의 개선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

은 무엇인가?
⑤ 기업들이 제품 각각에 개별적인 브랜드를 부여하는 이

유는 무엇인가?

36. 위 글과 <보기>를 종합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이미지는 한 대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불완전한 정보에 

의거한 추론 과정으로 형성된 정신적 형상 내지 심상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가 일단 형성되면 사람
들은 대상이나 사물에 대한 객관적 정보나 지식에 의존
하기보다는 이미지에 따라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인식
된 이미지가 실상을 대체하며 대상이나 사물에 대한 개
인의 반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①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키려면 기업에 대한 객관적 정보
나 지식을 전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② 기업 차원의 종합적인 전략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관
리 또는 강화하기 위해서는 광고에 대한 의존성을 낮
추어야 한다.

③ 기업의 부적절한 이미지가 개인의 지각이나 경험을 통
해 강화될 수 있으므로 기업 이미지가 전달되는 매체
의 종류와 수를 제한해야 한다.

④ 기업은 광고 전략 및 제품의 판매 전략을 수립할 때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⑤ 통합적인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기업 이
미지를 형성하면 그 긍정적인 이미지가 개인의 반응에 
영향을 주어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37. 위 글을 토대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회사의 ㉮회장은‘세계적인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비

전으로,‘환경미화’,‘고품질’,‘친절한 서비스’를 이념으로 삼
고 비전과 이념의 구현을 위한 기업 문화 조성에 힘썼다. 
이를 위해 그는 임직원들의 환경 보호 활동을 적극적으
로 장려했으며, 회사의 구성원들이면 누구나 최고 경영진
에 불만 및 불편 사항을 직접 건의하고 바로 조치를 받
아 품질과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만족감과 자긍심이 크게 높아져 
기업 문화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이는 생산성 향상으
로 이어져 A회사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회장은 신제품의 개발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개
선하는 데에도 힘썼다. 환경 친화적인 원료를 사용해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신제품을 개발하고, 소비자 의
식 조사를 반영해 환경친화적인 브랜드 이미지와 디자
인을 개발해,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 
이미지를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해 기업이 펼친 환경 보호 활동을 적극 홍
보함으로써 기업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개선하였다.

① 구성원들에 의해 기업 문화가 강하게 공유되면 기업 
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
여 주고 있다.

② ‘통합 이미지 경영’의 차원에서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데 성공하면 그것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③ 회사가 신제품을 개발할 때에도 그 회사가 지닌 정체
성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면 기업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④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원 복지를 강화
하여 사원들이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⑤ 기업 내부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외부 고객과 원활
한 소통을 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기업의 이
미지를 개선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
고 있다.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눈으로 기약(期約)터니 네 과연 피었구나.
황혼(黃昏)에 달이 오니 그림자도 성긔거다.*
㉮청향(淸香)이 잔(盞)에 떴으니 취(醉)코 놀려 하노라.]   

                                            <제4수>
[B][㉯황혼(黃昏)의 돋는 달이 너와 기약(期約) 두었더냐.
합리(閤裏)*에 잠든 꽃이 향기(香氣) 놓아 맞는고야.
내 어찌 매월(梅月)이 벗 되는 줄 몰랐던고 하노라.]
                                            <제5수>
[C][저 건너 나부산(羅浮山) 눈 속에 검어 우뚝 울퉁불퉁 

광대등걸*아.
네 무슨 힘으로 가지(柯枝) 돋쳐 꽃조차 저리 피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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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리 썩은 배 반(半)만 남았을망정 봄 뜻을 어이하리오.]  
                                            <제7수>

[D][동각(東閣)에 숨은 꽃이 척촉(躑躅)*인가 두견화(杜鵑
花)인가.

건곤(乾坤)이 눈이거늘 제 어찌 감히 피리.
알괘라 백설양춘(白雪陽春)*은 매화(梅花)밖에 뉘 있으

리.]<제8수>
－ 안민영, ‘매화사(梅花詞)’

* 성긔거다：사이가 뜨다. 엉성하다.
* 합리：쪽문 안.
* 광대등걸：험상궂게 생긴 등걸.
* 척촉：철쭉꽃.
* 백설양춘：눈 속에 햇살이 따뜻한 봄.
(나)

매
매화

얼음 뼈
옥 같은 뺨.

섣달 다 가고
봄 오려 하는데

북쪽 아직 춥건만
남쪽 가지 꽃 피웠네.

안개 아침엔 빛 가리고
달 저녁엔 그림자 배회하니

찬 꽃술 비스듬히 대숲 넘나고
향기는 날아서 금 술잔에 드누나.

흰 떨기 추워 떠는 모습 안쓰럽더니
바람에 날려 이끼에 지니 애석하도다.

굳은 절개 맑은 선비 견줄만 함 이로 아니
우뚝함 말할진대 어찌 보통의 사람이라 하리.

홀로 있음 사랑해도 시인이 보러감은 용납하지만
시끄러움 싫어하여 나비가 찾아옴은 허락지 않는도다.
㉰묻노라, 조정에 올라 높은 정승의 지위에 뽑히는 

것이
어찌 옛날 임포  ̀놀던 서호의 위, 고산의 구석만 

하겠는가.
－ 권필, ‘매화’

* 임포：중국 북송의 시인. 일생 독신으로 서호의 고
산에 은거하며 매화를 아내로 학을 자식으로 삼아 지냈
다고 함.
(다)S양이 만든 매화. 꽃은 흡사하다. 진가(眞假)를 구별

하기 어려울 만큼 묘한 솜씨다. ㉠그러나 아깝게도 사화(死
花)를 면치 못했다. 그 줄기와 가지에 병통이 있다. 조화(造
花)의 묘는 다만 화형(花形)이 비슷한 데 있지 않고 그 화
심(花心)을 그려 내는 창작력에 있다.

풍죽(風竹)을 그리면 스치는 바람이 소슬하게 일어나야 
하고 유란(幽蘭)을 그리면 그 맑은 향기가 은은히 피어나야 
한다. 매화를 만들면 그 암향(暗香)이 떠올라야 한다. 푸른 
잎새로 날려오는 난초 향기를 유향(幽香)이라 하고, 그 성
긴 가지로 떠오르는 매화 향기를 암향(暗香)이라고 한다. 
암향을 나타내자면 꽃보다도 먼저 가지에서요, 가지보다는 

줄기, 줄기보다는 등걸에서다. 이것이 살아야 비로소 꽃이 
산다. 한송이의 꽃은 우연히 가지 위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 
온 그루에 모인 정(情)이 필연적으로 터져서 유기적으로 나
타난 것이다. 뿌리는 흙 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는다. 연륜은 
꺾어 보기 전에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온갖 풍상(風霜) 
속에서 매몰스리 지켜온 그 높은 절개, 등걸 속에서도 맥맥
이 흐르는 강한 생명력, ㉱찬 눈[雪]을 뚫고 나오는 그 민
감, 담아(淡雅) 하고 고고(高孤)한 모든 품격이 한 그루의 
매화로 눈앞에 생동할 때 비로소 그 가지와 줄기에서는 구
슬 같은 꽃이 맺혀 향기를 토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이것만 
살리면 꽃은 없어도 바야흐로 터져 나오는 꽃 기운에서 그 
향기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살지 못하
면 마른 나무 끝에 밥풀같이 붙은 꽃들이라 이미 생맥(生
脈) 을 잃었으니 무슨 향기가 있을 것인가. 이는 사화요, 활
화(活花)가 못 된다.

옛사람도 일찍이 “난정(蘭情)을 알아야 난초를 그리고, 죽
기(竹氣)가 있어야 대를 그린다”고 하지 아니했던가. 그렇지 
못하면 지필(紙筆)로 그린 초목에서 어찌 신운(神韻)*이 표
일(飄逸)*함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매화를 만들자면 먼저 매
화를 알아야 하고 매화를 알자면 매화가 돼 봐야 한다.

－ 윤오영, ‘조매(造梅)’
* 담아：맑고 아담함.
* 생맥：힘 있게 뛰는 맥.
* 신운：신비롭고 고상한 운치.
* 표일：성품이나 기상 따위가 뛰어나게 훌륭함.

3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는 특정 상황을 가정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가)와 (다)는 모순 어법을 통해 화자의 생각을 우회

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나)와 (다)는 기원의 어조로 대상이 지닌 긍정적 가

치를 강조하고 있다.
④ (가)와 (나)에는 대상의 자질이, (다)에는 대상을 표현

하는 방법이 드러나 있다.
⑤ (가), (나), (다) 모두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뚜렷이 

대비하고 있다.
39. (가)를 읽고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의 ‘네 과연 피었구나’는 매화가 핀 모습에 대한 반
가움과 기쁨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② [A]의 ‘그림자도 성긔거다’에는 어둠이 깔리자 매화를 
더 이상 감상할 수 없는 아쉬움이 드러난다.

③ [B]의 ‘황혼의 돋는 달’은 매화와 조화를 이루는 대상
이나, [D]의 ‘척촉(躑躅)’과 ‘두견화(杜鵑花)’는 매화와 
대비되는 대상이다.

④ [C]의 ‘눈 속에’와 ‘봄 뜻을’을 참고할 때, 시적 화자는 
눈 속에 핀 매화를 감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C]의 ‘썩은 배 반(半)만 남았을망정’이나 [D]의 ‘건곤
(乾坤)이 눈이거늘’ 등의 정황에서 고난에 굴하지 않
는 매화의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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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상을 사람의 모습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② 반어적 표현 기법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③ 대상의 모습을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④ 시행을 늘려 나가면서 독특한 배열을 보여 주고 있다.
⑤ 대조적 대상을 제시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41. (다)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작품에서 매화의 암향(暗香)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② 매화의 꽃잎 모양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

이다.
③ 가지, 줄기, 등걸에서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기 때

문이다.
④ 매화를 알지 못해 화심(花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

기 때문이다.
⑤ 매화를 하나의 전체로 보지 않고 매화 꽃잎에만 충실

했기 때문이다.

42. ㉮~㉲의 내용을 적용하여 <보기>의 그림을 감상했을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해설：전기(1825~1854)의 ‘매화초옥도(梅花草屋圖)’는 
수묵 채색화이다. 매화가 눈꽃처럼 만발한 날, 홍의(紅衣)
를 입은 사람이 다리를 건너 산중으로 향하는 모습이 인
상적이다. 매화가 필 무렵에 꼭 한번 들르겠다는 친구를 
초옥의 주인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① ㉮：그림에서 산중의 벗을 찾아가는 이는 벗과 함께 
매화 향기를 맡으며 음주 풍류를 즐기겠지.

② ㉯：달이 매화와 기약을 한 것처럼 그림에 등장하는 
두 벗 역시 만날 것을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보이는
군.

③ ㉰：그림 속의 산중 은둔자는 옛날의 임포와 같이 유
유자적한 삶을 즐기는 자라고 평가할 수 있겠군.

④ ㉱：그림에서 소담스럽게 핀 매화는 곧 산중에 은거하

는 선비의 고결한 정신과 품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
겠군.

⑤ ㉲：그림에서 매화가 생맥을 잃지 않고 은은한 향기를 
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화꽃을 눈꽃이 만발한 
것처럼 그렸기 때문이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디자인에는 필수적으로 결정이 뒤따른다. 모든 결정을 미리 
내릴 필요는 없지만, 바탕이 되는 디자인 철학 정도는 세울 필
요가 있다.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의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
로 갈지, 어떤 부분을 크게 할지, 작게 할지, 둥근 형태로 할지, 
네모난 형태로 할지, 어떤 부분에 어떤 색깔을 넣을지 등을 놓
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디자인의 과정이다. 디자인의 과정에서 
이러한 결정은 대체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루어진다. 특
히 최근 들어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체의 해
부학적 특성을 디자인과 결합한 ㉠인체 공학적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러한 경향은 더욱 짙어졌다.

이처럼 디자인의 결정이 대부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
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판단과 직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전화기의 번호판 디자인
을 들 수 있다. 1950년대 초반에 나온 전화기 번호판은 오늘날 
컴퓨터 숫자 자판이나 계산기에 쓰이는 디자인과 같다. 당시에
는 어떤 디자인 요소가 사용을 편리하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버튼식 전화기가 시중에 판
매되기 시작한 195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벨 연구소에서 전화
를 거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번호판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버튼의 크기와 버튼 사이의 간격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네모난 공간 안의 버튼의 배치를 사각형이나 
삼각형 혹은 원 중 어떤 모양으로 하는 것이 전화번호를 누르
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험한 것이다. 그러나 버
튼식 전화기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다섯 가지 번호판을 놓고 실
험을 한 결과는 애초의 실험 목적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놀
랍게도 번호를 어떻게 배치하든 번호판을 눌러 전화를 거는 시
간은 그리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벨 연구소에서는 위의 세 번째 디자인과 같이 오늘날 우리
에게 익숙해진 ‘3×3＋1’의 전화기 번호판을 선택하였다. 그러
나 그것은 다른 디자인에 비해 전화를 거는 시간이 결코 빠르
지 않았고, 대중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대
중들이 가장 좋아하던 전화기 번호판은 두 번째 디자인과 같이 
숫자를 다섯 개씩 두 줄로 배치한 것이었으며, 전화를 거는 시
간이 가장 빨랐던 전화기 번호판은 다섯 번째 디자인과 같이 
원 모양으로 번호를 배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3×3＋1’의 전화기 번호판을 선택한 것은 그것이 디자인적으로 
단순한 인상을 주어 보기에 좋았기 때문이었다. 즉, 최종적인 
결정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디
자이너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직관적으로 이루어졌던 셈이
다. ‘3×3＋1’의 전화기 번호판이 일반화되면서 대중들은 그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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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에 익숙해져 어느 누구도 번호판의 배치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게 되었다.

디자인은 인체 공학적 실용성을 염두에 두며 합리적이고 논
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실용성에 대한 고
려보다는 디자이너의 자의적인 판단과 직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무수히 많은 선택 요소로 인해 결정의 어려움을 
겪을 때, 때로는 그러한 결정이 오히려 탁월한 디자인을 신속
하게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어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한다.

43.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강연을 한다고 할 때, 강연의 제목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체 공학적 연구 결과, 디자인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디자인의 전화기 번호판
② 디자인의 합리적 결정, 무엇부터 고민해야 하는가?
  - 선택의 가능성을 좁혀 나간 전화기 번호판
③ 디자인의 결정,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직관적으로 디자인된 전화기 번호판
④ 디자인의 최종 결정, 합리적이기만 한가?
  - 자의적이고 직관적으로 결정된 전화기 번호판
⑤ 디자인의 결정 과정,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가?
  - 인체 공학적 연구 결과가 반영된 전화기 번호판

44. 위 글과 <보기>를 함께 고려하여 이끌어 낼 수 있는 반응으
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계산기 번호판의 디자인은 전화기의 번

호판과 동일하게 ‘3×3+1’의 형식이지만 
다른 점도 있다. 계산기의 번호판은 윗줄에 
7, 8, 9를 배치하고, 중간 줄에 4, 5, 6, 아
랫줄에 1, 2, 3을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치는 톱니바퀴를 이용하여 초보

적인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계산용 기계의 
숫자판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계산용 기계의 번호판 배치
는 특별한 논리적 이유 없이 발명한 사람의 기호에 따라 
임의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그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계산기 번호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다.

① 계산기 번호판을 어떻게 배치하든 계산을 하기 위해 
숫자를 누르는 시간엔 별 차이가 없겠군.

② 계산기 번호판 역시 전화기와 마찬가지로 인체 공학적 
연구에 의한 디자인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겠군.

③ 단순한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3×3＋1’의 형식으로 배
치한 계산기 번호판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겠군.

④ 계산용 기계에서 사용된 번호판 배치에 사람들이 익숙
해졌기 때문에 계산기에서 그 디자인을 바꾸지 않은 
것이겠군.

⑤ 계산기 번호판의 숫자를 아래에서부터 위로 배열한 것
은 전화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선호도를 반영했기 
때문이겠군.

45.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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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기>를 접하고 ‘바람직한 공부 방법 및 자세’에 대한 글의 
세부 항목을 떠올려 보았다. <보기>로부터 이끌어 낸 내용으
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조선의 대표적인 실학자인 박지원은 어린 시절 부친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16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글공부
를 시작했다. 그러나 수년간 혼자서 자신에게 필요한 문장
이나 학문의 영역에 대한 이치를 궁리해 오히려 다른 선
비들보다 훨씬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그는 특히, 학문하는 길에는 방법이 따로 없다 하여 길 
가는 사람이나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배우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만물의 이치를 궁구하기 위해 서적이나 경전 
등의 공부에만 매달리지 않고 다양한 견문과 실천을 통해 
실학사상 등 독자적인 학문 세계를 이룩했다. 69세를 일
기로 생을 마칠 때까지 그는 학문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학문 정진의 실천을 다하였다.

① 스스로의 힘으로 학문의 이치 탐구하기
② 학문에 대한 열정과 탐구심을 잃지 않기
③ 다양한 경험과 실천을 통해 학문 수양하기
④ 상대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 갖기
⑤ 일정한 절차와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2~3] 다음은‘함께 사는 세상’을 제재로 수필을 쓰기 위해 

작성한 초고이다. 2번과 3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지난 겨울 덕유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신기한 식물을 발
견했다. 눈 ㉠덮인 참나무 가지 위에 까치집처럼 생긴 푸른빛의 기
생 식물을 만난 것이다. 일행의 설명에 따르면‘겨우살이’라고 했다. 
산을 내려오면서 이 식물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에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겨우살이’는 겨우살잇과의 상록 
기생 관목으로 잎은 긴 타원형이고 초봄에 한두 개의 담황색 꽃이 
줄기 끝에 나며 녹황색 과실이 가을에 익는 특징을 ㉡지닌다.

겨우살이는 ㉢보잘것 없는 기생 식물이기 때문에 해로운 식
물로 인식될 수도 있다. ㉣또한 겨우살이는 외로운 참나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본 겨우살
이는 벌거벗은 앙상한 겨울나무에 따뜻한 봄 색깔을 입혀 주듯
이 참나무를 포근하게 위로하고 있었다. 참으로 따뜻한 풍경이
었다. ㉤음악을 들으면서 산행을 하니 기분이 무척 상쾌했다.

                        [A]                       

2. 위 글을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피동 표현이 잘못되었으므로 맞춤법에 맞도록 ‘덮

힌’으로 고친다.
② ㉡은 문장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지닌다고 되어 있

었다.’로 고친다.
③ ㉢은 띄어쓰기에 어긋나므로‘보잘것없는’으로 고친다.
④ ㉣은 접속어를 잘못 사용하였으므로‘하지만’으로 고친다.
⑤ ㉤은 문단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3. [A]에 들어갈 글로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보 기>

� 체험과 관련해 인식의 확장이 드러날 것.
� 비유적 표현, 설의적 표현을 사용할 것.

① 참나무 또한 겨우살이를 도와주는 존재이다. 이 둘은 
서로에게 벗처럼 따뜻한 존재요 삶의 동반자라는 생각
이 들었다. 무관심했던 주변을 한번 둘러봐야겠다.

② 이처럼 참나무와 겨우살이는 겨울 산에서만 즐길 수 
있는 묘미를 제공한다. 산길을 오가는 행인들에게 산
에서만 볼 수 있는 자연의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 주니 
이 또한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니겠는가?

③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일상을 잊고 마음을 
비우기 위해 산에 올랐다가 좋은 풍경을 만나서 더욱 
흥분되었다. 다른 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참나무의 모습에서 가슴 깊이 뜨거운 감동을 느꼈다.

④ 이들처럼 우리 인간도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며 살아가
야 하지 않을까? 이제부터라도 소외된 사람에 대해 관
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니 주
변의 하얀 눈길마저도 솜털같이 따듯하게 느껴졌다.

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역시 그러하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자신 
또한 누군가의 구원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4. <보기>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표절 실태와 대책’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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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Ⅰ. 문제 제기
Ⅱ. 표절의 개념   ……………………………………………㉠
  1. 실태
   가. 표절의 일상화
   나. 인터넷의 자료를 그대로 과제물에 사용
   다. 표절에 대한 규제 미흡……………………………㉡
  2. 원인
   가. 표절에 대한 인식 부족
   나. 과제에 대한 탐구 의지 부족
   다. 성적 위주의 교육 정책
Ⅲ. 고등학생 표절에 대한 근절 대책 ………………㉢
  1. 표절 예방 교육 강화
  2. 표절로 인한 창의성 상실…………………………㉣
  3. 표절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Ⅳ. 표절 근절을 위한 인식 제고   …………………㉤

① ㉠은 하위 항목을 포괄하지 못하므로‘고등학생 표절의 
실태와 원인’으로 수정한다.

② ㉡은 상위 항목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므로‘Ⅲ’의 하
위 항목으로 옮긴다.

③ ㉢의 하위 항목에는‘Ⅱ-2-나’를 고려하여‘탐구 학습을 
중시하는 교육 환경 조성’을 추가한다.

④ ㉣은 상위 항목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⑤ ㉤은 글 전체의 흐름을 고려하여, ‘표절 근절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과 보완 장치 마련 촉구’로 수정한다.

5.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문화 예술 분야에서의 재능 기부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한다. 자료의 활용 방안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통계 자료
문화 예술 향유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국민 의식

(나) 인터뷰
재능 기부는 기부자가 직접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투입

해 돕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부와 차이가 있으며, 봉사
자는 자신의 재능이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수혜자는 
자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
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 ��� 교수 -

(다) 신문 기사
올해 대학 진학을 앞둔 ��� 씨는 일상에서는 평범한 

학생이지만 ��복지관에서는‘발레리나 선생님’으로 불린
다. 어릴 적부터 발레를 배워 온 그는 오래 전부터 단순한 
봉사 활동보다 재능을 살리는 봉사 활동을 하고 싶었다고 
한다. 우연히 ��복지관에서 무용을 가르칠 사람을 찾는
다는 것을 알게 되어, 비로소 그는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
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 ��신문 -

① ‘(가)’와‘(나)-2’를 통해 문화 예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언급한다.

② ‘(가)’와‘(다)’를 통해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부를 통한 나눔이 중요함을 언급한다.

③ ‘(나)-1’과‘(다)’를 통해 사회 통합을 위해 문화 예술 
분야의 재능 기부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강조한다.

④ ‘(나)-1’과‘(라)’를 통해 문화 예술 향유와 관련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반인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⑤ ‘(나)-2’와‘(라)’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문화 예술을 
향유하기 위해 공동체 의식에 대한 관심의 제고가 필
요함을 강조한다.

6. <어휘> <보기>에 따를 때, 밑줄 친 단어가 준말과 본딧말의 
관계가 아닌 것은?

<보 기>
준말은 형성 과정에서 그 본딧말에 적용된 절차를 가지고 크

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가‘애(아이)’처럼 음운
을 줄이는 것, 둘째가‘대꾸(말대꾸)’처럼 인접하는 두 형태 중 
어느 한 요소를 잘라 내는 것, 셋째가‘국감(국정감사)’처럼 특정 
부분만을 따오는 것이다. 물론 어느 유형이든 준말과 본딧말을 
바꾸어 사용해도 의미가 변하지 않아야 준말로 인정된다.

① 너는 맘(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
② 여러분, 우리 모두 손을 맞잡고(마주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
③ 수술비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밀린 월급 전액을 빨리 

좀(조금) 주십시오.
④ 그는 이십 리 길을 뜀질(뜀박질)로 달려와 이마에 구

슬땀이 맺혀 있었다.
⑤ 정부는 행안부(행정 안전부)를 통해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 <보기>를 바탕으로 수업 중 올바른 발음에 대해 탐구해 보았

다. 빈칸 A와 B에 들어갈 내용을 짝지은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표준 발음법
제8항  받침소리로는‘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제17항 받침‘ㄷ, ㅌ, ㄾ’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곧이듣다[고지듣따]  굳이[구지]  미닫이[미다지]
제18항 받침‘ㄱ(ㄲ, ㅋ, ㄳ, ㄺ), ㄷ(ㅅ, ㅆ, ㅈ, ㅊ, ㅌ, ㅎ), 

ㅂ(ㅍ, ㄼ, ㄿ, ㅄ)’은 ‘ㄴ, ㅁ’앞에서 [ㅇ,ㄴ,ㅁ]으로 발음한다.
  먹는[멍는]  닫는[단는]  밥물[밤물]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

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솜-이불[솜∶니불]  홑-이불[혼니불]  막-일[망닐]
문제：‘밭이랑을 두둑하게 올려야 작물이 건강하게 자

랍니다’에서 ‘밭이랑’의 올바른발음은?
탐구내용：‘밭이랑’은‘밥’과‘이랑’의 합성어이므로 표준

발음법( A )이 적용되어( B )으로 발음되는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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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① 제8항, 제17항 바치랑
② 제8항, 제18항 받이랑
③ 제8항, 제29항 받니랑
④ 제17항, 제18항 밭치랑
⑤ 제8항, 제18항, 제29항 반니랑

[8~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녜 녜 가요. 지금 곧 가요.
에그 등불을 켜랴다가 초를 거꾸로 꽂었습니다그려.
ⓐ저를 어쩌나, 저 사람들이 숭보겄네.
님이여, 나는 이렇게 바쁩니다. 님은 나를 게으르다고 꾸짖습

니다. 에그 저것 좀 보아.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하시
네.

내가 님의 꾸지람을 듣기로 무엇이 싫겄습니까. 다만 님의 
거문고 줄이 완급(緩急})을 잃을까 저퍼합니다.

님이여, 하늘도 없는 바다를 거쳐서, 느릅나무 그늘을 지어 
버리는 것은 달빛이 아니라 새는 빛입니다.

홰를 탄 닭은 날개를 움직입니다.
마구에 메인 말은 굽을 칩니다.
네 네 가요, 이제 곧 가요.

- 한용운,「사랑의 끝판」-
(나)
㉠씨 떨어져 싹 트기 시작한 자리에서 한 발짝도 옮겨 갈 수 

없는 숙명의 한을 오직 뼈아픈 용의 트림으로 달래면서 빡빡 늙
어 버린 저 한 그루의 소나무. 그러나 저렇게도 풍성한 연초록
의 잎을 수북이 피워 남빛 하늘을 오히려 초록의 제 것으로 젖
어들였나니,

나 또한 처음 낙지(落地)한 이 자리에서 늙어 가고 있는 바 
저 늙은 한 그루 ㉡소나무를 시늉으로라도 닮고자 함이리니 ⓒ
저 뒤틀리며 솟아오른 용트림의 아픈 마디와 껍질이며 연둣빛 
이파리의 총총함이 그렇고 바람과 함께 쏠리는 솔바람 소리 같
은 것이 또한 그렇다.

ⓓ흙이란 원래 박하기도 하고 걸기도 한 것이어니 황토다, 
옥토다 푸념만 일삼아선 안 되느니 오직 정해진 제자리 지키며 
곱게 자라 곱게 늙고 볼 일, 아무렴 그렇구 그렇구 말구.

- 박성룡,「노송부(老松賦)」-
(다)
속객의 발길 닿지 않은 곳 俗客不到處
올라서니 생각이 해맑아지네. 登臨意思淸
산 모습 가을이라 더욱 고웁고 山形秋更好
강물빛 밤인데도 외려 밝아라. 江色夜猶明
ⓔ해오라비 높이 날아 사라져 가고 白鳥高飛盡
외론 돛만 홀로 가벼이 떠가네. 孤帆獨去輕
부끄럽다. 달팽이 뿔 위에서 自慙蝸角上
공명을 찾아 다닌 나의 반평생. 半世覓功名
- 김부식,「제송도감로사차혜원운(題松都甘露寺次慧遠韻)」-

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상과의 부조화로 인한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다.
② 화자가 처한 상황에서 얻은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다.
③ 부정적인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이상 세계를 찾고 있다.
④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⑤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자연물과 동일시하고 있다.

9. (가)와 (나)에 나타난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 모두 역설적인 표현으로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② (가)와 (나) 모두 색채의 대비를 통해 표현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③ (가)와 (나) 모두 사물을 의인화해 대상에 대한 친밀

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와 달리 (가)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

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가)와 달리 (나)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10.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

은 것은? [3점]
<보 기>

시집『님의 침묵』의 마지막 시편인 이「사랑의 끝판」
은 임을 만나러 가는 조급한 심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함으
로써 시적 긴박감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이 시에서는‘임’의 
존재에 대한 연모와 외경심을 표출하고, 자연 현상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찾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①‘녜 녜 가요. 지금 곧 가요.’를 통해 상황에 대한 긴박감
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②‘에그 등불을 켜랴다가 초를 거꾸로 꽂었습니다그려.’를 
통해 화자의 조급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③‘님의 거문고 줄이 완급(緩急})을 잃을까 저퍼합니다.’
를 통해 임에 대한 연모의 정을 표현하고 있다.

④‘그늘을 지어 버리는 것은 달빛이 아니라 새는 빛’은 자
연 현상을 통해 임에 대한 신비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홰를 탄 닭은 날개를 움직입니다.’에는 새로운 세계를 
찾으려는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11. (다)를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절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② 세태 변화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③ 풍경 묘사를 통해 탈속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군.
④ 상징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삶에 대한 성찰을 보여 주고 

있군.
⑤ 특정 공간에서 유발된 정서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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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한 

존재
화자가 동일시하려는 
존재

② 운명을 극복하려 노력하는 
존재

화자에게 그리움을 주
는 존재

③ 주어진 현실에 얽매여 있
는 존재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
는 존재

④ 주어진 환경과 대립, 갈등
하는 존재

화자가 연민을 느끼는 
존재

⑤ 아픔을 가치 있는 것으로 
승화한 존재

화자의 비애를 심화하
는 존재

12. ㉠과 ㉡에 대한 화자의 인식으로 적절한 것은?

1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에게 서운하다는 의미

이다.
② ⓑ: 게을러서 할 일을 미루었기에 지금 바쁘다는 의미

이다.
③ ⓒ: 현실의 장애로 노력이 좌절됨을 의미한다.
④ ⓓ: 주어진 여건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것을 의

미한다.
⑤ ⓔ: 속세에서 공명을 얻지 못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의

미한다.

[14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론 조사 기관은 큰 선거를 앞두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보통 2,00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집단 전체 즉, 모집단은 수천만 명에 
달하는데, 그 만분의 일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
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여론 조사를 할 때 여론 조사 기관이 응답자 수를 무한
정 늘릴 수는 없다. 조사 기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도 문제지만, 많은 조사원들을 동원하다 보면 그들에 대
한 관리가 소홀해져 조사 결과의 오차가 높아질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여론 조사 기관은 실제 선거 결과에 근접할 
수 있는 적정 응답자 수를 산정하여 여론 조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대통령 선거와 같은 큰 선거에서도 대개 2,000명 
정도로 응답자 수를 제한하게 된다.

이처럼 ㉠여론 조사 기관이 응답자를 2,000명 정도로 
제한하는 데는 그럴 만한 통계적 이유가 있다. 그것은 여론 
조사가 ‘큰수의 법칙’이라는 통계학 원리에 근거하기 때문이
다. 큰수의 법칙이란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이 p일 경우, 
그 일을 반복 시행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평균값이 p에 
근접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여론 조사에 적용해 보면, 
가령 유권자가 3,000만 명인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A의 
지지율이 40%라고 가정할 경우, 응답자를 무작위로 선정하
여 조사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즉 ‘큰수’가 될수록 그 평
균값이 A의 실제 지지율인 40%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큰수의 법칙에 근거하여 A의 실제 지지율인 

40%에 근접한, 신뢰할 수 있는 여론 조사 결과를 얻으려면 
응답자 수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할까? 이를 알아보기 위
해 통계학 이론을 적용하여 응답자 수를 여러 경우로 달리
하면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해 보면, 모집단이 3,000만 명
일 때 2,000명 정도의 표본, 즉 응답자 수로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여론 조사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조사원의 의도를 배제하기 위해 전체 유권자 중에
서 2,000명을 무작위로 뽑는다면 응답자 중에 A를 지지하
는 사람들의 비율이 실제 지지율인 40%에 근접한 수치로 
집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자를 2,000명으로 설정한 위의 여론 조사의 결과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 여론 조사의 신뢰도를 측정
하기 위해서는, 조사 결과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오
차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론 조사 결
과가 정해진 오차 범위 내에서 실제와 같은 결과가 나올 확
률, 즉 신뢰 구간을 따져야 한다. A의 지지율을 조사하기 
위해 2,000명을 응답자로 한 경우에는 ‘오차 범위가 
±2.19%, 신뢰 구간이 95%’가 된다. 이는 2,000명을 조사
할 때 전체 유권자 중에서 A의 지지율인 40%를 ±2.19%의 
오차 이내에서 알아맞힐 수 있는 확률이 95%라는 의미이
다. 선거와 관련된 여론 조사에서 이 정도 오차 범위보다 
높은 정밀도를 필요로 하는 상황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여론 조사 기관에서는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응답자 수를 2,000 명 정도로 보고 더 이상의 테스트
는 무의미하다고 여긴다. 그것은  큰수의 법칙에 근거해 유
권자가 3,000만 명이든 5,000만 명이든 또는 그 이상으로 
모집단의 크기가 커지더라도 2,000명 정도의 응답자를 통
한 조사만으로도 전체 유권자의 성향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신뢰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여론 조사 결과가 실제 선거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왜냐하면 성
별, 지역, 계층, 연령 등의 여러 변수를 여론 조사에 완벽하
게 반영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만 약간의 오차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론 조사 결과를 
신뢰하는 ⓐ데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응답자 수를 산정해 조사를 하면 모집단에 대
해 충분히 우수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
집단의 크기가 아무리 크더라도 여론 조사 기관의 어떤 의
도가 개입하지 않는 한 응답자 수를 2,000명 정도로 제한
하는 것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이유는 없는 것이다.
* 오차 범위：오차가 발생하는 값의 범위, 또는 오차의 최

댓값과 최솟값의 차이.

14.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오차 범위는 변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비율이다.
② 여론 조사의 신뢰도는 응답자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③ 조사원 수를 늘릴수록 여론 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④ 신뢰도가 높으면 여론 조사 결과와 실제의 선거 결과가 

같다.
⑤ 큰수의 법칙은 여론 조사에 필요한 모집단 수를 계산

할 때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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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위 글을 읽고 난 후 <보기>의 자료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1936년 A사는 2명이 입후보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1,000만 명의 유권자에게 설문
지를 우송한 뒤 240만 명으로부터 회수한 응답지를 3
개월 동안 집계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그
런데 G는 A사의 응답자 240만 명 중에서 무작위로 3
천 명을 뽑아 다시 설문지를 보내 돌려받은 응답지를 
기초로 A사가 지지율 집계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미
리 그 결과를 예상했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응답자 R후보 L후보
G가 예상한 A사의 예측 결과 3천 명 44% 56%
A사의 예측 결과 240만 명 43% 57%
하지만 이후 실시된 실제 선거에서는 두 예측 결과

와 달리 R후보가 당선되었다.
① G와 A사의 예측 결과가 비슷하게 나온 것을 볼 때, 응

답자 수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군.

② G와 A사의 예측 결과가 실제 결과와 달랐던 것은 두 
여론 조사에 여러 가지 변수가 완벽하게 반영되지 않
았기 때문일 수 있겠어.

③ G가 3천 명의 응답자를 무작위로 뽑은 것은 불필요하
게 자신의 의도가 개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였다고 할 수 있을 거야.

④ G가 3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했지만, 그 수는 
큰수의 법칙에 의거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
의 응답자 수였다고 할 수 있겠어.

⑤ G보다 A사가 훨씬 더 많은 응답자를 설정했다는 것을 
큰수의 법칙에 근거해 주목해 볼 때, G보다는 A사가 
한 예측 결과가 실제 선거 결과에 더 근접했을 것으로 
보이는군.

16. ㉠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들 수 있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퍼즐을 순서대로 맞춰 나갈 필요는 없다. 임의로 선택

한 퍼즐 조각의 모양과 색깔을 잘 관찰하면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② 집에 빨리 가려고 버스를 일찍 타기 위해 앞 정거장까
지 올라갈 필요는 없다. 어차피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
하는 시간은 같다.

③ 국의 간을 보기 위해 솥 안의 국물을 모두 마셔 볼 필
요는 없다. 국을 잘 휘저은 뒤 국자에 담긴 국물 한 
모금만 맛보아도 국의 간을 알 수 있다.

④ 1등에 당첨되기 위해서 여러 장의 복권을 살 필요는 
없다. 당첨 확률은 높아지지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너무 낮아 그 영향은 미미하다.

⑤ 산에 오를 때 어느 코스로 갈지를 고민하는 것은 비효
율적이다. 등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떤 코스
든지 선택될 수 있는 확률은 같다.

17. <보기>를 참고할 때, ‘데’의 쓰임이 ⓐ와 가장 유사한 것은?
<보 기>

데 [의존 명사]
1. ‘곳’이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말.
2.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말.
3. ‘경우’의 뜻을 나타내는 말.

① 그 약은 머리 아픈 데 먹는 약이다.
② 나는 의지할 데 없는 불쌍한 사람이다.
③ 그의 관심은 오로지 성공하는 데 있었다.
④ 예전에 가 본 데가 어디쯤인지를 모르겠다.
⑤ 이 잔은 귀한 거라 손님을 대접하는 데나 쓴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기 중에서 물질이 열을 받아 연소하는 현상은 두드러지는 
화학 현상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18세기 중엽까지‘플로지스톤(p
hlogiston) 이론’을 통해 설명되었다. 기름이나 나무와 같은 가연
성 물질은 모두 ‘플로지스톤’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가연
성 물질이 연소될 때에는 플로지스톤이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이다. 이 이론은 연소뿐만 아니라 금속이 녹스는 
현상도 금속에서 플로지스톤이 빠져나오는 것으로 설명했다. 일
상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플로지스톤 이론은 매우 그럴듯해 보
인다. 나무나 석탄이 타고 나면 원래 있었던 물질은 거의 없어지
고 재만 남기 때문에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라부아지에는 1772~1774년에 정밀한 실험을 통해 오늘날
과 같은 연소 이론을 정립하여 플로지스톤 이론이 잘못되었음
을 밝혔다. 그는 생성되는 기체의 무게까지 고려함으로써 금속
이 하소(煆燒)﹡하거나 비금속 물질이 연소할 때 무게가 증가한
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수은을 가열하여 수은 금속재﹡를 만드
는 실험을 통해 수은이 공기의 특정한 부분과 결합한다는 사실
을 알아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라부아지에에게 매우 흥미로
운 것이었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의 화학자인 프리스틀리 역시‘새로운 공기’
에 대한 실험을 하였다. 그는 수은 금속재를 매우 높은 온도로 가
열하여 수은 금속과‘새로운 공기’를 얻어 냈던 것이다. ㉠프리스
틀리는 자신의 실험 내용을 플로지스톤 이론을 통해 설명했다. 그
는 수은 금속을 얻는 동안에 생성된‘새로운 공기’는 전체 공기 중
에서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고 남은 부분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새로운 공기’를‘플로지스톤이 없는 공기’라고 이름 붙였다.

라부아지에는 프리스틀리가 말한‘플로지스톤이 없는 공기’가 
자신이 찾던 새로운 기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험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 기체가 비금속 물질과 반응
해서 산(酸)﹡을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산을 만드는 원소’
라는 뜻에서 그 기체에‘산소’라는 이름을 붙였다. 라부아지에에 
의해 연소와 하소는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현상임이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연소 이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라부아지에와 
프리스틀리가 [ ㉮ ].

새로운 연소 이론을 정립한 라부아지에는 근대 화학의 방법
과 체계를 세우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라부아지에에 의해 
화학은 정량적인 과학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사실 그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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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연소 이론의 정립도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기는 기체의 무
게를 정확히 측정하여 고려하는 정량적 방법 덕분에 가능한 일
이었다. 그는 이러한 생각을 일반화하여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의 질량의 합은 생성된 물질의 합과 같다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제창하였다. 또한 그는 화합물의 새로운 명명법도 고안
했다. 라부아지에 이전의 명명법에서는 화합물의 성질, 출처, 용
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특별한 기준 없이 사용되고 있
었는데, 라부아지에는 화합물의 이름을 통해 그 구성 성분을 알 
수 있도록 기호로 표시했다. 기호로 나타낸 화합물들의 화학 반
응을 방정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사람도 라부아지에이다.

사실상 17~18세기의 화학은 신비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화학은 영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당시에 화학을 탐구했던 사람들은 역학과 같은 
기계적인 과학에 반감을 표시하면서 화학을 자연과 교감할 수 있
는 학문으로 보았다. 그래서 19세기 말에도 화학 연구자들은 여
전히‘좋은 공기’,‘나쁜 공기’와 같이 인간의 감정이나 주관이 섞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라부아지에가 근대 화학을 체계화하
면서 이러한 상황은 반전되었다. 연소라는 현상이 물질과 물질의 
단순한 결합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다른 화학 반응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물질이 결합하고 분리될 때 영적
인 능력이나 생명력은 조금도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화학은 물질이 무미건조하게 결합되고 분리되는 과정을 
탐구하는 학문이 되었다. 화학도 비로소 기계화된 것이다.

﹡ 하소(j燒) : 어떤 물질을 공기 중에서 태워 휘발 성분을 없
애고 재로 만드는 일.

﹡ 금속재 : 금속을 강하게 가열할 때 생기는 재와 같은 물질.
﹡ 산(酸) :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하여 수소 이온을 만드는 물질.

18.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대 화합물의 명칭을 보면 그 화합물의 구성 성분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② 라부아지에는 정밀한 실험을 바탕으로 기존 견해와는 

다른 연소 이론을 정립하였다.
③ 라부아지에의 연소 이론과‘질량 보존의 법칙’은 정량적 

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④ 연소 현상에 대한 플로지스톤 이론은 라부아지에 이전

까지는 그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⑤ 금속이 녹스는 현상과 물질이 연소하는 현상은 산소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19. <보기>는‘플로지스톤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참고하여 
㉠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였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플로지스톤 이론에서 플로지스톤은 그것을 함유하고 있

는 물질에서 빠져나올 때에만 검출할 수 있는 매우 미묘한 
물질인데, 연소는 바로 이 플로지스톤을 잃는 것이며, 남은 
찌꺼기나 재는 플로지스톤이 없어진 원래의 물질로 구성된 
것이라고 믿었다. 강하게 가열하였을 때 거의 모든 금속이 
금속재로 전환되는 것을 보고, 금속은 금속재와 플로지스톤
이 결합된 것으로서 금속을 가열할 때 금속재로 전환되는 
것은 플로지스톤을 잃으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믿었다.

① 수은 금속이 공기 중의 플로지스톤과 결합하면서 수은 
금속재로 전환된 것이다.

② 수은 금속재가 공기 중에 있던 플로지스톤을 흡수하면
서 수은 금속이 된 것이다.

③ 수은 금속이 공기 중에 존재하는 플로지스톤을 분해하
여 공기를 생성해 낸 것이다.

④ 수은 금속재가 가열에 의해 활성화되면서 내부에 있던 
플로지스톤을 분출한 것이다.

⑤ 수은과 결합된 플로지스톤이 가열로 인해 파괴되면서 
플로지스톤 없는 공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20. 위 글에 나타난‘연소 현상’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장 잘 정리
한 것은?

① 가열할 때만 일어나는 현상 → 가열 없이도 일어나는 
현상

② 플로지스톤을 새로 생성하는 현상 → 공기를 새로 생
성하는 현상

③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는 현상 → 산소와 결합하면서 
나타난 현상

④ 물질의 무게를 감소시키는 현상 → 물질의 무게를 증
가시키는 현상

⑤ 산소의 양이 줄어들게 하는 현상 → 산소의 양이 늘어
나게 하는 현상

21. 위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① 실험 결과보다는 실험 과정의 문제점에 주목했다는 점

이다.
② 협력을 통해 상대방의 견해를 보완하고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③ 기존 견해에 대한 부정을 통해 이론을 정립하고자 했

다는 점이다.
④ 동일한 실험 결과를 가지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

했다는 점이다.
⑤ 실험 내용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결론에 도달

했다는 점이다.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일일은 이웃집 노파와 한담하다가, 홀연 건넛마을 송가
(宋家)의 여자가 심히 현숙함을 일컫거늘, 부인 최 씨가 듣고 
승상에게 권하여 소실을 삼으라 하니, 승상 왈,

“첩을 집안에 두는 것이 상서롭지 아니하매 구태여 마음에 
없노라.”

부인 왈,
“송녀의 행실이 현숙하고 재질이 절묘하다 하니, 집안에 둠

이 무슨 관계함이 있으리오.”
하며 재삼 강하게 권하거늘, 승상이 부득이 허락하고 즉시 

택일하여 주니, 노파가 가지고 송녀에게 가 이 사연을 전달한
지라.]

송녀가 대희하여 그날을 기다리더니, 이때 승상이 길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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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여 거마를 갖추어 송녀를 데려오매, 아리따운 태도와 고운 
용모가 사람의 정신을 혼미케 할 정도로 아름다운지라.

승상이 한번 보매 크게 빠져 세상만사를 다 버리고 일시도 
떠나지 아니하니, 송녀가 마음이 방자하여 최 씨를 초개같이 
보아, 도리어 제가 부인인 체하되, 최 씨는 별말 없이 받아 주
더라. 이러므로 송녀가 부인을 없애고자 하여, 일일은 간계를 
내어 거짓 병을 일컫고 침석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체하거늘, 
승상이 들어와 보고 묻기를,

“네 어디가 아프며 무슨 심려가 있어 그러한다. 사실을 감
추지 말라.”

하니 송녀가 교태를 부리며 말하기를,
“첩의 신세 슬프게 가여워서 병이 되었삽거니와, 예로부터 

첩이란 것이 한집에 있으면 하나는 죽는다 하오니, 승상은 첩
을 버리시거나 부인을 내치시거나 두 가지 중에 결단하여 첩
을 살려 주소서.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첩은 필경 황천객이 되
어 승상을 모실 길이 없나이다.”

하며 간악한 ㉠눈물을 흘리니, 승상이 마음이 미혹하고 골
절이 저린 듯하여 어루만져 말하길,

“네 마음이 진실로 그러할진대 어찌 일시라도 지체하리오. 
너는 마음을 놓고 몸조리나 하거라.”

하고 즉시 부인의 몸종을 불러 말하길,
“내 관상가에게 의논한즉, 부인과 한집에 있으면 송녀도 살

지 못하고 부인도 해롭다 하니, 부인은 잠깐 피하였다가 형편
을 보아 다시 들어옴이 가하다.”

하거늘, 몸종 즉시 들어가 부인께 고하니 부인이 말하길,
“부부는 오륜의 으뜸이요, 하물며 내 아들 딸을 낳고 삼십

여 년을 동락하고 다른 연고가 없거늘, 이제 어찌 무단히 내침
을 당하리오.”

하더니, 또 승상이 독촉을 계속한지라. 부인이 크게 원통하
여 이에 승상께 나아가 가로되,

“고서에 이르되,‘조강지처는 집 밖으로 내쫓지 않는다.’하였
고, 또한 첩이 칠거지악이 없거늘, 무고히 내치고자 하시니 이
는 천고에 없는 일이요, 또 고언에 이르되, ‘처자가 죄악이 있
어도 돌아갈 곳이 없거든 내치지 말라.’하였사오니, 첩이 부모 
형제 없거늘, 어디로 가라 하시고 이같이 내쫓으시니, 이 어찐 
연고인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거늘, 승상이 못 들은 체하고 크게 화를 내며 말하길,
“내 이미 뜻을 정하였으니, 뉘 능히 내 영을 거역하리오. 바

삐 자식을 데리고 나가라.”
하는지라. 부인이 뜻밖의 일을 당하매, 어찌할 줄 몰라 자녀

를 안고 울며 말하길,
“너희 부친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너희를 데리고 나가라 하

고 구박함이 심하니, 우리 모자 장차 어디로 가리오.”
두 딸이 말하길,
“우리 모자를 내쫓으심은 집안의 큰 변이오니, 소녀 등이 

부친께 청원하리이다.”
하고, 승상께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길,
“모친이 제사 받들며 친척을 접대하심이 극진하시고, 송녀

에게도 투기함이 없어 집안이 화평하거늘, 이제 무슨 연고로 
모친을 내쫓으려 하시니, 부친 의향을 알지 못하와 아뢰오니, 
설혹 미흡하신 일이 있을지라도, 자녀들의 정리를 생각하사 마
음을 돌이키심을 바라나이다.”

하니, 승상이 꾸짖어 말하길,
“어린아이가 무엇을 아는 체하고 감히 잡말을 하는다. 바삐 

네 모친을 데리고 나가라.”
하거늘, 두 딸 하릴없이 나와 송녀를 보고 말하길,
“부친이 모친을 무단히 구박하시니, 이는 서모*의 간계로 

이리 된 일이라. 비록 적국 간(敵國間)이라도 우리 모친이 박
대하심이 없거늘, 서모가 이같이 일을 만드니, 어찌 세상에 용
납하리오.”

하니, 송녀 듣기를 다하매 분을 참지 못하여 말하길,
“내 이런 욕을 보고 살아 무엇하리오.”
하며 수건으로 목을 매는 체하거늘, 승상이 듣고 바삐 들어

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두 딸을 형틀에 매고 말하길,
“네 감히 서모를 욕하니, 너희를 먼저 죽일 것이로되 십분 

용서하니, 이제 네 어미를 데리고 나가라.”
하거늘, 두 딸 울며 왈,
“부명이 지엄하시니 거역치 못하옵거니와, 대저 부친께서 

이 송녀의 음흉한 거짓말을 들으시고 오륜을 폐하려 하시니, 
소녀 등이 자식이 되어 어찌 부친이 그른 데 빠져 남에게 죄
를 얻게 하리이까. 아비께 간하는 자식이 효 있다 하오니, 바
라건대 부친은 소녀 등의 말씀을 어리다 말으시고 깊이 생각
하소서.”

하며 눈물이 비 오듯 하나, 승상이 듣지 아니하고 노복을 
호령하여 빨리 내치라 재촉하니, 부인이 견디지 못하여 양풍을 
품에 품고 두 딸을 좌우로 이끌어 목놓아 울며 문밖에 나오니, 
그 모습을 뉘 아니 가련히 여기리오.

－작자미상「양풍전」
* 서모(庶母): 아버지의 첩.

22.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① 송녀는 몸이 허약해 평소에 많이 앓아누웠다.
② 송녀는 승상의 총애에도 겸손하게 행동하였다.
③ 최 씨는 자신의 미모가 송녀보다 뛰어나다고 믿고 있

다.
④ 승상은 송녀를 만나기 전부터 송녀에 대해 관심이 있

었다.
⑤ 두 딸은 최 씨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생

각한다.
23. 인물들 간의 만남을 중심으로 위 글을 <보기>처럼 정리했을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승상이 
침석에 

누워 있는 
송녀를 
만남

→
최씨가 
승상을 
만남

→
두 딸이 
승상을 
만남

→
두 딸이 

송녀와 다툰 
후 승상과 

만남

㉮ ㉯ ㉰ ㉱
① ㉮에서 송녀는 최 씨를 내쫓으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다.
② ㉯에서 최 씨는 자신의 무죄함과 승상이 한 행위의 부

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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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에서 두 딸은 승상이 ㉯에서 한 명령을 바꾸기를 간
청하고 있다.

④ ㉱에서 승상은 ㉰에서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⑤ ㉯~㉱에서 승상은 최 씨를 내보내겠다는 의지를 일관
되게 유지하고 있다.

2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 ㉡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
② ㉠과 ㉡ 모두 상대방에게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보이

기 위한 것이다.
③ ㉠은 상대방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위한 것이고, ㉡은 

상대방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④ ㉠은 상대방으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고, ㉡은 

상대방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한 것이다.
⑤ ㉠은 상대방을 자신의 의도대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

고, ㉡은 상대방에게 진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러
나온 것이다.

25. 위 글을 읽은 독자가 [A]에 대해 <보기>와 같이 반응했을 
때,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최 씨가 결국 승상네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볼 때, 
  (   )한 셈이 되는군.”

① 주마가편(走馬加鞭)        ② 분기탱천(憤氣撐天) 
③ 견마지로(犬馬之勞)        ④ 감언이설(甘言利說)
⑤ 자승자박(自繩自縛)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합성어는 둘 이상의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근이 결합
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분류 방식의 하나는 합성어 형
성의 절차가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을 따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합성어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의
미 관계에 따라 종속 합성어와 대등 합성어, 융합 합성어로 
나누기도 한다.

⑴ 산나물, 작은집, 들어가다
⑵ 늦더위, 높푸르다, ㉠척척박사
먼저 합성어 형성의 절차가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

법을 따르고 있는지에 따른 구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⑴의 
‘산나물’은 ‘명사＋명사’, ‘작은집’은 ‘용언의 관형사형＋명
사’, ‘들어가다’는 ‘용언의 연결형＋용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사＋명사’, ‘용언의 관형사형＋명사’, ‘용언의 연결형＋용
언’은 국어 문장 구성에서 흔히 나타나는 단어 배열법이므

로 이런 구성을 가진 합성어들을 통사적 합성어라 한다. 그
러나 ⑵의 ‘늦더위’는 ‘용언의 어간＋명사’, ‘높푸르다’는 ‘용
언의 어간＋용언’, ‘척척박사’는 ‘부사＋명사’로 구성되어 있
다. 용언의 어간이 어미 없이 바로 명사나 용언에 연결되는 
‘용언의 어간＋명사’나 ‘용언의 어간＋용언’은 국어의 문장 
구성에는 없는 단어 배열법이다. 또한 ‘부사＋명사’와 같은 
구성도 국어의 문장 구성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⑵와 같은 단어들은 비통사적 합성어라 부른다.

⑶ 비빔밥, 할미꽃 ⑷ 강산, 마소 ⑸ 세월, 갈등
또한 합성어는 구성 요소들의 의미 관계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 ⑶의 ‘비빔밥’, ‘할미꽃’의 경우 앞의 성분이 뒤
의 성분을 수식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러한 합성어를 
종속 합성어라 한다. 이에 비해 ⑷의 ‘강산’, ‘마소’는 두 성
분이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구성을 지닌 합성
어를 대등 합성어라 한다. 또한 종속합성어, 대등합성어 이
외에 ⑸의 ‘세월(해＋달)’, ‘갈등(칡뿌리＋등나무)’과 같이 
구성 요소 각각이 원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융합 합성어라 한다. 이러한 융합 합성어는 
구성 요소들 간의 의미상의 수식 여부를 따지기 어렵기 때
문에 종속 합성어나 대등 합성어와 함께 다루기는 어렵다.

26. 위 글에서 활용한 서술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대상의 개념을 제시한다.
② 대상을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③ 대상의 특성을 분석을 통해 드러낸다.
④ 대상에 대한 구체적 예를 들어 서술한다.
⑤ 대상의 형성 과정을 통시적으로 설명한다.

27. 위 글을 읽고 <보기>의 합성어에 대해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돌다리, 덮밥, 쌀밥, 춘추(春秋), 검푸르다

① ‘돌다리’는 ‘명사＋명사’의 구성이면서 앞의 말이 뒤의 말
을 수식하는 형태를 띠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면서 종속 
합성어이다.

② ‘덮밥’은 ‘용언의 어간＋명사’의 구성이면서 앞의 말이 
뒤의 말을 수식하는 형태를 띠므로, 비통사적 합성어
이자 종속 합성어이다.

③ ‘쌀밥’은 ‘명사＋명사’의 구성이면서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통사적 합
성어이자 대등 합성어이다.

④ ‘춘추(春秋)’는 ‘명사＋명사’의 구성이고 합성어가 만들
어지면서 ‘나이’라는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므
로, 통사적 합성어이자 융합 합성어이다.

⑤ ‘검푸르다’는 ‘용언의 어간＋용언’의 구성이면서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면서 대등 합성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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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에 적용된 단어 배열법을 활용하여 만든 합성어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① 접칼   ② 책장   ③ 꺾쇠   ④ 산들바람   ⑤ 어린아이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는 음악을 듣는 순간 누구나‘움직임’을 느낀다. 이
는 음악이 운동성과 시간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토벤 음악이건, 마이클 잭슨의 음악이건, 김덕수의 사물놀이
건 간에 음악은 듣는 순간 벌써 운동성과 시간성을 체험하게 
되며, 이는 곧 감정과 감각이 움직이는 움직임을 느끼는 것이
다. 음악의 본질인 시간성과 운동성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
으며, 이를 통해 움직임이 창출된다.

(나) 그럼 음악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물음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음악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
아야 한다. 음악은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가 조직하는 음(音)
들의 2중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음들에 아이디어가 질서를 부
여하면서 조직하는 것이 음악이다. 음의 요소에는 음계·음높이·
음길이·음세기·음빛깔 등이 있다. 그리고 음의 요소인 음높이와 
음길이가 합쳐진 것이 선율이고, 이 선율에서 운동성과 시간성
을 바탕으로 움직임이 만들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율을 
만드는 음높이와 음길이를 한국과 서양이 저마다 다른 원리로 
체계화했기 때문에 운동성과 시간성의 질이 다르다는 데 있다.

(다) 서양 음악의 경우는 음 하나에 움직임의 모든 표현을 
담아내지는 않는다. 하나의 음은 독립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서
양 음악은 거의 모두 두 음과의 관계성이라는 조건에서 역동화
되었다. 그 관계성은 선율에서 음정이 다른 두 음의 관계를 가
리키기도 하지만, 음의 관계성은 화음(chord)을 전제로 한다. 
화음을 체계화시킨 것이 화성(harmony)이며, 화성을 전제한 
두 개의 음이‘역동성의 질적인 변화’를 낳게 되는데 바로 이것
이 서양 음악 움직임의 본질이다.

(라) 이에 비해 한국 음악은 한 음 자체가 움직임의 모든 
것을 담아낸다. 한 음의 흐름 속에서 모든 움직임을 담아내기 
위해 한 음을 중심으로 앞뒤로 여러 장식음을 덧붙여 움직이게 
했다. 서양 음악이 한 음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이웃 음과 더불
어 그 관계 속에서 역동화한 데 비하면, 한국 음악은 한 음으
로 독립해 그 음을 중심으로 뻗어가되 그 음을 역동화하기 위
한 장식음 처리가 풍부하다.

(마) 왜 그랬을까? 바로 이 물음이 한국 음악의 원리에 대
한 물음이다. 한국 음악의 원리는 기(氣)를 일으키는 운동에 
있다. 이를 기화(氣化)라고 한다면, 나와 우주 사이를 하나로 
만드는 데 기화의 목적이 있다. 그런데 나와 우주를 분리하지 
않으려면, 기를 몸의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해야 한다. 이 기의 
호흡에 의해 장단이 만들어지고, 장단을 토대로 선율이 만들어
진다. 즉 한국 음악은 하나의 선율로 몸을 기화하는 것이다. 한
국인은 음악을 통해 나와 우주 사이를 움직이는 생명성을 하나
의 체계로 느낀 것이다.

29. (가)~(마)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 시간성과 운동성에 의한 음악의‘움직임’
② (나): 음의 요소가 선율에 미치는 영향
③ (다): 서양 음악의 움직임의 원리
④ (라): 한국 음악의 선율상의 특징
⑤ (마): 한국 음악의 움직임의 원리

30.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선율에서 음악의 움직임이 만들어진다.
② 시간성과 운동성은 음악의 본질에 해당한다.
③ 한국 음악은 주체와 객체를 이원화하기 위해 몸을 기

화한다.
④ 한국 음악은 중심이 되는 한 음에 딸린 장식음이 발달

했다.
⑤ 서양 음악에서 움직임은 화성을 전제한 두 개의 음에서 

나온다.

31.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시나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
한 것은?

<보 기>
「시나위」는 즉흥으로 연주하는 기악곡으로 향피

리, 대금, 해금, 장구, 징으로 편성하여 연주한다. 각 
악기의 연주자들은 기본음을 통일한 후 장단에 맞추어 
각기 다른 선율을 진행하는데, 화성을 이루지 않는 불
협화(不協和)가 나타나지만 독특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음악의 특징이다.

① 다양한 악기로 연주하여 화음을 만들어 낸다.
② 즉흥 연주를 통해 새로운 장단이 만들어진다.
③ 조화를 추구한다는 면에서 두 음의 관계성을 중시한다.
④ 기본음의 통일을 통해 역동성의 질적 변화를 낳게 된다.
⑤ 악기마다 한 음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해 

몸을 기화시킨다.

32.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그가 진심으로 사과를 해서 화를 풀기로 했다.
② 팔레트에 물감을 풀어 도화지 위에 채색을 했다.
③ 어려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풀어서 이야기했다.
④ 긴 여행에 피로가 쌓여서 푹 쉬면서 피로를 풀었다.
⑤ 누군가 컴퓨터에서 암호를 풀고 비밀문서를 복사해 갔다.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오리나무, 물오리나무, 가락나무, 참나무, 졸참나무, 박달
나무, 사수래나무, 떡갈나무, 피나무, 물가리나무, 싸리나무, 고
로쇠나무. 골짝에는 산사나무, 아그배나무, 갈매나무, 개옻나무, 
엄나무. 산등에 간간이 섞여 어느 때나 푸르고 향기로운 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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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잣나무, 전나무, 향나무, 노가지나무 — 걱정 없이 무럭무럭 
잘들 자라는 — 산속은 고요하나 웅성한 아름다운 세상이다.

과실같이 싱싱한 기운과 향기. 나무 향기 흙냄새 하늘 향기. 
마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향기다.

낙엽 속에 파묻혀 앉아 깨금을 알뜰히 바수는 중실은 이제 
새삼스럽게 그 향기를 생각하고 나무를 살피고 하늘을 바라보
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 것은 한데 합쳐서 몸에 함빡 젖어들어 
전신을 가지고 모르는 결에 그것을 느낄 뿐이다. 산과 몸이 빈
틈없이 한데 얼린 것이다.

눈에는 어느 결엔지 푸른 하늘이 물들었고 피부에는 산 냄
새가 배었다. [A] 바심*할 때의 짚북데기*보다도 부드러운 나
뭇잎 — 여러 자 깊이로 쌓이고 쌓인 깨금잎, 가락잎, 떡갈잎
의 부드러운 보료 — 속에 몸을 파묻고 있으면 몸동어리가 마
치 땅에서 솟아난 한 포기의 나무와도 같은 느낌이다. 소나무, 
참나무, 총중*의 한 대의 나무다. 두 발은 뿌리요, 두 팔은 가
지다. 살을 베면 피 대신에 나뭇진이 흐를 듯하다. 잠자코 섰
는 나무들의 주고받은 은근한 말을, 나뭇가지의 고갯짓하는 뜻
을, 나뭇잎의 소곤거리는 속심을, 총중의 한 포기로서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해가 쪼일 때에 즐겨 하고, 바람 불 때 농탕
치고, 날 흐릴 때 얼굴을 찡그리는 나무들의 풍속과 비밀을 역
력히 번역해 낼 수 있다. 몸은 한 포기의 나무다. / 별안간 부
드득 솟아오르는 힘을 느끼고 중실은 벌떡 뛰어 일어났다.

<중략>
세상에 머슴살이같이 잇속 적은 생업은 없다.
싸울래 싸운 것이 아니라 김 영감 편에서 투정을 건 셈이

다. 지금 와 보면 처음부터 쫓아낼 의사였던 것이 확실하다. 
중실은 머슴 산 지 칠팔 년에 아무것도 쥔 것 없이 맨주먹으
로 살던 집을 쫓겨났다. 원통은 하였으나 애통하지는 않았다.

해마다 사경을 또박또박 받아 본 일이 없다. 옷 한 벌 버젓
하게 얻어 입은 적 없다. 명절에는 놀이할 돈도 푼푼이 없이 
늘 개 보름 쇠듯* 하였다. 장가들이고 집 사고 살림을 내 준다
던 것도 헛소리였다. 첩을 건드렸다는 생뚱 같은 다짐이었으나 
그것은 처음부터 계책한 억지요, 졸색*의 둥글개 따위에는 손
댈 염도 없었던 것이다. 빨래하러 갔던 첩과 동구 밖에서 마주
쳐 나뭇짐을 지고 앞서고 뒤서서 돌아왔다고 의심받을 법은 
없다. 첩과 수상한 놈팡이는 도리어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애매
한 중실에게 엉뚱한 분풀이가 돌아온 셈이었다. 가살스런* 첩
의 행실을 휘어잡지 못하고 늘그막 판에 속 태우는 영감의 신
세가 하기는 가엾기는 하다. 더욱 얼클어질 앞일을 생각하고 
중실은 차라리 하직하고 나온 것이었다.

넓은 하늘 밑에서도 갈 곳이 없다. 제일 친한 곳이 늘 나무
하러 가던 산이었다. 짚북더기보다도 부드러운 두툽한 나뭇잎
의 맛이 생각났다. 그 넓은 세상은 사람을 배반할 것 같지는 
않았다. 빈 지게만을 걸머지고 산으로 들어갔다. 그 속에서 얼
마 동안이나 견딜 수 있을까가 한 시험도 되었다.

[B] 박중골에서도 오 리나 들어간 마을과 사람과는 인연이 
먼 산협이다. 산등이 펑퍼짐하고 양지쪽에 해가 잘 쪼이고 골
짝에 개울이 흐르고 개울가에 나무 열매가 지천으로 열려 있
는 곳이다. 양지쪽에서는 나무하러 왔다 낮잠을 잔 적도 여러 
번이었다. 개울가에 불을 피우고 밭에서 뜯어 온 옥수수 이삭
을 구웠다. 수풀 속에서 찾은 으름과 나뭇가지에 익어 시든 아
그배와 산사로 배가 불렀다. 나뭇잎을 모아 그 속에 푹 파고든 
잠자리도 그다지 춥지는 않았다.

이튿날 산을 헤매이다 공교롭게도 주영나무 가지에 야트막

하게 달린 벌집을 찾아냈다. 담배 연기를 피워 벌떼를 어지러
트리고 감쪽같이 집을 들어냈다. 속에는 맑은 꿀이 차 있었다. 
사람은 살라고 마련인 듯싶다. 꿀은 조금으로도 요기가 되었
다. 개*와 함께 여러 날 양식이 되었다.

꿀이 다 떨어지지도 않은 그저께 밤에는 맞은편 심산에 산
불이 보였다. 백일홍같이 새빨간 불꽃이 어둠 속에 가깝게 솟
아올랐다. 낮부터 타기 시작한 것이 밤에 들어가서 겨우 알려
진 것이다. 누에에게 먹히우는 뽕잎같이 아물아물해지는 것 같
으나 기실은 한 자리에서 아롱아롱 타는 것이었다. 아귀의 혀
끝같이 널름거리는 불꽃이 세상에도 아름다웠다. 울 밑의 꽃보
다도 비단결보다도 무지개보다도 수탉의 맨드라미보다도 곱고 
장하다. 중실은 알 수 없이 신이 나서 몽둥이를 들고 산등을 
달아오르고 골짝을 건너 불붙는 곳으로 끌려 들어갔다. 가깝게 
보이던 것과는 딴판으로 꽤 멀었다. 불은 산등에서 산등으로 
둘러붙어 골짜기로 타 내려갔다. 화기가 확확 튀어 가까이 갈 
수 없었다. 후끈후끈 무더웠다. 나무뿌리가 탁탁 튀며 땅이 쨍
쨍 울렸다. 민출한* 자작나무는 가지가지에 불이 피어올라 한 
포기의 산호수 같은 불나무로 변하였다. 헛되이 타는 모두가 
아까웠다. 중실은 어쩌는 수 없이 몽둥이를 쓸데없이 휘두르며 
불 테두리를 빙빙 돌 뿐이었다. 그 불은 힘에 부치는 것이었다.

확실히 간 보람은 있었다. 그을어 쓰러진 노루 한 마리를 얻
은 것이다. 불 테두리를 뚫고 나오지 못한 노루는 산골짝에서 뱅
뱅 돌아 결국 불벼락을 맞은 것이다. 물론 그것을 얻은 때는 불
도 거의 다 탄 새벽녘이었으나 외로운 짐승이 몹시 가여웠다. 그
러나 이미 죽은 후의 고기라 중실은 그것을 짊어지고 산으로 돌
아갔다. 사람을 살리자는 신의 뜻이라고 비위 좋게 생각하면 그
만이었다. 여러 날 동안의 흐붓한 양식이 되었다. 다만 한 가지 
그리운 것이 있었다. 짠맛 — 소금이었다. 사람은 그립지 않으나 
소금이 그리웠다. 그것을 얻자는 생각으로만 마을이 그리웠다.

- 이효석, ‘산’
* 바심：곡식의 이삭을 떨어서 낟알을 거두는 일. ＝ 타작.
* 짚북더기：짚이나 풀 따위가 함부로 뒤섞여서 엉클어진 뭉텅이.
* 총중：한 떼의 가운데.
* 개 보름 쇠듯：대보름날 개에게 음식을 주면 여름에 파리가 

많이 꼬인다고 하여 개를 굶긴다는 뜻으로, 남들은 다 잘 
먹고 지내는 명절 같은 날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지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졸색：아주 못생긴 용모.
* 가살스런：보기에 어울리지 않고 얄망궂고 되바라진.
* 개：꿀벌이 그 유충을 기르거나 꽃꿀, 꽃가루 따위를 저장하

기 위하여 만든 벌집.
* 민출한：모양새가 밋밋하고 훤칠한.

3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② 특정 공간 속에서 느끼는 인물의 심리를 세밀히 보여 

주고 있다.
③ 인물 간의 갈등 구조와 심적 상태를 대화를 통해 드러

내고 있다.
④ 현재 진행형의 서술로 사건의 현장감과 극적 효과를 

더하고 있다.
⑤ 자연물에 대한 비유적 묘사를 통해 새로운 사건을 암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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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화를 제작한다고 할 때, 계획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불에 타 죽은 노루에 대한 중실의 연민을 표정 연기로 
보여주자.

② 중실은 명절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놀이에도 끼지 
못하는 모습으로 설정하자.

③ 중실의 눈에 비친 산불을 아름답게 영상 처리하여 중
실이 가진 느낌을 전달하자.

④ 벌집을 따거나 누에에게 뽕잎을 먹이는 장면을 삽입해 
중실의 삶의 모습을 보여 주자.

⑤ 중실이 몽둥이를 들고 산불이 난 곳으로 들어가는 모
습을 신나는 음악과 함께 보여 주자.

35.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마을]  중실    [㉯ 산]

① ㉮는 중실에게 상처를 준 공간인 반면 ㉯는 그 상처를 
치유해준 공간이다.

② 중실은 ㉮에서 주인에게 배반당한 상처 때문에 ㉯에도 
마음을 붙이지 못한다.

③ ㉮에 살던 중실은 착취를 당했지만 ㉯에서는 착취하는 
인물로 성격이 변한다.

④ 중실이 ㉮에서 불합리한 현실에 항거하다 한계에 도달
하자 도피처로 찾은 곳이 ㉯이다.

⑤ 중실이 ㉮에 있을 때는 ㉯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가졌으나 ㉯에 가서는 우호적인 태도로 바뀐다.

3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는 [B]보다 다양한 서술 시점으로 사건에 접근하

고 있다.
② [A]는 [B]와 달리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이 나타

나 있다.
③ [A]는 객관적인 태도로, [B]는 주관적인 태도로 서술

하고 있다.
④ [A]는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B]는 작품 안에서 관찰

하고 있다.
⑤ [A]는 [B]에 비해 인물이 느끼는 바를 서술자가 더 

실감 나게 표현하고 있다.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대적인 세계를 초월한 곳에 있는 변하지 않는 이상적 존
재. ㉠플라톤은 이것을 이데아라고 불렀다. 그의 생각에 의하
면, ‘현실에 존재하는 책상은 그 배후에 존재하는 책상이라는 
이데아의 참실재를 나누어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책상이다.’
라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면 이데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초월한 이데아계에 있다고 한

다. 그렇기 때문에 이데아 자체를 보거나 만질 수는 없다.
한편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같은 플라톤

의 이데아론을 비판했다. 그는, 이데아는 개체와 분리해 있는 
게 아니라 개체에 내재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동상은 그 상의 형태(플라톤의 이데아에 해당하는 것)가 그 안
에 내재해 있다고 주장한다. 동상에 이데아가 들어 있다고 주
장하는 것이 이데아가 다른 세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동상은 형태만으로는 동상이 될 
수 없다. 재료가 필요하다. 이 경우 구리가 그 재료이다. 다시 
말해 동상이란 상의 형태와 구리라는 재료가 합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상의 형태에 해당하는 것을 형상, 
재료로서의 구리를 질료라 했다. 이처럼 모든 개체는 형상과 
질료의 결합체이다.

이렇게 하여 아리스토텔레
스는 플라톤이 현실에서 떼어 
놓은 이데아를 눈앞의 사물로 
되돌려 웅대한 제1철학, 즉 형
이상학을 완성했다. 그의 위대
함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현실
적인 사물의 ‘존재’에 대해 고

찰했다는 데 있다. 그는 최고의 지식은 ‘존재’ 자체에 관한 지
식이고 모든 지식·학문의 근본에 있는 ‘존재’를 무엇보다도 가
장 우선시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아리스토텔레
스의 제1철학(형이상학)이란 존재 일반에 대한 지식이다. 그는 
사물의 존재 방식을 카테고리아라는 체에 걸러 정리 정돈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법에 따르자면, 주어는 되고 술어가 되
지 않는 개체가 바로 실체가 된다. 현실에 있는 개체로서의 실
체는 그 자신은 변화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술
어를 받아들이는 존재인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개체가 바로 
실체이므로 이미 “실체는 다른 세계에 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졌다. ‘다른 세계에 있다.’와 같은 술어가 보편화되어 있던 
플라톤의 이데아보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가 더 현실적이
고 논리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까닭이다.

3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플라톤의 것과 대조하여 설

명하고 있다.
②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사회적 문제들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③ 오늘날의 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사상을 

비판하고 있다.
④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지닌 장점과 단점을 치밀하

게 분석하고 있다.
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사상적 유사점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 있다.

38.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
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연필은 책상 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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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필’은 상의 형태와 질료의 결합체이다.
② 흑연과 나무는 ‘연필’의 질료라 할 수 있다.
③ ‘연필’은 다양한 술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이다.
④ ‘책상 위에 있다’는 카테고리아 중 ‘장소’에 해당한다.
⑤ ‘책상 위에 있다’ 부분을 제거하면 ‘연필’의 본질이 훼

손된다.

39. <보기>에서 ㉠의 생각에 부합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저기서 울부짖고 있는 늑대는 불완전한 존재이
다.

ㄴ. 저 염소에는 온전한 염소의 이데아가 내재되어 
있다.

ㄷ. 날고 있는 저 참새는 참새의 이데아를 나누어 
갖고 있다.

ㄹ. 이상적인 토끼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고 이데
아계에 존재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은퇴한 노배우‘서일’은 서울의 고지대 다
세대 주택에서 가난하고 쓸쓸한 노후를 보내는데, 무명 배우로
서 별 주목을 받지 못하고 늘 이용만 당해 왔지만 배우라는 자
긍심만은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
서일: 근데…… 나한테는 왜 상을 주지? 공로상이 뭐야?
기자: ㉠그거야…… 선생님 같은 원로분에게…… 과거의 업적

이나…… 뭐 그런 거죠. 사실 상이라는 게 꼬집어서 요
것이 좋았다 고것이 좋았다 해서 주는 게 아니지 않습
니까? 사실 요새 상이라는 게 너무 많죠. 예술가보다
는 예술상이 더 많다는 농담도 있으니까요.

서일: 그런데도 상을 더 많이 탈라고 지랄하는 사람이 많지.
기자: 선생님처럼 상과는 거리를 두고 산 분도 계시는데 말입

니다.
서일: ……음 ……거리를 두었다기보다는…… 기회가 없었지. 

심사는 밤낮 그 사람들이 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못했으니까.

기자: 그러니까 문제죠. 우리의 상 제도는 타락했어요. 예술가
이신 선생님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해서 미안하지만 상 
탈 자격 있는 사람이 상을 탄 경우는 드물거든요. 상
을 준다고 할 때 나는 자격이 없다, 또는 그런 상 싫
다고 거절하는 예술가도 좀 있어야죠. 얼마나 멋있습
니까.

서일: ……음. 글쎄……. 각자 알아서 할 일이지만…….
기자: 나는 일생 상과는 관계없이 살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예술가도 좀 나와야죠. 그건 그렇고, 선생님 연극을 왜 
시작했습니까? 그 고독한 예술을. 후회는 없습니까?

서일: ……좋아했으니까. 자네는 왜 기자를 하나? 좋으니까 하

지? 후회 않냐구?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뭣해. 인생을 
살다 보면 말년기는 후회하게 마련인데 그걸 남 들어
라 하고 후회한다고 하면 뭣해? 결국 그건 내가 택한 
일인데, 그 수많은 역 중에서 내가 맡은 역이 연극이
야. 그럼 연극이 끝날 때까지,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 
역을 맡아야 하는 게 아냐?

기자: ……네. 주위에서 선생님 맡으신 역이…… 미스 캐스트였
다고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차라리 다른 역, 이를
테면 장사나 농사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사람
도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실패한 역이라 할지도 모
르죠.

서일: ㉡사실…… 나를 그렇게 보고 웃거나 멸시하는 사람도 
있었지. 우린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 친구들한테도 
너는 시골 면장이나 하라, 너는 지리산에 들어가 빨치
산이나 되라 하고 비웃는 판이니까. 누가 무슨 얘기하
든 그건 자유야. 그렇지만 내 자신이 실패작이라고 믿
으면 이처럼 슬픈 일이 없지. 안 그래? 너는 죽으라는 
말과도 같으니까. 사람이 늙어 가는 것도 슬픈데 내 
일생은 휴지 조각이다 하고 자인하면 이건…… 자살이
야. 억지로라도 그런 정도면 잘 살았다 하고…… 환상
을 가져 보네. 연민 어린 동정은 질색이고.

기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선생님에게 주어진 상이 동정이
라는 생각은 안 듭니까? 그간 우리끼리 배부르게 다 
나눠 먹은 떡, 저기 부스러기 조각이 남았으니 불쌍한 
친구에게 던져 주자…… 뭐 이런 식의 수상이라는 생각
은 안 듭니까? 표현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만……?

 서일: 지나치군…… 음.
기자: ㉢대담하게 분연히 일어나 난 그런 상 필요 없다 하고 

거절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서일: ……자넨 ……내가 그러기를 바라나?
기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선생님이 아까 동정은 질색이라

고 하셨기에 묻는 말입니다.
서일: ……자넨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고 묻는 거야.
기자: 저는 기자입니다. 저는 항상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서일: 할 소리 다 씨부렁대고 공정이야? ……하기야 자네 소리

를 들으니 기분은 좋잖다. 좀 더 생각하겠다. 가보게.
기자: (일어나 문 쪽으로 가며) 자기들 좋아라 벌려 놓은 춤

판에 끌려 들어가 꼭두각시놀음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
까?

서일: 자네 조상 중에 상 타려고 환장하다 죽은 사람이 있나?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가 보라구. 내가 동정이나 청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별 걱정 다 하네.

기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기자가 나간다.
서일: (관객에게) 저 기자 놈이 온 목적이 뭡니까? 축하한다

고 하더니…… 어쩌구저쩌구 내 인생을 묻고…… 동정
이 어떻고…… 참 웃기는 놈 아닙니까? 내가 오백만 원 
탄다는데 자기가 뭔데…….

<중략>
대광: 대문짝만한 기사다.
서일 :㉣……서일 씨…… 수상 거부…… 예술계 충격……이게 

무슨 말이야?
대광: 난리가 났어. 아침부터 나한테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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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격찬이야. 네가 양심적인 예술가래. 지조 있는 
원로 예술가래.

서일: 나, 참! 이것들이 제멋대로…… 야, 이건 또 뭐야? 왜 대
광이 네 이름이 났니?

대광: 읽어 봐. 어젯밤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기에 한마디 했
다.

서일: ……“가식 없는 예술가…… 양심과 결백, 그리고 명예를 
생명으로 아는…… 어쩌고저쩌고…… 연기력에는 한계
가 있어. 주목을 못 받지만…… 예술을 위해 최선을 다
하는 존경하는 내 친구”……. 뭐야? 야, 뭣이 어째? 연
기력에는 한계가 있다구?

대광: 문장은 전체를 보고 평하는 거야. 널 위해 한 말이다. 
야, 너 멋있다. 네게 그런 용기가 있을 줄 몰랐다. 십 
년 앓던 변비가 탁 터져 설사를 하는 기분이다.

서일: 그 기자라는 놈…… 내가 언제…….
대광: 무슨 소리야, 그 기자한테 감사해야지. 우리 이름이 언

제 신문에 나와? 난 일생 처음이다. 네 덕분이긴 하지
만.

서일: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아니야.
대광: ㉤아니고 뭐고 넌 영웅이 됐어. 덕택에 우리도 기분이 

좋고 나를 듯한 기분이다. 넌 우릴 기쁘게 했어.
서일: 우리? 우리가 뭐야?
대광: 몰라서 묻니? 족벌 정치에 밀려 우울하게 살아온 우리 

말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오늘 저녁 시간 좀 내라. 
우리들 평창동 쌀쌀이 집에서 모이기로 했다. 자네 용
기와 정의감을 위해 한잔하기로 했어.

- 이근삼,「어떤 노배우의 마지막 연기」-

40. 위 글에 등장하는 인물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
은 것은?

① 기자는 자기 의도대로 일을 진행시키려는 저의를 가지
고 서일에게 접근하고 있다.

② 서일은 자신을 이해해 주는 점 때문에 기자에게 직접
적인 불만을 감추고 있다.

③ 서일은 돌아가는 사태에 어리둥절해하며 대광에게 궁
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④ 대광은 자기중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면서 친구인 서
일을 칭찬하고 있다.

⑤ 대광은 자신 같은 소외된 배우들의 명예를 살려 주었
다고 생각하며 기자를 두둔하고 있다.

41. ㉠~㉤과 관련하여 공연 제작 회의에서 나온 의견으로 적절한 것은?
① ㉠: 상의 가치가 너무 커서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다는 

듯한 상기된 표정으로 말해야 합니다.
② ㉡: 기자를 신뢰하지 않고 있으므로 무성의하게 말해야 

합니다.
③ ㉢: 상대의 행운을 가로막는 말이므로 가슴 아파하는 

표정으로 대사를 해야 합니다.
④ ㉣: 이미 예상한 일이지만 일부러 놀라는 척하는 태도

가 관객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⑤ ㉤: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표정과 목

소리로 연기해야 합니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 평론가 인터뷰
이근삼은 풍자와 해학, 패러디 등을 통해 사회 부조리와 

현대인의 위선적인 삶을 예리하게 파헤치는 작품을 지속
적으로 발표하였으며, 특히 전통적인‘극적 연극’형식과는 
다른‘서사극’형식을 도입하여 연극의 새로운 재미를 추구
해 온 작가입니다. 이 작품도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 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연극 이론
극적 연극은 무대 위의 모든 사건과 인물이 현실 그대로라

는 것을 강조하지만, 서사극은 이런 무대 관습을 거부한다. 
서사극은 현실과 극중 상황을 분리하여 관객을 관찰자로 만
든다. 관객에게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연극’일 뿐이
다. 서사극에서는 그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낯설게하
기’의 기법을 활용하여, 일부러 무대 장치를 노출하기도 하고 
배우가 관객에게 극중 상황을 설명하기도 한다.

① 관객들은 서일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현실 그
대로라고 여기겠군.

② 관객들은 연극을 관람하며 현실 상황과 극중 상황을 
분리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게 되겠군.

③ 서일이 관객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것은 전통적 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연극적 시도로 볼 수가 있겠군.

④ 관객들은 기자에 대한 서일의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연극과는 다른 낯선 느낌을 받을 수 있겠군.

⑤ 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화하는 장면에는 정당한 평가
가 부재한 세태를 풍자하는 작가의 비판적 태도가 드
러나 있다고 볼 수 있겠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새로운 약물이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은 간단한 일처
럼 보인다. 의사가 환자에게 투약하여 환자가 건강해지면 약물
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약물의 효과를 판단
하는 일이 이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약물 효과의 판
정은 근대 의학의 과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류에 속한다. 
왜냐하면 이 판정에는 폭넓은 학식과 창의성, 세심함, 통찰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약효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여러 가지 요인
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이런 요인 중 하나가 대부분의 환자가 약물을 복용하든 안 
하든 언젠가는 회복한다는 사실이다. 결국 질병의 치유가 약물
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 치유력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에 안심하는 심리
적 효과, 즉 플라세보 효과 때문에 병이 낫는 경우도 많다. 그
리고 ㉠같은 약물이라도 인간과 동물에게 작용하는 방법이 다
를 수 있으므로 동물 실험 결과를 그대로 인간에게 적용할 수
는 없는 일이다. ㉡인간의 경우도 사람에 따라 반응 방법이 다
르므로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만으로는 충분하
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약이 병만 고치고 환자에게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신약 평가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문제는 안전성
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약 평가의 제1단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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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동물 실험을 실시한다. 실험동물은 안전성이나 약효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얻기 위하여 먼저 두 그룹으로 나뉜다. 제
1군에는 치사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조사하기 위해 다량의 약물
을 투여한다. 그리고 제2군에는 인간에 대한 치유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투약하고, 장기간 투약의 부작용을 밝
히기 위해 몇 개월에 걸쳐 투약하며 관찰을 계속한다. 이 동물 
실험에서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체중 증감, 운동의 변화, 피부 
발진의 유무 등을 관찰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험동물을 해
부하여 조직이나 장기가 약물에 의해 침해되지 않았는지를 정
밀하게 조사한다.

[A][동물 실험을 통해 신약의 안전성과 약효가 증명되면 신
약 연구자들은 비로소 사람을 대상으로 신약을 실험하는 제2단
계로 넘어간다. 처음에는 소수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
하는데 극히 소량의 약물을 투여하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살펴보면서 투약량*을 늘려 나간다. 이 과정에 조금이
라도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그 시점에서 투약량을 다시 줄인
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토대로‘증상 반응 그래프’를 작성한
다. 이 초기 실험의 결과, 부작용 없이 유효량*을 투약할 수 있
다는 것이 밝혀지면 실험 대상을 늘려 실험을 계속한다. 이 단
계에서는 여전히 효과보다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투약량을 바
꾸면 효과 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나타내는‘용량 반
응 그래프’를 만든다.]

사람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면 약물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제3단계를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는 목표로 삼은 병의 치료에 
신약이 효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로 환자를 대상
으로 투약해 보는 임상 실험을 실시한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된 일련의 임상 실험이 어떤 의미를 갖
기 위해서는 단지 신약을 환자에게 투여해서 병이 나았다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병의 치유가 플라세보 효과 같은 심
리적 요인이나 환자의 자연 치유력보다 신약의 약리 작용에 의
한 것이라는 사실이 판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마지막 단계인 
제4단계에서는 이를 판명하기 위해 역설적이게도 위약(僞藥, 
플라세보)을 이용한다. 위약을 이용한 실험에는 병의 정도나 
체격이 되도록 비슷한 조건에 있는 두 그룹의 환자군을 활용한
다. 제1군(투약군)에게는 신약을, 제2군(대조군)에게는 신약처
럼 보이는 무해한 위약을 투여하고 두 그룹을 완전히 동등하게 
치료하여 그 결과를 비교한 후, 신약의 효과를 판정한다.

* 투약량: 약을 지어 주거나 쓰는 양.
* 유효량: 약리(藥理)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의 분량.

43. 위 글을 바탕으로 알 수 없는 것은?
① 플라세보는 신약의 약리 작용을 판명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② 신약의 약효와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간단하지가 

않다.
③ 일반적으로 자연 치유력보다 플라세보 효과가 치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④ 약효가 있어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약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⑤ 신약 평가에서는 동물 실험 결과가 인간에게 어느 정

도 통용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44. ㉠~㉢중, <보기>의ⓐ, ⓑ와 관련이 깊은 것끼리 바르게 연
결한 것은?

<보 기>
ⓐ 페니실린은 인간에 대해서는 독성이 매우 낮지

만 기니피그에게는 소량이라도 치명적이다.
ⓑ 심한 입덧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탈리도마

이드라는 약을 복용한 많은 임신부에게서 기형
아가 태어났다.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45.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학생들의 반응으
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① B의 양이 A의 양보다 많으면 적정한 투약량을 A에서 
B로 변경하겠군.

② 효과를 고려할 때, 적정한 투약량을 B보다 높게 정하
지는 않겠군.

③ <증상 반응 그래프>를 작성한 후, <용량 반응 그래
프>를 작성했겠군.

④ 투약량을 A로 늘렸을 때, 실험 대상에게 이상 증세가 
발생했을 수 있겠군.

⑤ 실험 대상의 수는 <증상 반응 그래프>보다 <용량 반
응 그래프>를 만들 때 더 많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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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기>에 착안하여‘마을 도서관 운영 방안’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이끌어 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휴대전화기에 인터넷 서비스를 

융합해 출시 초기부터 소비자들의 폭발적 인기를 얻어 
냈다. 제조사들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새로 출시하는 제품들의 통화 품
질은 물론 멀티미디어의 기능, 속도, 화질, 용량, 터치
감, 디자인, 가격, A/S 등 많은 부분에서 더욱 높아진 
품질로 소비자의 선택을 이끌어 내고, 제품 홈페이지를 
구축해 제품 소개, 성능 업그레이드, 고객 행사 안내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기획해 스마트폰 품질 이
상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
조사들은 전화기 고유의 의사소통 기능을 넘어선 휴대
용 컴퓨터의 기능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며 정보 나눔, 
휴식 등 현대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착안점 
스마트폰 제조사 ≒ 마을 도서관 운영자

① 이용자들의 의견을 도서관 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이용자 소리함을 설치한다.

② 도서 열람, 대출 뿐만 아니라 독서 모임, 특강, 전시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③ 소모임 공간, 실내·외 휴식 공간 등을 마련해 독서 공
간과 더불어 생활 공간으로 운영한다.

④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책의 정보, 운영 프로그램 등
을 안내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꾀한다.

⑤ 독서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전문 교육 기관과 연계
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독서 지도사 과정을 운영한다.

2. <보기>는‘한복의 세계화’와 관련한 글의 일부이다.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몇 한복 디자이너들은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해외에

서도 통할 수 있는 한복을 개발하기 위한 ㉠ 노력이 이어
져 왔다.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다양한 한복 디자인이 나
왔고, 이를 접한 많은 외국인들은 ㉡ 기품 있는 우아함의 
한복의 아름다움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세계적 패
션 브랜드 회사에서도 한복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을 선보
이기도 했다.

㉢그런데 몇 년 사이 세계 각지로 수출된 한국 드라마의 
한류 열풍도 한복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첨병 역할을 ㉣
톡톡이 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는 한복 입기를 장
려하기 위해 각종 법령 및 기념일 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
고 있다. 특히 사극을 통해 비춰진 한복의 아름다운 멋과 한층 
편리해진 기능성은 해외 곳곳에서 호평 받고 있어 한복의 세계
화를 위한 초석이 놓였다고 할 수 있다.

① ㉠은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노력을 이어 왔
다’로 고친다.

② ㉡은 수식 관계가 어색하므로‘기품의 우아함의 한복’으
로 고친다.

③ ㉢은 문단 간의 접속 관계가 자연스럽지 않으므로‘또
한’으로 바꾼다.

④ ㉣은 단어의 맞춤법이 잘못되었으므로‘톡톡히’로 바꾼다.
⑤ ㉤은 문단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으므로 삭제한다.

3. <보기>의 조건을 고려하여 아래 사진전을 홍보하기 위한 광
고 문안을 만든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보도 사진의 특징을 드러낼 것.
�사진전 관람을 간접적으로 권유할 것.
�비유적 표현을 적절하게 활용할 것.

세계 보도 사진전에 다녀와서
오랜만에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나 함께‘세계 보도 사진전’을 

관람하였다. 세계 보도 사진전은 1955년에 시작됐으며 국제적
으로 권위를 갖는 보도 사진전 중의 하나이다. 보도를 위한 것
이기에 사실성이 매우 뛰어난 사진들이 많았다. 보도 사진이란 
사회나 자연 현상을 신문이나 잡지에 보도하려는 목적을 갖고 
찍은 사진이다. 나는 사진들을 보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
는 다양한 사건이나 현상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기자들은 
때로는 보도 사진을 이용해 부족한 기사문을 보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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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다 두껍다
① [동작] + [거리감] + [수직] [동작] + [거리감] + [수평]
② [동작] + [부피감] + [둘레] [동작] + [부피감] + [두께]
③ [상태] + [거리감] + [둘레] [상태] + [거리감] + [두께]
④ [상태] + [부피감] + [둘레] [상태] + [부피감] + [두께]
⑤ [상태] + [부피감] + [수직] [상태] + [부피감] + [수평]

그 중에서 나의 이목을 끈 것은 이탈리아의 기자가 찍
은 한 장의 사진이었다. 그 사진 속에는 케냐 북부 지역의 
가뭄으로 목숨을 잃은 기린이 강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진
이었다. 이 지역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우기에도 비가 거
의 내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 사진 속 기린의 죽음은 나에
게 환경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① 렌즈를 통해 본 세상 / 작지만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
한 곳 /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사진전에 오세요.

② 세계 곳곳의 현상 / 사진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 사
진 속 세상의 모습이 전하는 감동을 느껴 보세요.

③ 작가의 땀과 열정의 결정체 / 예술적 감흥이 넘쳐나는 
곳 / 이곳에서 예술 사진의 아름다움을 느껴 보세요.

④ 50년 넘게 담아 온 세상의 목소리 / 이제는 그 목소리
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 지금 바로 와서 체
험해 보세요.

⑤ 사진은 진실의 거울 / 생생한 현장의 사진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 사진이 전하는 세상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아요.

4. <보기>는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부여된 과제를 가장 적절하
게 해결한 것은?

<보 기>
선생님：두 단어의 의미 대립을 설명할 때 동원되

는 의미상 특질을 ‘의미 자질’이라고 불러
요. 쉬운 예로‘아버지’와‘어머니’라는 단어들
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아버지: [어버이] + [남성]
어머니: [어버이] + [여성]
이처럼 이 두 단어는 공통적으로 [어버이]이면서, 각

각 [남성]과 [여성]이라는 의미 자질이 대립되는 의미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물론‘아버지’와‘어머니’라는 단어
는 각기 또 다른 의미 자질들을 열거할 수 있겠지만 이 
두 단어의 의미를 대립시키기 위해서는 [어버이]라는 공
통적 자질 외에 [남성]과 [여성]이면 충분하죠.

‘의미 자질’을 잘 분석하면 헷갈리기 쉬운 단어를 
구별하는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자  그럼 각자 ‘굵다’
와‘두껍다’를 분석해 볼까요?

5. <보기1>를 참고하여 <보기2>를 탐구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1>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형태를 가진 형식 
형태소들을 이형태(異形態)라고 한다. 그중 음운론적 
이형태는 하나의 형태소가 다른 음운 환경에서 다른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격 조사‘이’와
‘가’는 동일한 문법형태소로서 기능을 하지만,‘이’는 앞 
음운이 자음일 경우에, ‘가’는 앞 음운이 모음일 경우
에 나타난다. 또 음운론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으로 
특정한 어간 뒤에서만 교체가 실행되는 형태론적 이형
태가 있다. 예를 들어‘먹었다’의 ‘-었’과 ‘하였다’의 ‘-
였’은 과거시제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형태는 다르다.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형태소는‘-었’이 기본형태인데 
특별히 ‘하’어간 뒤에서는‘-였’으로 바뀌는 것이다

<보 기2>
㉮ 상자를 들어 여기에 놓아라.
㉯ 화분을 받아 온실로 오너라.
㉰ 나는 책을 생일 선물로 받았다.
㉱ 은숙은 점심시간에 국수를 먹었다.

음운론적 이형태 관계
㉮의‘-어’와 ㉯의‘-아’…………… ①
㉰의‘는’과 ㉱의‘은’  ……………… ②
㉰의‘을’과 ㉱의‘를’  ……………… ③

형태론적 이형태 관계 ㉮의‘-아라’와 ㉯의‘-너라’……… ④
㉰의‘-았’과 ㉱의‘-었’ …………… ⑤

6.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걷기 붐, 실태와 의미’라는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한다. 자료 활용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신문 보도 내용
걷기 동호회가 결성되고, 걷기 관련 서적이 다수 출

판되고 있으며, ‘워킹 홀릭(walking holic：걷기 중독
증)’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올레길, 둘레길, 나들길 등 걷기 코스를 속속 개발하
고 있다.

(나) 통계 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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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자료
1. 환경 선진국 독일의 경우, 과거 걷기 붐이 녹색 

산업의 시발점이 되었다. 산책로와 숲 속 휴양
지를 조성하여 사람들을 자연으로 끌어들였다. 
자동차 생산과 차도(車道) 건설이 줄어드는 등 
산업 전반이 탄소 배출 산업에서 녹색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걷기’가 자연의 건강을 회복하는 한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 걷기로 인해 몸을 다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잘
못된 자세로 계속 걷다 보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발목, 무릎, 허리, 척추 등에 부
담을 줄 수 있다. 건강을 위한 올바른 걷기 방
법은 몸을 전체적으로 똑바로 펴고 발이 11자 
모양을 이루는 것이다.

① ‘(가)와 (나)－1, 2’를 활용하여 요즘 일고 있는 걷기 
붐을 언급하고 이를 건강 증진과 관련지어 논의할 필
요성을 제기해야겠어.

② ‘(가)와 (다)－1’을 활용하여 최근 걷기 붐에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더해지면 향후 녹색 산업 성장의 발
판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내야겠어.

③ ‘(나)－1과 (나)－2’를 활용하여 걷기에 대한 관심의 
증가가 건강의 증진과 관련될 수 있음을 제시해야겠
어.

④ ‘(나)－2와 (다)－1’을 활용하여 걷기 붐이 인간과 함
께 자연도 건강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해야
겠어.

⑤ ‘(나)－1과 (다)－2’를 활용하여 건강 증진을 배가하기 
위해 걷기 자세의 교정이 급선무임을 제시해야겠어.

7. ‘바람직한 진로 탐색 활동’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보기>와 
같이 개요를 작성했다. 개요에 대한 문제점과 수정 방안이 모
두 적절한 것은?

<보 기>
Ⅰ. 진로 탐색 활동의 필요성
  1. 자기 탐색과 자기 이해 기회 제공  ……………㉠
  2. 진로 의사결정 기술의 증진
  3.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증진………………………㉡
Ⅱ. 진로 탐색 활동의 결정 요인 ………………………㉢
  1.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부족
  2. 전문 진로 교육 담당 교사의 부족
  3. 경제성과 안정성만을 고려한 진로 선택
Ⅲ. 진로 탐색 활동의 개선 방안……………………… ㉣
  1. 표준화 심리 검사 등을 통한 자기 탐색의 기회 

제공
  2. 진로 교육 담당 교사의 인력 확충
Ⅳ. 진로 탐색 활동을 위한 안내서 개발·보급…… ㉤

문제점 수정 방안
① ㉠ 상위 항목과 관련성

이 떨어짐.
‘진로에 대한 올바른 가치
관 계발’로 바꾼다.

② ㉡ Ⅰ-2와 내용이 서로 
중복됨. 삭제한다.

③ ㉢ 하위 항목들을 포괄
하지 못함.

‘진로 탐색 활동의 활성화 
요인’으로 바꾼다.

④ ㉣
Ⅱ의 하위 항목과 대
응되도록 내용의 보
충이 필요함.

하위 항목으로‘소질과 적
성을 고려한 진로 선택 유
도’를 첨가한다.

⑤ ㉤ 글의 완결성이 떨어
짐.

‘진로 탐색 활동에 관한 
발상의 전환 촉구’로 바꾼
다.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암만 밝아도 쳐다볼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제금 저 달이 설움인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 김소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나) 스물 안팎 때는 / 먼 수풀이 온통 산발을 하고
어지럽게 흔들어
갈피를 못잡는 그리움에 살았다,
숨가쁜 나무여 사랑이여.
이제 마흔 가까운 / 손등이 앙상한 때는
나무들도 전부
㉠겨울나무 그것이 되어
잎사귀들을 떨어내고 부끄럼 없이
시원하게 벗을 것을 벗어버렸다.
비로소 나는 탕에 들어앉아 / 그것들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 기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음을
부우연 노을 속 한 경치로써
조금씩 확인할 따름이다.

- 박재삼, ‘겨울나무를 보며’
(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 더 열심히 말을 걸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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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열심히 귀기울이고 / 더 열심히 사랑할걸……
반벙어리처럼 /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아 /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 ㉡꽃봉오리인 것을!

- 정현종,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고백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②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③ 자연물을 통해 현실 극복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④ 역설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고뇌를 드러내고 있다.
⑤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에 의해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9.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김소월은『시혼』에서 ‘시혼’은 인간의 마음에 내재

하여 시를 쓰게 하는 영원불멸의 혼이라 하였다. 그에 
의하면 모든 존재에는 음영(陰影)*이 있다. 즉, 일상의 
산색(山色)이나 수면(水面)도 때에 따라 달리 보이게 
하는 음영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작가의 시혼은 느낌
이나 정서에 따라 달리 느껴지는 음영으로 작품에 표현
된다고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시혼은 깊은 슬픔을 겪
는 가운데 대상이나 현재의 처지에 대한 통찰을 얻거나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근원이라 하였다.

* 음영(陰影)：색조나 느낌 따위의 미묘한 차이에   
     의하여 드러나는 깊은 정취.

①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은, 화자로 하여금 대상
과의 재회를 확신하게 하므로 영원성을 지닌 ‘시혼’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② 매 연마다 반복되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는, 이별로 
인한 깊은 슬픔을 겪고 나서야 이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③ ‘달이 암만 밝아도 쳐다볼 줄을’몰랐던 화자가 ‘이제금’ 
깨닫게 된 것은, ‘산색(山色)’과 ‘수면(水面)’의 음영을 
보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군.

④ 1연의 ‘밤마다 돋는’ 일상의 달이 4연의 ‘설움’의 달로 
달리 인식되는 것은, ‘때에 따라 달리 보이게 하는 음
영’이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 있군.

⑤ ‘사무치게 그리’워하게 된 이별 후에야 달의 밝음을 알
게 된 것은 ‘깊은 슬픔을 겪는 가운데 현재의 처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는 것과 유사한 것이겠군.

1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 ㉡은 모두 부정적인 세계에 맞서려는 화자의 신

념을 드러낸다.
② ㉠에는 대상에 대한 안타까움이, ㉡에는 대상에 대한 

동경이 담겨 있다.
③ ㉠에는 화자의 현재의 모습이, ㉡에는 화자가 깨달은 

삶의 의미가 투영되어 있다.
④ ㉠은 대상에 대한 친밀감이, ㉡은 대상에 대한 우회적 

비판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⑤ ㉠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은 시련 극

복을 통한 성취감을 상징한다.
11. <보기>를 참조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

은 것은?
<보 기>

시에서의 시간의 양상은 시인이 가진 의식의 양상
을 보여 준다. 시간에는 시인의 삶이 담겨 있고 시인
은 이것을 시어에 담아낸다. 따라서 시어에는 한 시인
이 시간을 통과하며 겪어 낸 정신 세계의 골격이 담겨 
있다. 때문에 시어의 비유적 의미의 탐색은 시인이 겪
어 낸 시간의 의미에 대한 탐색과도 연계된다.

① ‘온통 산발’을 한 ‘먼 수풀’은 격정의 시기를 거치던 화
자의 젊은 시절을 환기시키는 비유적 표현이군.

② ‘숨가쁜 나무’는 과거와 현재가 중첩된 모습으로 화자
가 현재의 삶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고뇌가 담겨 있군.

③ ‘잎사귀들을 떨어내고 부끄럼 없이 / 시원하게 벗’은 
나무는 젊은 시절의 고뇌를 털어 낸 중년의 홀가분함
을 의미하는군.

④ ‘탕에 들어앉아’는 ‘손을 흔들며 / 기쁘게 다가오고 있
는 것 같음’과 연계되어 현재의 시간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를 보여 주는군.

⑤ ‘부우연 노을’은 저녁 무렵이라는 일상적 현재 시간이
자, 젊음을 보내고 중년이 된 화자의 현재 나이를 암
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류는 100억 광년이나 떨어진 천체도 볼 수 있을 정도
로 우주의 아주 먼 곳까지 내다보고 있다. 그에 비해 중심
까지의 거리가 고작 6,371km밖에 안 되는 지구 내부에 대
해 우리가 닿을 수 있는 손길은 아주 미약한 상태이다.

[A][현재까지 지구 내부를 탐사한 최대의 실적은 옛 소
련이 1989년 콜라 반도에서 지하 약 12km까지 구멍을 내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것을 들 수 있다. 과학
자들은 콜라 반도의 발트 순상지*에 구멍을 내면 약 4.7km
까지 변성 퇴적암층이 있고, 약 7km 정도까지는 화강암층
이 있으며, 그 아래에는 현무암층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
다. 하지만 실제는 아주 달랐다. 지하 10km까지 변성 퇴적
암층이 있었고, 그 아래부터 구멍을 낸 곳까지는 화강암층
이 뻗어 있었던 것이다. 이 탐사를 통해 과학자들은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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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내부에 대해 유추한 내용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
었고, 새롭게 발견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여러 지구과학 이
론들을 수정해야만 했다.]

콜라 반도에서 실시한 탐사는 과학자들에게 지구 내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
다. 하지만 그것은 지구 내부의 극히 일부분을 들여다본 것
에 불과한 것으로 지구 내부를 온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구 중심부까지 들어가 탐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03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 대학의 데이비드 스티븐슨 교수는 지
구 중심부로 가는 대담한 방법을 고안해 냈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히로시마에 투하한 것보다 적어도 1백 
배에서 1천 배의 폭발력을 지닌 원자 폭탄을 터트려 지구의 
가장 바깥 부분인 단단한 지각에 틈을 낸다. 지구에 틈이 
생기자마자 최소 10만t 이상의 어마어마한 액체 철을 그 틈
으로 부어 넣는다. 액체 철을 집어넣는 이유는 액체 철이 
지구 내부에 있는 암석보다 밀도가 높아 암석에 난 틈 사이
로 흘러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액체 철은 
중력에 의해 지구 내부에 있는 틈 사이를 계속 벌리면서 지
구 중심부로 내려갈 수 있게 된다. 액체 철이 틈을 벌리면
서 지나간 부분은 지구 내부의 압력으로 인해 그 균열이 곧 
메워져 흔적만 남게 된다. 액체 철 속에는 지구 내부의 초
고온 상태에도 견딜 수 있는 재킷의 보호를 받는 포도송이
만 한 탐사 장비도 함께 집어넣게 된다. 이 탐사 장비는 지
구 중심부로 내려가면서 지구 내부의 온도, 압력, 물질의 조
성 등에 대한 자료들을 시시각각 전송해 주게 된다. 스티븐
슨 교수의 계산에 따르면, 이렇게 내려보낸 탐사 장비는 속
도가 상당히 빨라 지구 중심부에 이르는 데 일주일밖에 걸
리지 않는다고 한다.

만약 스티븐슨 교수가 고안한 방법이 실제로 성공한다면 
인류가 궁금해하는 과학의 난제 중 하나가 풀리게 된다. 그
것은 지구 내부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작용하
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난제가 풀리면 지각을 움직이게 하
는 원인이 무엇인지, 지구는 초기에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지구가 어떻게 자기장을 가지는지, 수백 km 아래에서 어떻
게 지진이 일어나는지 등의 물음에 대한 해답도 찾을 수 있
게 된다.

아쉽게도 스티븐슨 교수가 제안한 방법이 실현될지는 아
직 알 수 없다. 스티븐슨 교수 스스로도 이론상으로는 가능
하지만 실제로 이 방법이 이른 시기에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고 말했다. 지각에 틈을 내는 것이나 그 많은 액체 철을 틈 
사이로 집어넣는 것, 초고온에도 견디는 재킷을 고안하는 
것 등 대부분의 작업이 오늘날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실
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탐사 방법들을 꾸준히 고안하고 있고, 지각을 쉽게 뚫
고 들어가는 기술과 탐사 장비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기
술 등 지구 내부 탐사를 위해 필요한 기술들이 다양한 방면
에서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구 내부를 알고자 
하는 인간의 오랜 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순상지(楯狀地)：선캄브리아대의 암석이 방패 모양으로 

지표에 넓게 분포하는 지역.

12. 위 글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지구 내부 탐사의 최대 실적
② 지구 내부 탐사의 목적과 의의
③ 지구 내부 탐사의 실현 가능성
④ 지구 내부 탐사에 필요한 기술
⑤ 지구 내부 탐사의 경제적인 방법

13. [A]를 읽고 난 후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약 7km까지 화강암층이었으므로 12km 아래부터는 현

무암층이 이어질 거야.
② 화강암층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아래에 반드시 현무

암층이 있을 것으로 보여.
③ 약 12km까지 구멍을 뚫은 것으로는 현무암층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겠어.
④ 현무암층이 없었던 것은 현무암의 상당 부분이 화강암

으로 변했기 때문이겠군.
⑤ 10km까지 변성 퇴적암층이었다면 그 아래에는 현무암

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겠군.
14. <보기>의 그림은 스티븐슨 교수의 지구 내부 탐사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① ⓐ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단한 지각을 뚫을 수 있을 만
큼 아주 강력한 폭발력이 필요하다.

② ⓐ에 액체 철을 넣는 이유는 액체 철이 지구 내부에 
있는 암석보다 밀도가 높아 암석에 난 틈 사이로 흘러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③ ⓑ는 액체 철이 지나간 후 지구 내부의 압력으로 인해 
암석 사이의 틈이 다시 메워진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다.

④ ⓒ는 중력에 의해 지구 내부로 내려가게 되지만, 서서
히 고체화되면서 속도가 줄어들어 지구 중심부로 가는 
데 몇 주 이상이 소요된다.

⑤ 이 탐사 작업이 콜라 반도의 발트 순상지에서 이루어
진다면, ⓒ의 안에 있는 탐사 장비가 지하 11km 지점
을 지날 때는 화강암층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를 전
송할 것이다.

[15~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승무의 춤사위 각각에는 전반적인 상징이 부여되어 있다. 승
무의 표현은 사물들을 지시하고 사실들을 전달하는 재현과 모
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관념들이 각각의 춤사위에 
극대화되어 흐르도록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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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集〕사위는 정신을 한곳으로 모으는 동작으로 몸을 앞
으로 숙이고 장삼을 몸 앞으로 조용하게 모아서 앉는 형태이다. 
고깔 속에서 보일 듯 말 듯 살포시 내민 얼굴 속에는 인간의 번
뇌와 한이 느껴지는 듯하다. 또한 장삼을 통한 이미지는 수직선
으로 늘어져 엄숙하고 차분한 내면의 아름다움이 배어 있어 전
체적으로 정적인 느낌을 준다. 모음의 춤사위에는 외면적으로 자
신의 마음을 낮춘다는 하심(下心)의 뜻이 담겨 있다. 하심은 자
신을 겸양하면서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의 표시이다. 내면
적으로는 자신의 번뇌·망상을 타파하여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인간의 숭고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지를 나타낸다.

뿌림사위는 양팔로 장삼을 뿌리치는 동작이다. 장삼을 위로 
뿌리는 수직 뿌림사위는 마치 한과 슬픔과 기쁨을 하늘로 마음
껏 뿌림으로써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자 하는 강렬한 인간적 욕
구가 잘 나타나 있는 사위이다. 반면에 수평은 고요하고 수동
적이며 침착하고 안정감을 준다. 옆으로 뿌림사위나 앞으로 뿌
림사위 등이 이 수평을 표현하는 춤사위이다.

휘감는 사위는 동체를 중심으로 장삼을 한 손씩 엇갈려 돌
리는 동작으로 곡선의 미가 주조를 이루는 춤사위이다. 곡선은 
흥분, 고요, 위엄, 분노 등 인간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며, 이는 언어적 의미 외에 선 자체가 내포하는 상징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휘감는 사위에서 표출되는 자연적인 곡선은 자
유롭고 율동적이며 유동적인 연속성을 나타냄으로써 최고의 표
현력을 발산한다. 춤사위는 여성적인 느낌을 가지며 동적이고 
유순하고 부드럽지만, 지나치게 강조되면 명확성이 없어져서 
혼돈과 무질서의 느낌을 주기도 한다. 승무의 휘감는 사위는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예상치 않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정신적 정화를 경험하게 하기도 한다.

활개펴기는 날개를 펴듯 양손을 힘차게 올렸다가 내리는 동
작의 춤사위로 매우 활달하고 힘이 넘치는 느낌을 준다. 활개
펴기의 내면적 이미지는 현실의 억압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
로 향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과 가능성의 모티브를 제공해 준
다. 그래서 활개펴기는 삶의 혼돈과 심한 내적 갈등으로 인해 
가슴 속 깊이 맺힌 감정을 풀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인간의 
한을 풀어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활개펴기
가 표출해 내고자 하는 것이다.

15. 위 글의 서술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① 대상의 변화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한다.
② 대상이 보이는 현상의 원인을 규명한다.
③ 대상을 분류하고 특징을 각각 설명한다.
④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여 대상의 의의를 강조한다.
⑤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낸다.

16. 위 글과 <보기>를 읽고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우리 춤은 하체 동작에 비해 상체 동작이 서술적 
기능을 수행하는 빈도가 높다. 또한 개성을 표면에 직
접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유장하고 아름다운 율동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무기교적 기교의 극치를 이룬다.

우리 춤이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힘을 이용하여 흥과 한이 어우러져 죄고 푸는, 긴장과 이완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원리를 정중동(靜中動)이라 한다.

① 승무의 춤사위가 어우러져 긴장과 이완의 느낌을 줄 수 
있겠군.

② 승무에서는 직선과 곡선을 통해 내면의 흥과 한을 표
출할 수 있겠군.

③ 승무에서는 아름다운 율동을 통해 정신적인 관념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군.

④ 유장하고 아름다운 우리 춤의 특징이 장삼이 그리는 
이미지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겠군.

⑤ 상체 동작은 동적인 느낌을, 하체 동작은 정적인 느낌
을 만들어 승무의 정중동을 실현하는군.

17. <보기>의 ㉮~㉱에 들어갈 춤사위의 연결이 적절한 것은?
<보 기>

정적인 느낌을 준다. →㉮
연속적인 곡선의 미가 주를 이룬다. →㉯
침착한 안정감을 표현한다. →㉰
새로운 세계를 향한 강한 욕구를 표현한다. →㉱

㉮ ㉯ ㉰ ㉱
① 모음사위 활개펴기 수직 

뿌림사위
휘감는 
사위

② 모음사위 휘감는 
사위

수평 
뿌림사위 활개펴기

③ 수평 
뿌림사위 모음사위 휘감는 

사위
수직 

뿌림사위
④ 수평 

뿌림사위
수평 

뿌림사위
휘감는 
사위 활개펴기

⑤ 활개펴기 모음사위 수직 
뿌림사위

휘감는 
사위

18. ㉠을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개선(改善)시키는      ② 발달(發達)시키는
③ 승화(昇華)시키는      ④ 진전(進展)시키는
⑤ 함양(涵養{)시키는

[19-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말씀 미친 소리인가 저 화상을 구경하세.
남촌 한량 개똥이는 부모 덕분에 편히 놀고
호의호식(好衣好食)하지만, 무식하고 미련하고 소견머리 없어,
눈은 높고 손은 크며 한없이 주제넘어
철 따라 옷을 해 입어 남의 눈만 위하는구나. <중략>
자기가 무식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어진 사람을 미워하며,
후하게 해야 할 곳에는 야박하여 한 푼을 주는 데도 아까워하고
박하게 해도 되는 곳에는 후덕하여 수백 냥을 낭비한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하니 줏대 없는 ㉠소인들이 비위 
맞추느라 배가 고플 지경이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남의 잘못된 말도 따지지 않고,
친구들하고는 잘 지내지만 제 친척들과는 화목하지 못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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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해칠 일은 모두 하고 인삼 녹용으로 몸보신하기와,
주색잡기를 모두 하여 한없이 돈을 함부로 쓰네.
부모와 조상은 아주 잊어버리고 계집자식과 재물만 좋아하며,
일가친척 구박하고 제 할 도리는 나중 일이요, 남의 흉만 잡아

낸다.
㉡자기 행동은 개차반이면서 경계판*을 짊어지고 다니며,
없는 말도 지어 내고 시비에 앞장을 선다.

- 작자미상, ‘우부가(愚夫歌)’
(나)
[A][홀로 빈 언덕에 서 있는 늙은 가지 길기도 하여라. 獨立空原老幹長
하늘이 특이한 물건을 냈으니 어찌 평범하겠는가.      天生異物豈尋常]
[B][고운 자태를 가지고 어찌 도리화*와 다투겠는가.   寧將艶態爭桃李
다만 곧은 마음 보존하여 눈서리를 업신여기네.        但保貞心傲雪霜]
[C][추운 날씨인들 어찌 천 년의 푸름을 바꾸겠는가.   寒色肯移千載翠
성긴 그늘이지만 사시의 서늘함을 변치 않네.          疏陰不變四時겆]
[D][재목이 커서 끝내 쓰이기 어렵다고 말하지 마오.  莫言材大終難用
일찍이 명당에 들어가 동량이 되었다네.       曾入明堂作棟樑]

- 유방선, ‘늙은 잣나무[古栢]’
(다)

㉢저 교활한 거미는 그 종류가 너무 많다. 누가 그에게 저 
교활한 재주를 길러 주어 거미줄로 둥근 배를 채우게 했는가.

어떤 매미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 처량한 소리를 지르
길래 내가 듣다 못하여 매미를 날아가도록 풀어 주었다. 그
때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나를 나무라면서,

“거미나 매미는 ㉣다 같이 하찮은 미물들일세. 거미가 그
대에게 어떤 해를 끼쳤으며, 매미는 또 그대에게 어떤 이익
을 주었기에 매미를 살려 주어 거미를 굶겨 죽이려 드는가? 
살아간 매미는 자네를 고맙게 여길지라도 먹이를 빼앗긴 거
미는 반드시 억울하게 생각할 것이니, 그렇다면 매미를 놓아 
보낸 일을 두고 누가 자네를 어질다고 여기겠는가?”

하였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얼굴을 찡그리며 대
답조차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얼마 후 그의 이러한 의심을 
풀어 주기 위하여,

“거미란 놈의 성질은 본래부터 욕심이 많고 매미란 놈은 
욕심이 적고 자질이 깨끗하네. 항상 배가 부르기만을 바라는 
거미의 욕구는 만족하기 어렵지만 이슬만 마시고도 만족해 
하는 저 매미를 두고 욕심이 있다 할 수 있을까? 저 탐욕스
러운 거미가 이러한 매미를 위협하는 것을 나는 차마 볼 수 
없기 때문에 매미를 구해 주었을 뿐이네.”

하였다. 가늘디가는 실로 그물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이
루(離婁)*같은 밝은 눈을 가진 이도 알아보기 어려운데, 하
물며 이 ㉤어리석은 매미가 어떻게 그것을 살필 수 있겠는
가? 어디로 날아가려던 참에 그만 거미줄에 걸려 매미는 날
개를 움직일수록 더욱더 얽히기만 하였다.

제 이익에 급급한 저 쉬파리 같은 무리들은 온갖 냄새를 
따라다니면서 비린내 나는 음식만 찾으려 한다. 나비 역시 
향기 나는 것을 구하려고 바람을 따라 바쁘게 오르내리고 있
다. 그러다가 그물에 걸린들 그들이야 누구를 원망하랴. 탐욕
스러운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이와 달리 저 매미는 원
래 남과 잘 다투는 일이 없었는데도 이런 악독한 거미줄에 
걸렸다. 나는 매미 몸에 뒤얽힌 거미줄을 풀어 주면서 다음
과 같이 간곡한 말로 당부하였다.

“우선 울창한 숲을 찾아서 가거라. 그리고 깨끗한 곳을 골
라 자리를 잡되 자주 나다니지 말아라. 탐욕스러운 거미들이 

너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네. 그렇다고 같은 곳에서만 너무 
오래 있지는 말아야 한다. 버마재비란 놈이 뒤에서 너를 노
리고 있으니 말이네. 너는 너의 거취를 조심한 다음이라야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걸세.”

- 이규보,‘방선부(放蟬賦)’
* 경계판: 잘못을 깨우치는 말이 적힌 나무판.
* 도리화(桃李花): 복숭아꽃과 자두꽃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이루(離婁): 중국 고대의 전설상의 인물. 백 보 떨어진 곳에

서도 털끝을 볼 만큼 시력이 뛰어났다고 함.

19.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특정 대상을 통해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다.
② 자연과 인간을 대조하여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③ 감각적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④ 대상의 범위를 점층적으로 확대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과거 지향의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20. ㉠~㉤을 통해 대상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추리한 것으로 적
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인’은 도량이 좁고 간사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므

로, 화자가 개똥이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 비판적 시
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② ㉡:‘개차반’은 언행이 몹시 더러운 사람을 속되게 일컫
는 말이므로, 화자가 개똥이의 언행에 대해 못마땅하
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③ ㉢:‘교활한’이 거미를 수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글쓴
이가 거미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④ ㉣ :‘다같이 하찮은 미물’은 거미나 매미에 대한 어떤 
사람의 평가로, 그는 두 대상에 대해 똑같이 보잘것없
는 존재라고 보고 있군.

⑤ ㉤:‘어리석은’은‘매미’를 수식하고 있는데, 이는 어리석음
으로 인해 거미줄에 걸린 매미를 비판하는 것이로군.

21.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할 때, <보기>의 빈칸에 들
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우부가’작품 전체에는 세 명의 양반이 등장하는데 (가)

에는 개똥이만 등장한다. 개똥이의 경우 부모덕에 호의호
식하는 유복한 집안 출신이며, 꼼 생원 역시 상당히 넉넉
한 축에 속한다. 꾕 생원은 경제적으로 철저히 몰락하여 
남에게 빌붙어 살아가는 양반이다. 그렇지만 세 인물 모두 
타락한 생활을 일삼다 재산을 탕진하고 끝내는 처참한 말
로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인물의 삶이 매우 구체적이면서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사회에서 이러
한 인물들을 쉽게 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우부가’가 개인의 윤리성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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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간과 사회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현실을 비꼬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타락한 인물을 많이 만들어 내는 부조리한 사회를 비
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봉건적 윤리 규범의 부정적인 양상을 반어적으로 풍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비판 의식의 부재로 인해 당대가 매우 혼란한 사회였
음을 꼬집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새로운 윤리 규범을 구
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2. (나)의 [A]~[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에서는 설의법을 통해 대상의 특별함을 강조하고 

있다.
② [B]에서는‘도리화’와 견주어 대상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③ [C]에서는 역설법을 통해 대상이 지닌 정신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④ [D]에서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의 긍정

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D]에서는 [A]~[C]에서 열거된 대상의 장점을 바탕

으로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23. (다)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는‘매미’의 처신에 대해 충고하고 있어.
② ‘나’는‘매미’가 욕심이 없고 남과 잘 다투지 않는다고 

말하는군.
③ ‘나’는‘쉬파리’와‘나비’가 제 이익에 급급한 존재라고 생

각하는군.
④ ‘버마재비’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을 해치는 존재

로 나타나 있군.
⑤ ‘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이루’처럼 밝은 눈을 지

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북유럽의 바이킹(Viking)족이나 그 이전의 사람들이 아메
리카 쪽으로 찾아간 것은 언제일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학자
들은 수십 년 동안 논쟁을 벌였다. 집터, 비석을 비롯해 바이
킹 족의 것으로 ㉠보이는 증거물들이 아메리카의 도처에서 
발견되었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룬 
석판’*도 위조된 것이라 ㉡보았다.

ⓐ브레다는 석판에 새겨진 비문을 해독해 낸 바 있는데, 
거기에는“우리 8명의 고트족과 22명의 노르트만족 일행은 빈
란드에서 서쪽으로 탐사 여행을 하는 중이다. <중략>

- 서기 1362년”이라고 적혀 있다. 여기서 고트족은 스웨덴
의 섬 고틀란드 사람들을, 노르트만족은 노르웨이에서 살던 
종족을, 빈란드는 뉴펀들랜드의 바이킹 주거지를 가리키는 것
으로 본다.

ⓑ일부 학자들은 비문에 스웨덴어와 노르웨이어가 섞여 있
을 뿐 아니라 라틴어*로 보충되어 있고 또한 14세기의 것으
로 ㉢보기에는 탐험에 관한 묘사가 지나치게 현대적이라는 
점, 탐사대가 국적이 서로 다른 선원들로 구성된 점 등을 들
어 룬 비문은 위조된 것이라 보았다.

몇 년 뒤 ⓒ홀란드와 퍼녹스는 비석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
하기 위해 애를 썼다. 그들은 1362년 시점에 여러 문자가 쓰
이고 라틴어 문자도 사용된 것은 당연하다고 ㉣보았다. 그 이
유로 스칸디나비아의 룬 문자*가 라틴어에서 분리되어 나온 
말이라는 점을 들었다. 15세기의 콜럼버스보다 앞서 아메리카
와 유럽 사이에 문화적 교류가 있었다는 최근 아메리카와 스
칸디나비아 연구자들의 주장은 룬 석판을 위조품이라 생각하
는 학자들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어 놓았다. 지질학자 ⓓ 월터
는 그간 소홀히 다뤄진 부분에 주목하여 벼락 맞은 석판의 흔
적을 19세기에 만들어진 다른 비석과 비교하거나 전자 현미
경으로 문자를 살펴보고 산화물 잔재를 가지고 연대를 추정해 
본 결과 14세기의 것이라는 결론을 냈다.

이렇게 룬 석판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아메리카의 발견에 
쟁점이 되었던 다른 유물들도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되었다. 많
은 유물들이 바이킹족이 아메리카를 찾았던 사실을 ㉤보여 
주고 있음에도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으나 뉴욕 북동
부에서 발견된 화강암 석판인 ㉮17세기의 본 스톤*에서도 룬 
석판과 마찬가지로 오래 전의 라틴어 문자가 나오고 있기에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호기심 많은 학자들은 더 나아가 바이킹 이전에 아메리카
를 찾아낸 사람은 없을까 연구했는데 한 예로 1970년대 고대 
셈족 언어의 전문가인 미국의 ⓔ고든 교수는 이미 수천 년 
전의 고대 민족들이 아메리카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본 스
톤에 적힌 룬 문자는 고대 페니키아인들의 연대기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해 볼 때, 선사시대
에 이미 바다를 건너 대륙 간에 접촉이 이루어졌음을 상상하
는 것은 어렵지 않다. 몇몇 유물들이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놓
고 있는 것이다.

*룬(Rune) 석판_ 1898년에 스웨덴을 떠나 미국에 정착한 
한 농부에 의해 발견된, 룬 문자가 기록된 석판.
*라틴(Latin)어_ 옛 로마에서부터 쓰였던 언어로, 이후 프랑스 

등 유럽 전역에 퍼져 쓰인 언어.
*룬(Rune) 문자_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게르만족이 

3~17세기까지 사용한 문자 체계.
*본 스톤(Bourne Stone) _ 미국 메사추세츠에서 발견된 17세

기 경의 화강암 석판.

24. <보기>를 참조할 때, 위 글에 나타난‘고고학적 연구’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은?

<보 기>
대륙A(북유럽)  (이동)→  대륙B(아메리카)

① 대륙A→B로 이동하여 처음으로 접촉한 시기 규명하기
② 대륙A→B로 대륙A의 유물을 직접 운송했는지 근거 찾기
③ 대륙A의 사람들이 대륙B에 가서 남긴 유물들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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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륙B에서 발견된 유물의 정확한 연대 추정하기
⑤ 대륙B에서 발견된 유물을 비슷한 특성의 다른 유물과 

비교하여 시기 추정하기
25. ⓐ~ⓔ의 관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유물에 적힌 문자를 해독함으로써 ⓒ의 연구에 기
초 자료를 제공해 준 셈이다.

② ⓑ : 시기상으로 14세기경에는 여러 언어들이 함께 나
타날 수 있음을 근거로 들어 ⓐ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
했다.

③ ⓒ : 언어학적인 근거를 들어 ⓑ의 견해에 이견을 제기
했다.

④ ⓓ : 과학적인 도구를 이용한 연구로 ⓒ의 견해에 힘을 
실어 주었다.

⑤ ⓔ : 이동 시기를 소급하는 연구로 고대에도 대륙 간 
이동이 있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26. ㉮와 <보기>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고구려 토기는 고구려의 기원지인 압록강 중류 
유역 외에 한강 유역 이남에서도 출토된다. 이는 고
구려의 영역 확대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토기 가운데서
도 고구려 토기의 특징과 형태를 가진 토기들이 한
강 유역 이남에서 출토되기도 한다.

① ㉮와 <보기> 모두 산지(출토지)가 다르면 유물의 특
성도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준다.

② ㉮와 <보기> 모두 후대의 유물에도 앞 시기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③ ㉮와 <보기> 모두 유사한 유물이라도 개별적 특성은 
다름을 알려 준다.

④ ㉮와 달리 <보기>는 다른 유물이라면 다른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됨을 말해 준다.

⑤ <보기>와 달리 ㉮는 문헌상의 기록이 아니라 실제 발
굴이 되었느냐가 중요함을 보여 준다.

27. ㉠~㉤과 가장 가까운 뜻을 가진 단어는?
① ㉠ : 내일 기상 상태를 예측(豫測)해 보았다.
② ㉡ : 우리의 추측(推測)이 빗나갔다.
③ ㉢ : 그의 행방을 탐색(探索)했다.
④ ㉣ : 나는 그 사실이 맞다고 시인(是認)했다.
⑤ ㉤ : 자료를 찾아 사실을 증명(證明)했다.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적 연금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국가가 노령(또는 장
애)으로 인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소득을 보
장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
드시 사회 보험 방식의 공적 연금 제도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스스로 준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
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공공 부조* 방식으로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왜 국가가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 제도를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일까?

연금 보험은 민간 시장에서 성립될 수 있는 수요와 공급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실제 민영 연금 시장의 규모 
역시 작지 않다. 하지만 공적 연금 없이 민영 연금만 있으면 
역선택,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역선택은 
위험도가 낮아 보험 회사에 이로운 사람들은 보험 가입을 꺼
리고 위험도가 높아 보험 회사에 이롭지 않은 사람들은 보험 
가입을 많이 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연금 보험의 경우도 노
후 생활의 안정성과 관련해 위험도가 낮은 사람들은 보험 가
입을 꺼리는 반면,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은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역선택 현상이 나타나면 보험료 수입은 
줄고 연금 급여액은 증가되어 보험료 인상이 초래된다. 소득
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강제 가입을 시켜 보험료를 징수하
는 공적 연금 제도는 이러한 역선택의 문제를 없앨 수 있다.

공적 연금 제도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줄이는 방법도 될 
수 있다. 현대 복지 국가에서는 자신의 소득과 자산으로 기
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국민들을 위해 공공 부조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젊은 시
절에 버는 소득을 모두 써 버리고 노후에는 국가의 공공 부
조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 이
러한 도덕적 해이는 민영 연금을 통해 자신의 노후를 근면
하게 준비하는 선량한 국민들이 공공 부조의 혜택은 못 받
으면서 자신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도덕적 해이에 빠진 사람
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 막기 위
해서는 스스로 노후에 대비하도록 소득의 일부를 강제적으
로 적립하게 만드는 공적 연금이 필요하다.

공적 연금 제도는 소득 재분배를 통해 시장 경제가 초래하
는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수단이 된다. 민영 연금은 젊은 시절
에 납입하는 보험료와 노후에 받는 급여액의 액수가 비례하지
만, 공적 연금은 그 액수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이는 
공적 연금 제도가 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적게 납부한 사람이 
자신보다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런데 공적 연금 제도의 소득 재분배 효과는 동일한 세대뿐만 
아니라 세대 간에 걸쳐서도 나타난다. 이는 현 근로 세대로부
터 거두어들인 보험료를 노인 세대의 연금 급여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연금 재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국가는 강제력이 있는 징세권을 활용하여 보험료 수입을 
늘리거나 세대 간에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물가가 상승된 
만큼 공적 연금의 급여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공
적 연금은 민영 연금과 달리 물가 상승에 맞추어 연금의 실
질 가치를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공적 연금은 민영 연
금에 비해 관리 운영비가 적게 들어 그만큼 연금을 많이 줄 
수 있다. 공적 연금 제도가 현대 복지 국가에서 노후의 소득
을 보장하는 체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다.

*공공 부조_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국가의 책임 하
에 공비(公費) 부담으로 직접 금품을 제공하거나 무료 혜택
을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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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위 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적 연금 제도의 필요성
② 공적 연금과 민영 연금의 차이점
③ 공적 연금 제도의 종류와 그 특징
④ 공적 연금 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
⑤ 공적 연금과 민영 연금의 구성 요소

29.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들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 

51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경제 활동이 한창 왕성해야 할 30~40대 청장년
층이다. 이들 청장년층의 84.9%가 실직이나 휴
직, 사업 실패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제때 내
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혜택을 당장 받을 수 있는 건강 보험료는 납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민연금은 미납한 고소득 
체납자가 많아 누적 체납액이 2,200억 원에 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적 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2008년 공공 부조 방식의 기초 노령 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초 노령 연금 제도는 세금
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
은 하위 70%에게 보험료 징수 없이 연금을 지
급하는 제도이다.

① 기초 노령 연금 제도는 공적 연금 제도와 유사하게 세
대 간에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군.

② 30~40대 청장년층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
지 못하면 공적 연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어
려움이 있겠군.

③ 공공 부조 방식의 기초 노령 연금 제도는 도덕적 해이
를 일으켜 공적 연금의 보험료를 내지 않게 만드는 유
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군.

④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국민연금 미납자가 많은 사실은 
연금 보험이 민간 시장에서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을 충
분히 갖추고 있음을 반증하는군.

⑤ 건강 보험료는 납부하지만 국민연금은 미납한 고소득
자가 많다는 것은 연금 보험에 대한 역선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군.

30. 위 글을 읽고 <보기>의 이유를 추리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35세 남자가 55세 될 때까지 20년 동안 매월 20

만 원씩 내고 65세부터 85세까지 연금을 받는 것으
로 가정할 때, 민간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개인 
연금 총액은 2억 원을 넘지 않는 반면, 공적 연금 총
액은 3억 원을 상회할 수 있다.                     

                                  - �� 신문

① 공적 연금은 물가 상승에 맞추어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해 주기 때문이겠군.

② 민영 연금은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이겠군.

③ 공적 연금의 보험료 변화에 따라 민영 연금의 보험료
도 함께 변화하기 때문이겠군.

④ 민영 연금은 공적 연금에 비해 물가 상승에 따른 보험
료의 증가폭이 크기 때문이겠군.

⑤ 민영 연금이 급여 지출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기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경기도 장단군에 사는 김 주부에게 매화라
는 무남독녀가 있었다. 조정의 간신들이 김 주부의 도술을 두
려워하여 해치려고 하자 매화를 남장을 시켜 길거리에 두고 김 
주부 내외는 구월산으로 들어간다. 부모를 잃은 매화는 연안골 
성인동에 사는 조 병사 집 시비에게 발견되어 그 집 아들인 양
유와 함께 글공부를 하면서 행복하게 자란다.

이때에 양유 매화를 찾아 학당으로 돌아오매 매화 눈물 흔
적 있거늘 양유가 가로되,

“그대 어찌하여 먼저 왔으며 슬픈 기색이 있느뇨. 아마도 곡
절이 있도다. 오늘 사람들이 여자가 남복을 입었다 하니 그 일
로 그러한가 싶으니 그럼 여자가 분명한가?”하더라. 매화 흔연
히 웃으며 가로되,

“어린아이 부모를 생각하니 어찌 아니 슬프리요. 또 내 몸이 
여자면 여자로 밝히고 길쌈을 배울 것이지 남복을 입고 남을 
속이리요. 본디 골격이 연연하매 지각없는 사람들이 여자라 하
거니와, 일후 장성하여 골격이 웅장하면 장부 분명하올지라.”

하고 단정히 앉아 풍월을 읊으니 소리 웅장하여 호치(晧齒)
를 들어 옥반(玉盤)을 치는 듯 진시 남자의 소리 같은지라. 양
유 그 소리 들으며 남자가 분명하되 이향(異香)이 만당(滿堂)
하여 다만 매화의 태도를 보고 마음만 상할 따름일러라.

이때는 놀기 좋은 춘삼월이라. 춘풍을 못 이겨 양유 매화를 
데리고 경개(景槪)를 따라 놀더니 서로 풍월 지어 화답하매 매
화 양유 글을 받아 보니 하였으되,

양유선득춘(楊柳先得春) 양유는 먼저 봄빛을 얻었는데,
매화하불락(梅花何不樂) 매화는 어찌 즐겁지 아니하는고.
하였더라. 양유가 매화의 글을 받아 보니 하였으되,
ⓐ호접미지화(胡蝶未知花) 나비가 꽃을 알지 못하고,
원앙부득수(鴛鴦未得水) 원앙새가 물을 얻지 못하였도다.
하였거늘 이에 양유가 그 글을 받아 보고 크게 놀라 기뻐하

여 가로되,
“그대 행색이 다르기로 사랑하였더니 풍모가 정녕 여자로다. 

그러하면 백년해로 어떠하뇨.”
매화 고개를 숙이고 수색(愁色)이 만안하여 가로되,
“나는 과연 여자이거니와 그대는 사부(士夫)집 자제요, 나는 

유리걸식하는 사람이라. 어찌 부부 되기 바라리요. 낸들 양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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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르리요마는 피차 부모의 명이 없삽고 또한 예절을 행치 
못하면 문호에 욕이 되올 것이니 어찌 불효짓을 하리요. 부모
의 명을 받아 백년해로한다면 낸들 아니 좋으리까.”

양유 희색이 만안하여 가로되,
“그대 말이 당연하도다.”
마침 이때에 시비 옥란이 급히 와 여쭈오되,
“외당에 상객이 왔으매 생원님이 급히 찾나이다.”
양유 매화를 데리고 외당으로 들어가매 과연 상객이 있는지

라. 병사가 가로되,
“두 아이 상을 보라.”
한대 상객이 가로되,
“매화의 상을 보니 여자로소이다.”
병사가 가로되,
“그대 상을 잘못 보았도다. 어찌 여자라 하리요.”
상객이 가로되,
“여자가 남복을 입고 남을 속이려니와, 내 눈에 어찌 벗어나

리요.”
매화 무료하여 학당에 돌아가니라. 양유의 상을 보고 가로

되,
“내두(來頭)에 일국의 재상이 되었으되, 불쌍코 가련토다. 

나이 16세 되면 호식(虎食)할 상이오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
요.”

병사가 크게 놀라 가로되,
“어디서 미친놈이 상객이라 하고 왔도다.”
하인을 불러 쫓아내라 한대 상객 일어나 두 걸음에 인홀불

견(仞忽不見)*이거늘 실로 고이하여 살펴보니 상객 앉았던 자
리에 한 봉서 놓였거늘 즉시 개탁(開坼)*하니 하였으되,

‘양유와 매화로 부부 아니 되면 임진 3월 초삼일에 필연 호
식(虎食)하리라.’

하였더라. 병사 견필(見畢)에 대경하여 무수히 슬퍼하다가 
매화를 불러 가로되,

“너를 보고 여자라 하니 실로 고이하도다.”
하시고 무수히 슬퍼하시거늘 매화 두 번 절하고 가로되,
“소녀 어찌 기망欺\罔)*하오리까. 소녀 과연 여자로소이다. 

일찍 부모를 이별하옵고 일신을 감출 길 없사와 남복을 입고 
기망하였사오니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거늘 병사 크게 놀라며 또한 크게 기뻐하여 더욱 사랑하
여 가로되,

“오늘부터 내당에 들어가 출입치 말라.”
하시고 매화의 손을 이끌어 내당에 들어가 부인을 대하여 

가로되,
“매화는 여자라 하니 어찌 사랑치 아니하리요. 행실을 가르

치라.”
하거늘 최 씨 부인이 크게 기뻐하여 연연하더라. 이때 병사 

외당에 나가 양유를 불러 가로되,
“매화는 여자라 하니 일후는 매화로 더불어 한자리에 앉지 

말라.”
하신대 양유 어찌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리요.
차설이라. 매화는 여복을 입고 내당에 거처하고, 양유는 학

당에 있으매, 시서(詩書)에 뜻이 없고 다만 생각이 매화뿐이로
다. 월명사창(月明紗窓)*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탄식할 제,

“매화야 너는 무슨 일로 남복을 입고 나를 속였느냐. 부모의 
명이 지엄하시니 뉘로 하여금 공부하며 뉘로 하여금 노잔 말
가.”

이렇듯이 자탄할 제, 이때 ㉠최 씨 부인 양유의 계모라 매
화의 인물 탐하여 매일 사랑하시더니 제 상처한 남동생 있으매 
혼사할 뜻이 있어 모계(謀計)를 꾸미더라. 하루는 병사 내당에 
들어와 부인 최 씨를 대하여 가로되,

“전일 상객이 이러이러하니 내두 길흉을 어찌하리요. 매화는 
양유와 동갑이요, 인물이 비범하니 혼사함이 어떠하리이까."

부인이 변색하여 가로되,
“병사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양유는 사부 후계요, 

매화는 유리걸식하는 아이라, 근본도 아지 못하고 어찌 인물만 
탐하리까.”

병사 옳이 여겨 가로되,
“부인의 말씀이 옳도다. 일후에 장단골 가서 매화 근본을 알

리라.”
- 작자 미상,「매화전」-

*인홀불견 _ 보이다가 슬쩍 없어져 보이지 않음.
*개탁_ 봉한 편지나 서류를 뜯음.
*기망_ 그럴듯하게 속여 넘김.
*월명사창 _ 달이 밝게 비치는 규방의 창.

31 <보기>는 위 글의 사건 흐름을 정리한 것이다.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양유가 매화에 대해 의문을 품음 → B:양유가 매  

화에게 청혼함 → C:병사의 집에 상객이 찾아옴 → 
D:매화가 내당에 거처함 → E:최 씨 부인이 양유와  
 매화의 혼인을 반대함

① A : 양유는 매화가 자신에게 정체를 숨기는 이유에 대
해 의문을 품고 있다.

② B : 매화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양유의 청혼을 유
보하고 있다.

③ C : 상객은 병사에게 매화와 양유를 부부로 맺어 주기
를 권유하고 있다.

④ D : 양유는 매화를 볼 수 없는 상황에 몹시 안타까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⑤ E : 최 씨 부인은 매화의 근본을 내세워 혼인을 반대하
고 있다.

32 ⓐ의 작품 속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재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밝히고 있다.
② 주인공이 자신의 정체를 은근히 드러내고 있다.
③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④ 상대방에 대한 냉소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⑤ 상대방의 다음 행위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33 다음은 수업 시간에 적은 메모의 일부이다. 이를 참고해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전 소설의 일반적 특징과 유형
� 주제 : 권선징악
� 구성 : 주인공의 일대기 형식, 대부분 행복한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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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사건이 우연히 발생하거나 불가능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전기적, 비현실적)

� 인물 : 주로 평면적 인물, 선악의 대립 구도를 취함
� 고전 소설의 유형: 사회 소설, 애정(염정) 소설, 가정 

소설, 영웅·군담 소설, 풍자 소설, 우화 소설, 역사 소설
① 상객의 신이한 행동으로 보아 고전 소설의 전기적 측

면이 드러나 있군.
② 선악의 대립 구도 측면에서 보면 양유와 최 씨 부인의 

갈등이 드러나 있군.
③ 남녀 주인공인 매화와 양유의 사랑을 중심으로 보면 

애정 소설로 볼 수 있군.
④ 양유의 계모인 최 씨 부인이 혼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정 소설의 성격도 지니고 있겠군.
⑤ 고전 소설의 일반적 결말로 미루어 볼 때 매화는 고난

을 극복하고 결국 양유와 인연을 맺겠군.

34. 사건의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에 나타난 최 씨 부인의 태
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견강부회(牽强附會) ② 공평무사(公平無私)
③ 방약무인(傍若無人) ④ 부화뇌동(附和雷同)
⑤ 암중모색(暗中摸索)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를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서술어
를 비롯해서 주어, 목적어, 보어와 같은 주성분이 있고, 이
외에 관형어와 부사어와 같은 부속 성분, 그리고 독립어와 
같은 독립 성분도 있다. 이들 중 문장 구성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히 주성분이다. 특히 서술어가 다른 
주성분들의 출현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서, 서술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와 호응하는 문장 성분이 달라지는 경
우가 일반적이다.

(거센) 바람이 불었다.
영희는 (인형처럼) 예뻤다.
이것이 (내가 말한) (그) 책이다.
위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불다’, ‘예쁘다’, ‘책이다’는 

각각 ‘바람이’, ‘영희는’, ‘이것이’라는 주어를 필요로 한다. 
만약 주어가 나타나지 않으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렇게 주어 하나만을 필요로 하는 서술어를 한 자리 서술어
라고 한다. 결국 주어가 서술어에 호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괄호 속에 든 ‘거센’, ‘내가 말한’, ‘그’는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일뿐이며, ‘인형처럼’은 뒤에 오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일 뿐이다.

덕재가 밥을 먹었다.
얼음이 물이 됐다.

위에서 ‘먹다’라는 서술어는 주어 ‘덕재가’와 목적어 ‘밥
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되다’는 주어 ‘얼음이’
와 보어 ‘물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들 서술어는 
주어 이외에 목적어나 보어를 반드시 요구한다 해서 두 자
리 서술어라고 한다.

그런데 ‘얼음이 물로 됐다.’에서는 두 자리 서술어 ‘되다’
가 보어가 아닌 필수적 부사어 ‘물로’를 반드시 요구하고 있
다. 만약에 ‘물로’가 없으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나는 
철수와 싸웠다.’도 마찬가지다. ‘싸우다’는 ‘나는’이라는 주어
와 ‘철수와’라는 필수적 부사어를 동반해야만 한다. 따라서 
서술어 자릿수를 논할 때 부사어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 필
수적 부사어까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철수가 먹이를 개에게 주었다.
아빠는 할머님께 용돈을 드렸다.
서술어 중에는 ㉠필수적 문장 성분을 세 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도 있다. 위에서 ‘주다’는 주어 ‘철수가’, 목적어 
‘먹이를’, 필수적 부사어 ‘개에게’를 반드시 요구하고 있고, 
‘드리다’도 주어 ‘아빠는’, 목적어 ‘용돈을’, 필수적 부사어 
‘할머님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곧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가 서술어 ‘주다’, ‘드리다’와 호응하고 있음을 뜻한다.

 ‘문장 성분과 호응’ 문제에서 서술어가 어떤 특성을 가
졌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주어, 목적어, 보어, 필수
적 부사어 모두 서술어의 특성에 따라서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고 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3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다양한 문장을 예로 들어 서술어와 문장 성분과의 관

계를 드러내고 있다.
② 문장 구조를 분석하여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역할 차이

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③ 문장의 서술어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장의 의미와 느낌

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④ 사례를 통해 문장 속에서 다른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구와 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⑤ 부속 성분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서술어 등의 필수 

문장 성분의 쓰임과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36.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① 서술어 중에는 필수적 부사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
이 있다.

② 서술어의 특성에 따라 다른 필수 성분들의 문장 속에
서의 출현 여부가 결정된다.

③ 문장 구성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에는 네 가지 
주성분 외에 다른 것도 있다.

④ 두 자리 서술어의 경우, 문장 속에 목적어나 보어 중 
하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몇 개가 필요한가는 그 문장에 
쓰인 서술어의 성격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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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보기>의 사례를 활용하여 위 글을 보완하려고 한다. 그 내
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A：[아이들이 즐겁게 논다. / 아이들이 윷을 논다.]
B：[자동차가 저절로 움직인다. / 바람이 바위를 움

직인다.]
① 특정한 서술어는 특정한 종류의 체언을 요구한다.
② 특정한 서술어는 특정한 자릿수에 국한되어 사용된다.
③ 특정 동사가 서술어로 쓰일 경우에는 부사어가 필요하다.
④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서술어라도 상황에 따라 형

태가 달라질 수 있다.
⑤ 서술어가 같더라도 사용되는 의미에 따라 서술어의 자

릿수는 달라질 수 있다.
38. 위 글로 미루어 볼 때, 밑줄 친 서술어가 ㉠의 사례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① 우리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② 엄마는 아기에게 젖을 먹였다.
③ 그는 영희를 애인으로 여긴다.
④ 우리는 그를 형이라고 불렀다.
⑤ 그는 길동이를 양자로 삼았다.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나’의 가족은 과거 경주네가 살던 기와집
으로 이사를 온다. 해방 직후 경주네는 집을 잃고 옛 철공소 
옆에서 주막을 하며 살아왔다. 전쟁을 겪으며 경주네는 완전
히 몰락하게 되는데, 오빠는 북한군의 유격대가 되어 집을 
떠나고, 큰언니는 자살을 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못 견딘 작은언니는 가출해 돌아오지 않는다.

[A][⋯ 손님이 있을 때면 경주네 주막에서는 부꾸미와 빈
대떡 부치는 구수한 냄새가 하얀 김과 함께 포렴* 사이로 새
어 나왔다. 그러나 유달리 손님이 안 오는 한적한 저녁이면 
유리창 안쪽에서 멀거니 바깥 하늘만 쳐다보는 경주네 엄마
의 희끄무레한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그것은 곧 울음소
리가 시작될 거라는 전조였다. 경주네 엄마는 어머니라기보
다 차라리 할머니라고 해야 어울릴 정도로 흰머리가 많고 쪼
글쪼글 시든 얼굴이었다. 또, 사람들은 실제로 그녀를 할멈이
라고 불렀다. 할멈의 우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었다. 사흘 아
니면 나흘 만에, 어떤 때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며칠을 계속
해서, 언제나 집채를 사를 듯한 붉은 햇살이 주막 창문에 번
득이기 시작하면 할멈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처참한 소리로 
울부짖었다. 여우의 목청마냥 길고 날카로운 부르짖음으로 
시작하여 밑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그 울음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욕심으로 일부러 그처럼 엄살을 피우는 것같이 들렸고, 
누구의 잘못을 호되게 나무람하는 것 같기도 했고, 어떤 참
을 수 없는 아픔을 아무에게나 호소할 때 사람의 입에서 당
연히 흘러나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비명으로 생각되기도 했
다. 그 울음소리가 들리면 나는 벌레 먹은 어금니 하나가 쑤
셔서 견딜 수가 없었다. 처음 얼마 동안 나는 할멈의 얼굴이 
항상 붉은 이유가 늘 마시는 술 때문인 줄로 알았었다. 그러
나 차차로 그것은 기우는 햇살과 유리창에 번득이는 저녁놀
이 얼굴에 묻어 지워지지 않는 탓이라고 믿게 되었다.]

<중략>
오후였다. 어디서 구했는지 경주는 큼직한 화경(火鏡)*을 

들고 나와서 개미를 태워 죽이는 장난을 즐겼다. 잡초가 우
북한 철공소 부근 빈터에 가을볕이 제법 쨍쨍 비치고 있었
다.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몹시 바쁜 체를 하며 시든 풀
잎 사이를 분주히 돌아다니던 개미들은 경주의 겨냥에 걸려 
한 마리씩 한 마리씩 타 죽어 갔다. 죽은 개미의 수가 자꾸 
불어날 때마다 경주의 입가에는 잔미운* 미소가 떠올랐다. 
새로운 장난에 끼어들기를 처음엔 나는 무척 꺼렸다. 그러나 
불행한 개미들이 끈덕지게 뒤쫓는 화경의 초점을 벗어나려고 
허겁지겁 풀잎 사이로 숨고 정신없이 내빼다가 끝내는 잘쏙
한 허리를 배배 꼬고 몸을 동그랗게 말아 붙이며 우습게 죽
고 마는 그 모양에 차츰 어떤 쾌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화경 
속에 확대되어 비칠 때 개미는 배추벌레만큼 커 보였고, 기
름기가 흐르는 흑갈색의 통통한 배는 물로 씻어 낸 듯이 싱
싱해 보였고, 배보다 작은 가슴은 부드러운 잔털에 싸여 있
었다. 화경을 들이대면 주위가 갑자기 환해지고, 그러면 개미
는 어리둥절해서 제자리에 서 버린다. 헤싱헤싱하게* 퍼져 
있던 빛무리가 점점 오므라들어 쌀알만 해지면 그놈은 화다
닥 놀라 혼쭐이 빠지게 달아난다. 침착하게, 아주 침착하게 
경주는 한번 모은 초점이 흩어지지 않도록 화경의 높이를 일
정하게 유지하면서 슬슬 몰고 다닌다. 어느덧 나는 공범자가 
되어 있었다. 나는 내 쪽에서 자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았
다. 먼저 경주가 살생의 대상을 지적해 주면 나는 그 둘레에 
얼른 쟁반만 한 원을 그렸다. 원 밖으로 빠져나가면 목숨을 
살려 준다는 조건이지만, 여간해서 경주는 실수를 하지 않았
다. 거만한 눈으로 다음 대상을 물색하는 동안 나는 죽은 개
미를 집어내어 한군데다 모았다. 경주의 콧잔등엔 어느새 송
글송글 땀방울이 맺혔고, 나 역시 소맷부리로 이마의 땀을 
훔쳤다. 우리는 개미굴을 찾아내어 그것을 짓부수기도 했다. 
곰실곰실* 기어 나오는 그것들을 마음대로 농락하면서 나는 
마치 하느님이라도 된 듯 우쭐한 기분을 맛보았다. 모양이 
다 똑같은 여러 마리의 개미 가운데서 특별히 미운 놈을 골
라내기란 어렵고 귀찮은 노릇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희생물
은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골라졌다. 우리들 눈
에 한번 정해진 희생물은 아무리 바둥거려도 여지없이 죽고 
말았다. 햇살이 기울어 초점을 맞추기 어려울 때까지 우리는 
죽이고 또 죽였다. 이때 만약 경주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마 하느님 노릇을 더 길게 하기 
위하여 화경이 아닌 다른 방법까지 썼을지도 모른다.

벌써 해 질 녘이었다. 할멈의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던 우리에게 어느새 하루가 다 갔
음을, 그리고 낮과는 다른 또 하나의 어둡고 끈적끈적한 세
계가 바야흐로 열리고 있음을 퍼뜩 일깨워 주었다. 길 건너 
맞은바래기*에 있는 우리 집 지붕 위로 붉게 물든 한 덩어리
의 구름이 서서히 미끄러져 가는 모양을 나는 물끄러미 바라
보았다. 경주가 별안간 화경을 팽개쳤다.

“죽여 버려야지, 죽여 버려야지……”하고 뇌면서 경주는 쏜
살같이 내닫기 시작했다.

덩달아 나도 뛰었다. 뛰면서 생각해 보니 경주는 맨손이었
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경주의 눈치를 살폈다. 그때까지 
나는 경주가 제 어머니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조금도 의심하
지 않았다. 그 애는 능히 그럴 수 있는 아이니까. 하지만, 경
주네 어머니는 어른이다. 늙었다곤 해도 맨손 가지고는 아무
래도 좀 어려울 것 같았다. 그 점이 불안해서 나는 속으로 
안달을 했다. 끄나풀! 나는 줄곧 부드러운 끈만을 생각하면
서 헐떡헐떡 뛰었다. 아버지가 쓰던 헌 명주 넥타이라면 아
주 안성맞춤이리라. 거의 주막 앞에까지 왔을 때 나는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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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참을 수가 없어 경주를 불러 세웠다. 나의 숨 가쁜 설명
을 듣고 경주는 잠시 얼빠진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다음 순
간, 칼날 같은 손톱이 나의 눈두덩을 할퀴고 쥐어뜯었다. 먼
저 나부터 죽일 작정으로 계집애는 눈을 희번덕이며 길길이 
뛰는 것이었다. 천만뜻밖이었다. 계집애가 그렇게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했기 때문에 나는 아연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오후 내내 경주와 나 사이를 그토록 밀착시켜 준 ㉠
나의 공범 의식 속에는 뭔가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다는 생
각이 희미하게 느껴졌다.

- 윤흥길,  황혼의 집
*포렴 : 술집이나 복덕방의 문에 간판처럼 늘인 베 조각.
*화경 : 햇빛을 비추면 불을 일으키는 거울이라는 뜻으로,‘볼

록 렌즈’를 이르는 말.
*잔미운 : 몹시 얄미운.
*헤싱헤싱하게 : 촘촘하게 짜이지 아니하여서 헐겁고 허전한 

느낌이 있게.
*곰실곰실 : 작은 벌레 따위가 한데 어우러져 조금씩 자꾸 

굼뜨게 움직이는 모양.
*맞은바래기 : 맞은바라기. 앞으로 마주 바라보이는 곳.

39.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이질적인 시선을 대비해 가며 사회 현실을 총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서술자의 체험과 그에 관한 생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③ 시·공간적 배경이 바뀔 때 서술자를 교체하여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④ 시대적 상황을 묘사하여 인물들이 사회로부터 받은 제

약을 구체화하고 있다.
⑤ 현재와 과거의 사건을 교차 서술하여 사건 간의 인과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40.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윤흥길의「황혼의 집」에서는 전쟁이 인물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경주
네가 처한 상황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런
데 이 작품에서 경주네의 고통은 그들만의 것이 아
니다. 경주 어머니의 처절한 울음과 황혼의 이미지를 
통해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는 경주네의 고통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이되고 있다. 특히‘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어‘나’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게 만들고 있는데, ‘나’
에게 전이된 고통은 육체적 고통으로 표상되어 독자
에게 전달되고 있다. ‘나’는 이러한 고통을 겪으며 의
식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경주이다. 경주는 전쟁의 폭
력성을 직접 접하며 유년기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극도의 폭력성을 보이는 인물로 전쟁의 피해자이다. 
이 작품에서는‘나’가 경주에 의해 폭력의 세계에 감
염되는 과정을 통해 폭력의 심리적 기제를 인식하도
록 함으로써‘나’의 의식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① ‘나’가 경주 어머니의 얼굴이 붉은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은 경주네의 고통이‘나’의 가족에게 전이될 것임을 
암시하는 거야.

② ‘화경’으로 개미를 태워 죽이는 경주의 모습은 전쟁의 
폭력성을 접하며 유년기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경주의 
일면을 보여 주는 거야.

③ ‘나’가 개미를 죽이는 일에 공범자가 되고‘아버지가 쓰
던 헌 명주 넥타이’를 떠올린 것은‘나’가 폭력의 세계
에 감염되었음을 보여 주는 거야.

④ 개미들을 농락하면서‘나’가 느낀 하느님이라도 된 듯한 
우쭐한 기분은 강자가 약자에게 폭력을 가하도록 만드
는 심리적 기제에 해당하는 거야.

⑤ 경주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나’는 육체적 고통
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나’가 경주네가 처한 고통스러
운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암시하는 거야.

41. [A]를 바탕으로, 작품의 제목인‘황혼의 집’에 대해 설명한 것
으로 적절한 것은?

① 경주 어머니가 품고 있는 깊은 슬픔과 한을 내포하고 
있다.

② 경주 어머니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상
징하고 있다.

③ 경주네를 비극적 상황으로 몰고 간 시대적 배경과 대
조되고 있다.

④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맞서고자 하는 경주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⑤ 경주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보여 주고 있다.

42. ‘나’가 ㉠과 같은 인식을 하게 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주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뜻밖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② 경주 어머니를 두려워해 피하기만 했던 자신이 부끄러

워졌기 때문에
③ 경주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면서 뜻하지 않게 경주를 

좋아하게 되었기 때문에
④ 어려움에 처한 경주 어머니를 도와주고자 했던 자신의 

뜻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⑤ 경주와 경주 어머니의 갈등이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

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역사적으로 방사선을 처음 발견하게 된 동기는 사진 건판
(乾板)* 위에 나타난 방사선의 그림자 때문이었다. 오늘날에는 
X－선 사진을 통해 방사선의 그림자를 쉽게 볼 수 있지만, 방
사선의 그림자로는 방사선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把握)
하기는 어렵다. 방사선은 인체에 강하게 조사(照射)되더라도 
피해가 나타나기 전에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

그러나 매우 다행스럽게도 ‘가이거 계수관(Geiger counter)’이
라는 장비가 일찍이 발명되어, 방사선을 볼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게 되었다. 휴대가 가능한 가이거 계수관은 방사선을 받으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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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를 통해 방사선의 강도를 수치로 보여 줄 수 있고, 소리로 
들려줄 수 있다. 이러한 가이거 계수관은 1908년 독일의 물리학
자 한스 가이거가 발명했다. 그는 물리학자 발터 뮐러와 함께 
1928년에 훨씬 개량된 가이거 계수관을 제작(製作)했는데, 이 장
치는 ‘가이거 뮐러 계수관(Geiger Muller counter)’이라 불린다.

[A][가이거 계수관의 금속 원통 안에는 아르곤 가스가 채워져 
있으며, 원통은 음(-)극인 금속벽과 그 안에 양(+)극인 심선*으
로 구성(構成)되어 있다. 금속벽과 심선 사이에는 절연체*가 있
으며 금속벽에는 금속선이 연결되어 있다. 금속선과 심선 사이에
는 약 1,000볼트의 전압 차이가 있으나, 두 선은 이 상태로는 방
전(放電)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떨어져 있다. 이런 금속 원통
에 감마선과 같은 방사선을 쬐면, 원통 내부에 아르곤의 이온화
가 일어나게 된다. 즉,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던 것이 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아르곤의 음전하가 심선으로 이동
하게 되고 금속벽과 심선 사이에는 갑자기 방전이 일어나 음전하
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금속선과 심선 사이
의 전압에 변화가 생긴다. 이 계수관에는 이러한 전압의 변화를 
측정(測定)하는 계기인 계수 회로가 타이머와 함께 장치되어 있
어 방사선 양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기록할 수 있다.]

과거의 가이거 계수관은 X－선과 감마선은 측정할 수 있었
지만, 에너지가 낮은 알파 입자와 베타 입자는 측정하지 못했
다. 그러나 오늘날의 계수관은 모든 방사선을 탐지할 뿐만 아
니라, 카메라까지 부착(附着)되어 있어, 방사선이 감지되는 현
장의 동영상과 그 시간 및 방사선량을 함께 알 수 있다. 또한 
계수관은 인체에 위험한 정도의 방사선을 받으면 특별한 경고
음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이거 계수관은 방사선
을 다루는 모든 연구실과 시설, 공장, 우라늄 탄광, 시민 보호
를 위한 곳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만일 가이거 계수
관이 일찍 발명되지 않았더라면 원자력에 대한 연구 속도는 그
만큼 느려졌을 것이다.

* 건판：사진에 쓰는 감광판의 한 가지.
* 심선：절연 전선이나 케이블 따위의 중심에 있는 선.
* 절연체：전기나 열이 잘 통하지 않는 물체.

43. 위 글을 읽고 대답할 수 없는 것은?
① 가이거 계수관은 언제, 누가 발명했는가?
② 가이거 계수관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가?
③ 가이거 계수관이 사용되는 곳은 어디인가?
④ 가이거 계수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⑤ 가이거 계수관의 사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44. <보기>는 [A]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① 금속 원통에 방사선을 쬐면 ㉮와 ㉯ 사이에서 방전이 일
어난다.

② 금속 원통 안의 방사선 양의 변화는 ㉮와 ㉰ 사이의 
전압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금속 원통에 방사선을 쬐기 전에는 ㉮와 ㉯가 절연체
로 차단되어 ㉰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④ 금속 원통에 방사선을 쬐면 ㉮에서 ㉯로 전류가 흐르
다가, 쬐지 않으면 ㉯에서 ㉮로 전류가 흐른다.

⑤ 금속 원통에 방사선을 쬐면 아르곤의 음전하는 ㉮로 이
동하게 되고 방전이 일어나 ㉰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45. ㉠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이거 계수관은 세계적으로 많이 팔려 원자력 연구를 

위한 자금 마련에 기여했다.
② 가이거 계수관은 원자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

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③ 가이거 계수관은 방사선의 노출 위험으로부터 원자력

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지켜 주었다.
④ 가이거 계수관은 원자력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방사

선의 효용성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했다.
⑤ 가이거 계수관은 원자력을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정보

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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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상하기 (수능완성 실전편) 정답 ③
교사의 시범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연

결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체험 학습을 위한 
교사의 시범과 차 만들기가 연결되려면 차 만드는 
이가 덖어지는 과정을 찻잎에게 먼저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런 과정은 있을 수 없으므로 교사의 시범
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연상은 적절하지 않다.

① 찻잎의 채취 시기, 차나무의 품종, 재배 지역
을 고려해 덖는 시간과 가마솥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학생의 특성에 따라 체
험 활동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②‘어느 정도 덖어지면 ~ 찻잎을 비벼 줘야 하는
데, 이 과정이 잘 되어야 찻물이 잘 우러나온다.’라
고 했으므로 효과적인 인성 교육을 위해서는 체험 
활동 뒤에 감상문을 쓰도록 지도해야 한다.

④ 덖고 비비는 과정을 몇 차례 되풀이하는 과정
에서 좋은 차가 만들어진다고 했으므로, 체험 활동
과 감상문 쓰기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면서 인성 교
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⑤‘차 만드는 사람의 숙련도와 솥의 크기 등을 
고려해 한 번에 덖는 찻잎의 양이 달라져야’한다고 
했으므로 환경과 교사의 여력에 따라 체험 활동의 
참여 인원을 조절해야 한다.

2.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수능특강) 정답 ⑤
설의법을 사용해 문제점을 부각하고,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해 지녀야 할 태도를 제시한 것을 찾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⑤이다. ⑤에서는‘도서관
에서 소곤소곤 정담을 나누어야만 우정이 돈독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라며 설의법을 사용하여 문제점
을 부각하고 있다. 그리고‘공부하는 친구들을 배려
해 정숙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라고 하며 문
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녀야 할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①, ② 문제점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녀야 
할 태도가 제시되어 있으나, 설의법을 사용하지 않
았다.
③ 의문문을 사용하였으나 설의적 표현이 아니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녀야 할 바람직한 태도
를 권유하는 표현이다.
④‘그것은 우리의 실천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아
닐까요?’는‘우리의 실천이 있어야만 매점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
는 설의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설의
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보이
는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개선하
기 위해 학생들이 지녀야 할 태도를 제시한 것이
다. 매점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학생들의 
실천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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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요의 작성 및 수정  (수능특강) 정답 ⑤
본론에서 다루어진‘Ⅱ-3. 청소년 생활 체육 활성화 
방안’의 하위 항목들을 고려할 때, 제시된 방안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은‘청소년 생활 체육 활
동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촉구’를 
결론으로 제시해야 한다.
①‘Ⅰ’은 체격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체
력이 약해졌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과거의 청소년들과 현재의 청소년들의 
건강 상태를 비교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 효과적
일 수 있다.
②‘Ⅱ-2’에는‘Ⅱ-3-라. 청소년들이 생활 체육 활동
을 할 수 있는 기반 시설 구축’에 대응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 따라서‘Ⅱ-3-라’를 고려하여‘생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부족’과 같은 내용을 ㉡의 
하위 항목에 추가해야 한다.
③ <보기>의 개요의 주제가‘청소년들의 생활 체육 
활동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촉구’인데, ㉢은 
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④‘Ⅱ-2-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생활 체육의 
중요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미흡’이므로 ㉣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 체육 홍보 전략 마련’
으로 수정해야 한다.

4. 자료활용하기 (고득점 300제) 정답 ④
행복한 삶과 관련하여 (가)는 행복한 사람의 마음

가짐과 불행한 사람의 마음가짐의 차이에 대해 언
급하고 있으며, (나)는 덴마크 사람들의 삶의 행복
도가 높은 이유를 돈에 집착하기보다 사회적 관계
를 더 중시하는 데서 찾고 있다. 즉, (가)와 (나) 모
두 현재의 행복한 삶에 대해 다루고 있을 뿐, 미래
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행복한 사
람이 되기 위해 현재보다 미래를 지향하는 삶의 태
도를 갖자는 제안은 적절하지 못하다.

① (가)에서 행복한 사람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고 생각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좋은 쪽
보다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
므로 적절하다.

② (나)는 한국인이 돈을 너무 중시해서 행복도가 낮다는 전
문가의 의견을 담고 있다.

③ (다)의 그래프를 보면 월 소득 400만 원 정도까지는 소득
과 행복이 비례하고 있다. 하지만 400만 원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소득과 행복의 비례 관계가 사라지면서 소득이 높아져도 일정 수
준의 행복도만 유지할 뿐 행복도를 증가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⑤ (나)를 보면 덴마크 사람들의 삶의 행복도는 73점이며, 이
는 돈에 대한 집착보다 사회적 관계를 더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를 보면 한국 사람들(서울 시민)의 삶의 행복도는 
아무리 월 소득이 증가해도 약 62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정 소득까지는 소득의 증가가 행복도의 증가로 이어지지만 일
정 소득 이상이 되면 증가하는 소득에 비해 행복도는 별다른 변
화가 없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소득의 증가가 더 이상 행복도를 
높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행복도를 높이는 데 사회적 관계의 
개선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고쳐쓰기  (수능완성) 정답 ①
‘다른 도구들은’과 호응하는 서술어는‘인간 신체의 
부분적 확장일 뿐이다.’이므로‘인간 신체가 부분적
으로 확장될 뿐이다.’로 고치면 오히려 연결이 부적
절하게 된다.
② 책을 읽는다는‘수단과 방법’을 의미하므로 ‘으로
써’가 적절하다.
③ 인간은 책을 읽음으로써 시간을 넘나드는 초월
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므로 동물의 삶을 대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④ 책이 서가에‘꽂혀’있는 것이 적절하며, 이중 피
동은 비문이므로‘꽂혀져’는 옳지 않다.
⑤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앞 문장과 인과 관계에 
있으므로‘그러므로’가 적절하다.

6. 어휘 (수능완성) 정답 ③
감이 덜 익어서‘떨떠름한’맛이 나므로‘조금 떫은 맛
이 있다.’라는 뜻의 기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①‘싱겁다’는‘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상황에 어울리
지 않고 다소 엉뚱한 느낌을 주다.’의 파생 의미를 
갖고 있다.
②‘달콤하다’는‘감칠맛이 있게 달다.’라는 기본 의미
에서‘편안하고 포근하다’는 의미로 파생되었다.
④‘짭짤하다’는‘감칠맛이 있게 조금 짜다.’라는 기본 
의미에서 ‘일이 잘되어 실속이 있다’는 의미로 파생
되었다.
⑤‘씁쓸하다’는‘조금 쓴 맛이 나다.’에서‘달갑지 아
니하여 싫거나 언짢은 기분이 조금 나다.’의 의미로 
파생되었다.

7. 어법  (고득점 300제) 정답 ③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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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동 표현을 사용해야 할 맥락임에도 불구하고 이
를 능동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드러난 문장을 찾는 
문항이다.
③은 내일까지 단정히 머리를 깎고 온다고 하며 능
동으로 표현했지만, 의미상 화자가 머리를 깎이고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말은 ‘깎고’ 온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깎이고’ 오는 것이다.

① 사냥꾼이 독수리의 날개를 꺾은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능
동 표현을 사용하였다.

② 내가 거리에서 엄마를 꼭 껴안은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능
동 표현을 사용하였다.

④ 주어진 문장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꼴등을 한 상황에서 
‘정말 잘했다.’라는 말은 ‘정말 못했다.’라는 의미이다. 즉, 
능동 표현을 사용해 화자가 의도하고자 하는 말과 반대로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그녀가 새로 산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능동 표현을 사용하였다.

현대시 (수능 특강)

(가) 백석,「팔원(八院) - 서행시초(西�詩抄) 3」
이 시를 쓴 백석은“시인이란 세상의 온갖 슬프지 
않은 것에 슬퍼할 줄 아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
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토록 섬세한 영
혼을 가졌던 백석이었기에, 무딘 감성을 지닌 이
에겐 별것 아니었을 일상의 풍경도 이처럼 인상 
깊게 그려낼 수 있었을 것이다.
화자가 관찰한 것과 상상한 것을 파악하면서, 작
품의 중심을 이루는 연민의 태도에 주목하여 감
상한다.
[ 해제 ] 이 시는 백석이 평안북도 영변 근처에 
있는 팔원 일대를 여행하는 도중에 승합자동차 
안에서 본 풍경을 그린 작품이다. 옛날이야기에
나 나올 듯 아주 진한 초록색 새 저고리를 입은 
계집아이가 승합자동차에 오르는데, 그 계집아이
의 손등은 진진초록의 새 저고리
와 달리, 갖은 고생 때문에 밭고랑처럼 몹시 터
져 있다. 일본인 주재소장과 그 집 아이 둘이 배
웅을 하는 것으로 보아, 계집아이는 주재소장 집
에서 식모살이를 하던 계집아이인 것으로 보이는
데, 묘향산 어딘가를 거쳐 멀리 자성으로 가서 
겪게 될 미래 역시 그리 평탄치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계집아이는 온갖 서러움이 북받쳐 흐
느껴 울고, 차 안 한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

보는 이도 눈물을 훔친다. 화자는 계집아이의 고
달픈 삶의 한 장면을 엿보면서 연민의 감정을 느
꼈을 것이고, 나아가 일제 강점기였던 당시에 우
리 민족 전체가 겪는 비극적 현실에 대한 서글픔
이 솟아올랐을 것이다. 계집아이가 주재소장 집
에서 식모살이를 하면서 했을 고생에 대한 상상
으로 시상이 마무리되고 있다.

[ 주제 ] 식모살이를 했던 어느 계집아이의 고달
픈 삶에 대한 연민

�1~3행: 겨울 아침에 텅 빈 승합자동차에 오르
는 계집아이

�4~8행: 계집아이의 외양과 사연

�9~12행: 일본인 가족의 배웅과 차 안의 풍경

�13~16행: 계집아이의 고달픈 식모살이에 대한 
상상

(나) 황동규,「 퇴원날 저녁」
황동규 시인이 60세였던 1997년, 귀에 큰 병을 
앓아 수술을 받고 퇴원했는데, 수술이 잘못되어 
재입원을 했다가 다시 퇴원한 날 지은 시라고 한
다. 육신의 노쇠함에서 비롯된 자기 연민을 외부 
세계에 투영한 작품으로서, 시인 자신의 애송시
이기도 하다.
화자 자신과 소재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미지의 
유사성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 해제 ] 화자가 퇴원한 날 저녁에 본 풍경을 통
해, 죽어가는 것들에 대한 연민과 삶에 대한 자
신의 의지를 확인하고 있는 작품이다. 자신이 입
원해 있는 동안 오래 방치되어 있었던 까닭에 죽
어가는 난초를 어루만지며 내다보는 창밖으로는 
주차장에 미등이 켜진 채 서 있는
자동차가 보인다. 병을 앓고 난 끝인 화자는 아
마도 흑반이 낀 난초처럼 검버섯이 끼어 있기도 
할 것이고, 등 껍질이 깨진 자동차 미등처럼 건
강에 이상이 있을 것이며, 닳아가는 자동차 배터
리처럼 생명의 쇠잔함을 느끼고 있기도 할 것이
다. 그러므로 난을 어루만지며 어떻게든 살려 내
려는 안간힘과 자동차 배터리가 닳아버리지 않기
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자기 자신의 꺼져가는 
생명력에 대한 안타까움과 절묘하게 겹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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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결국‘배터리 닳지 말라’,‘온기를 잃지 말
라’,‘눈 감지 말라’,‘치운 세상에 간신히 켜든 불
씨를 아주 끄지 말라’는 주문은‘이 세상에 함께 
살아 있는 그 무엇’으로서 보내는 응원임과 동시
에, 스스로를 향한 바람과 다짐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렇게 볼 때 2연에서 난이 점차 뜨거워짐을 
느끼는 것 역시 자신의 삶에 대한 뜨거운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상황에 
대응되는 시적 대상들에게 동병상련을 느끼는 화
자의 정서가 전체적으로 일관된 이미지 속에 절
묘하게 형상화된 작품이다.

[ 주제 ] 쇠잔한 생명에 대한 연민과 다시 확인
하는 삶에 대한 의지

�1연 1~9행: 흑반이 끼어 죽어가는 난과 미등
이 켜진 자동차

�1연 10~18행: 꺼져가는 생명에 대한 연민과 
응원의 심정

�2연: 삶에 대한 뜨거운 의지의 확인

(다) 황지우,「거룩한 식사」
1980년대의 대표 시인 중 한 사람이었던 황지우
가 오랜 침묵 끝에 1998년에 발표한 시집『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 있을 거다』에 수록된 
작품이다. 한 문학 평론가는 이 작품에 대해 이
렇게 평가했다.“우리는 반 고흐의 <감자 먹는 사
람들>을 대했을 때처럼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된
다. 평범한 일상 속에 잠복해 있는 축복과 비극
의 공존을 확인할 때 우리는‘나는 어찌 이리 눈
물겨운가’란 시인의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
다.”
화자가 관찰한 장면을 자신의 머릿속에 구체적으
로 그려 보고, 그 광경을 바탕으로 하여‘갑자기 
목메’고‘눈물겨운’ 화자의 정서를 이해해 본다.
[ 해제 ] 밥을 먹는 행위라는 지극히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 거룩한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 작품
이다. 1연에서 그리고 있는 분식집 풍경, 즉‘나이 
든 남자’의 식사 장면은,‘그’라는 3인칭 속에 숨
어 있지만 실은 화자 자신에 대한 진술일 가능성
이 높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식은 밥을 두고 
동생과 숟갈 싸움을 하던 배고픔의 기억이 갑자
기 북받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 연민은‘이 세상 모든 찬
밥에 붙은 더운 목숨’에 대한 것으로 그 대상이 
한층 확장되고,‘먹는 일의 거룩함’을 새삼 느끼게
도 해준다. 국밥을 먹는 노인을 보며 느끼는 눈
물겨움 역시 그와 같은 연민과 깨달음의 바탕 위
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
는 일차적으로 가난의 기억에 관한 시이며, 나아
가 사소한 일상이 실은 얼마나 거룩한 절차인지
를 표현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주제 ] 쓸쓸한 식사에 대한 연민과 먹는 일의 
거룩함에 대한 인식

�1연: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목이 메
는 나이든 남자의 식사

�2연: 혼자서 국밥을 먹는 노인을 보며 느끼는 
연민

8.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③
(가)~(다)는 전체적으로 현재 시제를 활용하여 진술
하고 있는데, 이는 각 작품의 시적 상황을 현장감 
있게 그려 내는 효과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① (다)의‘~ 거룩함이여’, ‘~ 목숨이여’등은 영탄법
을 구사한 부분으로서, 먹는 일의 거룩함을 드러내
고자 한 이 작품의 주제 의식과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와 (나)에서는 영탄법이 사
용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② (가)~(다)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 작품이 아니다. 반어는 진술의 표면
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가 정반대인 표현법인데, 이 
세 작품에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와 (나)는 겨울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
재들을 활용하고 있지만, (다)는 계절적 배경과 무
관하다. 따라서 이는 세 작품 모두에 해당하는 공
통점으로 볼 수 없다.
⑤ (다)에서‘나는 어찌 이리 눈물겨운가’라는 시구는 
설의적 표현을 활용한 것이며, 이는 화자가 느끼는 
연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가)와 (나)에서는 설의적 표현을 찾을 수 없다.

9.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③
(가)의 화자는 계집아이가 배웅을 받으며 차에 오르
는 장면을 지켜보는 관찰자이다. 관찰하는 화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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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에서 계집아이에 대한 연민이 느껴지지만, 화자
가 자신이나 계집아이의 미래와 관련하여 어떤 의
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시적 상황 속에서 계
집아이를 배웅하는 것은‘내지인 주재소장’인데, ‘내
지인 주재소장’이라고 하면 일제 강점기를 살아가던 
우리 민족에게는 압제의 공포를 상징하는 인물이었
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이 시의 장면 속 주재소장
은 몇 년 동안 얼마큼은 정도 들었을 계집아이를 
직접 배웅하는, 비교적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인물
로 그려지고 있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새
로운 미래를 향한 화자의 의지로 연결되고 있는 것
은 아니다.
① 고달픈 식모살이를 하느라 부르트고 갈라진 초
라한 손잔등은 옛날이야기에 나올 것 같은 진한 초
록색의 새 저고리와 대비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대비는 연민의 정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② 화자가 계집아이에게 느끼는 연민은‘이렇게 추운 
아침’이라는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자동차 유리창
이 얼 정도로 추운 겨울날 아침에 계집아이가 향하
는 행선지가 하필이면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곳이
라는 사실은 계집아이의 여정이 무척 험난할 것 같
다는 안타까운 느낌을 갖게 한다.
④‘계집아이는 운다’에 이어‘느끼며’를 추가한 뒤‘운
다’를 반복했는데, <보기>에서 밝혀진‘느끼며’의 뜻
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반복은‘계집아이’의 가련한 
처지를 더욱 부각하는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내지인 주재소장’은 일제 강점기라는 역사적 상
황을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는 말이다. 아마 그 당
시에 팔원과 같은 평안도 산간 마을에서는‘내지인 
주재소장’정도만이 식모를 두고 생활할 수 있었을 
것인데, ‘지배 권력’을 상징하는 ‘내지인 주재소장’
이란 시어는 계집아이가 처한 상황을 우리 민족의 
슬픈 현실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 준다.

10.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 ②
‘빨갛고 허연 등’은 자동차 미등이다. 이는 (나)의 
시구에 드러나 있듯이‘오른쪽 등 껍질이 깨졌는지 
두 등 색이 다르’게 됐기 때문에‘빨갛고 허연 등’이
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시구가 모든 존재의 양
면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근거가 없는 해석이
다.
① 이 시에서‘난’은 흑반이 잔뜩 끼어 있는 모습으

로, 그리고‘미등’은 등 껍질이 깨져 서로 색이 다른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이미지의 일관성이란 측면을 
고려할 때, 이는 갓 퇴원한 화자가 노쇠한 자신의 
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가졌을 법한 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흑반이 낀다거나 껍질
이 깨진 모습은 모두 건강하지 못한 신체를 떠올리
게 하는 이미지들이기 때문이다.
③ 화자는 늙고 병든 자신과 유사한 대상들을 간절
히 응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갓 퇴원한 화자 자신
에게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한 의
견이다.
④ 표면적으로 볼 때‘치운 세상에 간신히 켜든 불
씨’는 추운 겨울날 닳아가는 배터리로 겨우 켜 놓
은 자동차 미등을 가리키지만, 이는 결국 화자가‘이 
세상에 함께 살아 있는 그 무엇’으로서‘아주 끄지 
말라’고 응원하게 되는 생명의 불씨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⑤ 화자가 난에 대해 느끼는 동병상련의 감정을 생
각해 볼 때, 죽어가는 난에게서 뜨거움을 느끼는 
것은 난과 교감하면서 자신도, 그리고 난도 생의 
의지가 뜨거워짐을 느낀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11. 시적 화자의 태도 및 정서 추리 정답 ②
ⓐ~ⓓ 중, 화자가 연민을 느끼는 대상을 고르면 ⓐ
와 ⓓ이다. (가)의 화자는 식모살이로 고달픈 삶을 
사는‘계집아이(ⓐ)’에 대해 연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다)의 화자 역시 국밥을 숟가락 가득 떠 넣
는‘노인(ⓓ)’의 모습을 보며‘나는 어찌 이리 눈물겨
운가’라고 말함으로써 연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가)의‘삼촌(ⓑ)’은 계집아이가 지금 이 승합자동차
를 타고 만나러 가는 대상으로서 그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딱히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나)의‘주인
(ⓒ)’은 실수로 미등을 켜 놓음으로써 화자가 닳아
가는 자동차 배터리에 연민을 느끼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일 뿐, 그 자체가 화자의 연민의 대상
은 아니다.

언어 (수능특강)
최형용,「유추에 의한 새로운 단어의 형성」
사회가 날로 복잡해져 감에 따라 새로 등장하는 
개념이나 사물 등으로 인해, 매년 증가하는 신어
(新語)의 수가 2000여 개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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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이 글은 신어의 생산과 이해에 있어 기
존 어휘들을 구성하는 재료를 가지고 신어를 형
성하는 유추의 유용성을 설명한 글로, 신어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유추에 의해 형성되는 새로운 단어나 표현의 유형을 
파악한다.
[ 해제 ] 이 글은 유추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단
어나 표현의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 유추가 신어 
형성의 기제임을 밝히는 글이다. 글쓴이는 구조
적 유사성에 기초한 경우, 오분석이 기제가 된 
경우, 과도 분석이 기제가 된 경우의 세 가지 유
형과 그 특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어떤 모
형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형성해 내
는 유추의 유용성을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서술
한 글이다.

[ 주제 ] 유추에 의해 형성되는 새로운 단어나 
표현의 유형과 그 특성

�1문단: 새로운 단어나 표현의 형성에 있어 중
요한 역할을 하는 유추

�2문단: 유추에 의한 단어의 형성 ① - 구조적 
유사성에 기초한 경우

�3문단: 유추에 의한 단어의 형성 ② - 오분석
이 기제가 된 경우

�4문단: 유추에 의한 새로운 표현의 형성 - 과
도 분석이 기제가 된 경우

�5문단: 유추의 유용성

12.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 ②
㉮의‘의자매’는‘의형제’를 모형으로 형성된 단어이므
로, 구조적 유사성에 기초한 경우에 해당한다. ㉰에
서‘가계부(家計簿)’를 모형으로 만들어진‘차계부(�
計簿)’는‘가계부’의 직접 성분을‘가(家)’와‘계부(計
簿)’로 잘못 분석하여‘가’대신에‘차’를 대치하여 생
성한 단어로, 오분석의 사례이다. ㉯는 어릴 때 건
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속담의 내부 요소인
‘버릇’을 다른 요소인‘건강’으로 대치한 의도적인 일
탈 표현으로 과도 분석의 사례이다.

13. 사례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⑤

‘월요일’은‘월’과‘요일’이라는 두 개의 어근으로 이
루어졌으므로(‘월’과‘요일’이 직접 성분임.), 복합어 
중 합성어에 해당한다.‘어깨동무’는‘어깨’와‘동무’라
는 두 개의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①, ③ 하나의 어근으로 된 단일어이다.
②‘먹다’의 어간‘먹-’을 어근으로 하여 접사‘-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④‘사랑’이라는 어근에‘풋-’이라는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14. 생략된 내용의 추리 정답 ③
이 글에 언급된 유추에 의해 형성된 단어나 표현들
의 특징을 살펴보면, 모두 기존의 어떤 모형을 본
보기로 삼아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 지문에서 정답 찾기: ⓑ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
의‘기존 어휘들을 구성하던 재료들을 사용하여 신어
를 만드는 방식’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에 들어갈 
내용을 추리할 수 있다.
① 축약은 두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에 앞뒤 형태
소의 두 음소나 음절이 한 음소나 음절로 되는 현
상 (‘좋고’가‘조코’로,‘국화’가‘구콰’로,‘가리+어’가‘가
려’로,‘되+어’가‘돼’로 되는 것 따위)이고, 생략은 단
어나 표현 전체에서 일부를 줄이거나 빼는 것을 말
한다. 그런데 유추에 의해 형성되는 단어나 표현은 
축약되거나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
② 유추에 의해 형성되는 단어나 표현은 이전의 단
어나 표현과는 다른 새로운 단어나 표현을 형성하
는 것이지, 이전의 단어나 표현을 대신하여 사용되
는 것은 아니다.
④ 유추에 의해 새롭게 형성되는 단어나 표현은 형
태상의 변화가 일어난다.
⑤ 유추에 의해 새롭게 형성되는 단어나 표현은 일
률적인(한결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
다.

과학 (인터넷 수능 – 비문학)

  곽영직,「엔트로피 증가의 법칙과 타임머신」
일상에서 무심코 흘려보내는 시간의 과학적 의
미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글이다. 뉴턴 역학의 
관점에서 과학자들에게 시간이 어떤 의미로 인
식되었는지를 살핀 다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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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의 관점에서 과학자들에게 시간이 어떤 의
미로 인식되었는지를 살피고 있다. 통시적으로 
과학자들이 시간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다음 시간의 흐름과 
관련이 깊은 열역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과 관련지어 시간을 거스르는 것이 과학적
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
막 문단에서는 현대 과학에서 허블이 우주가 팽
창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후 우주의 기원이 곧 
시간의 기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
하고 있다.

주제: 과학 이론으로 살펴본 시간의 의미와 시간 여
행의 가능성

1문단: 시간의 과학적 의미에 대한 문제 제기

2문단: 뉴턴 역학의 관점에서 본 시간의 과학적 
의미

3문단: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 본 시간의 과학적 
의미

4문단: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으로 본 시간 여행
의 불가능성

5문단: 우주의 나이와 시간의 나이의 관계를 밝힌 
허블의 발견

15. 글의 내용 흐름에 대한 파악 정답 ①
이 글은 1문단에서“시간이란 과학적으로 어떤 것일
까?”라는 문장을 통해 화제를 제시한 후, 2문단에
서는 뉴턴 역학의 관점에서 본 시간의 과학적 의미
를, 3문단에서는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 본 시간의 
과학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4문단에서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중심으로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과학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우
주의 상태에 대한 허블의 발견을 중심으로 시간의 
시작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음을 밝히고 있다. 이렇
게 볼 때 이 글은 시간에 대한 과학자들의 인식 변
화를 소개하고 있는 글이라 할 수 있다.
② 과학자들이 시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이유와 
계기를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③ 마지막 문단에서 허블의 관측 결과로 시간의 기
원이 우주의 기원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

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는 시간의 기원을 새롭게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의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④1문단에서 시간의 흐름을 당연시하고 있는 현실
에 대해 언급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해 비판적인 태
도가 드러나 있지는 않다.
⑤ 시간의 존재와 기원에 대한 언급이 마지막 문단
에서 제시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과학자들의 연구 
과정과 그 영향 관계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6.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 ④
2문단에서“(뉴턴 역학에서는) 우주는 항상 변하지 
않고 현재의 상태를 영원히 유지한다고 여겼다.”라
고 서술하고 있으며, 마지막 문단에서는 허블의 관
찰 결과에 의해 이러한 뉴턴 역학의 관점이 잘못되
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되어 있다. 허블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시간
의 시작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태초에 우주
가 생성되면서 시간이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우주의 팽창에 대한 허블의 발
견은 시간의 시작이 존재함과 관련이 있을 뿐이지 
과거나 미래로의 시간 여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따라서 뉴턴 역학이 잘못되었다
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타임머
신의 존재 가능성을 더욱 부정하게 만드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①2문단의 내용에 의하면 뉴턴 역학에 근거한 기계
론적인 우주관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인과 관계로 
맺어져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기계론적인 우주관에 
따르면 주인공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나 미래로 
간 사건은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만 한다.
②4문단의“물에 흩어졌던 잉크가 다시 한 점으로 
모이는 것은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흩
어졌던 잉크가 다시 한 점으로 모이는 것은 우주에
서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에 대응되므로 이 우주
에서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
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
용이다.
③3문단에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시공간이 
아주 심하게 휘어져 있는 블랙홀과 같은 특수한 공
간이라면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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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⑤3문단의“이 관점에서 보면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건을 반대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를 나타내는 시공간의 
한 점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시공간의 한 점으로 여
행이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미
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17. 비판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③
뉴턴 역학에서는 외부 변화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시간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는 시간이 어떤 것의 
영향도 받지 않는 채로 모든 것에 우선해서 존재하
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아인슈타인
은 시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
고 주장하였다. 시간은 공간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
어 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공간
이 심하게 휘어져 있는 우주 공간인 블랙홀과 그렇
지 않은 지구에서의 시간의 흐름은 같지 않다는 것
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시간이 우주 자체와 관련 
없이 절대적으로 존재해 흐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견해가 된다.
① 아인슈타인은 시간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지 않
다.
② 아인슈타인이 시간이 흐르는 방향이 다양하다고 
말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④ 아인슈타인도 뉴턴처럼 우주를 변화가 없는 정
적인 공간으로 생각했다.
⑤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과 공간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했다.

18. 판단 근거의 추리 정답 ②
ⓐ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근거는 ⓐ의 앞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는 우주의 나이가 시간의 나이와 
같다는 말이다. 우주의 나이라는 것은 우주가 탄생
하여 팽창해 온 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시간의 흐
름이 우주의 팽창과 맞물려 있다.”라는 내용은 ⓐ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우주
의 나이가 시간의 나이와 같다는 말은 우주의 시작
이 시간의 시작과 같다는 것이므로“우주가 탄생한 
시점이 바로 시간의 시작에 해당한다.”라는 내용도 
ⓐ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고소설 (고득점300제)

작자미상, ‘화산중봉기’
진가쟁주(眞假爭主) 이야기를 근간으로 한 

연대 미상의 소설로서 영웅 소설의 성격과 
가문 소설의 성격을 지닌 송사 소설이다. 사
소한 오해로 인해 집을 나간 선옥이 진짜 선
옥으로 판명을 받고 대원수로 출정하여 일본
을 물리치고 가문을 크게 빛낸다는 내용의 
작품이다. 진짜 인물을 가려내는 이야기를 바
탕으로 사실적인 내면 묘사와 치밀한 구성이 
두드러진 작품이다.

주제 : 아녀자의 절개와 지조를 통한 
영웅의 성취

전체 줄거리
선옥의 조부 김완국이 간신의 모함을 

받아 죽자 남은 가족들은 고향 안동으로 
낙향한다. 선옥은 절에서 수학하다 사소
한 오해로 집을 떠나고 재산을 탐낸 형
옥은 가짜 선옥을 데려온다. 선옥의 처 
능옥이 가짜 선옥을 믿지 않자 나라에서
는 진 어사를 파견해 송사를 해결하도록 
한다. 진 어사는 진짜 선옥을 찾아내 사
건을 해결하고 선옥은 정남도원수로 출
정하여 일본에 대승을 거두게 된다. 선
옥은 조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가문은 
부귀영달을 누린다.
19. 개괄적 정보의 확인  정답 ④

진 어사가 진짜 선옥이 누구인지 처사와 부인에게 
묻지만 처사 부부는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이에 
진 어사가 곁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씨를 불러 진
짜 선옥을 가려내게 하는데 이때 처사 부부가 이씨
가 곁방에 있는 줄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은 아니므
로 ④의 장면은 적절하지 않다.

① 어사는 이씨의 절개가 갸륵하고 진위를 아는 지혜가 있음
을 알고 수양딸로 삼는다.

② 절을 떠난 연고를 쉽게 말하지 않고 주저하는 선옥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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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는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
③ 선옥은 부모를 근심하게 만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몹시 통

곡하며 잘못을 빈다.
⑤ 진짜 선옥이 누구인지 어사가 묻자 처사는 진짜 아들을 가

려내지 못해 자신을 탓하며 매우 황공해한다.

20. 외적 준거의 이해 및 적용  정답 ⑤
이 글에서는 이씨 부인이 진짜 선옥을 가려내는 증
거로 선옥의 이에 있는 푸른 점을 제시한다. 그러
나 ‘옹고집전’에서는 진짜 옹고집을 가려내는 증거
를 제시하지 못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① ㉯에서는 대사가 지푸라기로 가짜 옹고집을 만드는 도술을 
부리는 점에서 전기적 요소가 나타나지만, ㉮에서는 특별히 
이러한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에서는 선옥이 가출하면서 가짜 선옥이 등장하고, ㉯에
서는 옹고집이 잘못된 행동을 하여 허옹이 등장한다.

③ ㉮에서는 가족 중 이씨가 진짜 선옥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데, ㉯에서는 가족들 모두가 진짜 옹고집을 알아보지 못한
다.

④ ㉮에서는 선옥의 진짜 여부를 밝히는 조력자로서 선옥의 
부인인 이씨가 등장해서 문제를 해결하지만, ㉯에서는 옹고
집의 진짜 여부를 밝히는 조력자가 특별히 등장하지 않는
다.

21. 말하기 방식의 이해  정답 ①
[A]는 선옥이 이씨를 오해해서 절을 나와 떠돌게 
된 과거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선옥이 
집을 가출하게 된 과거 상황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다.

22. 한자 성어를 통한 이해  정답 ①
가짜 선옥은 자신이 가짜임이 들통 나는 상황에 앞
서 거짓으로 통곡하고 있다. 자신이 가짜임에도 진
짜로 인정받기 위해서 염치 불고하고 통곡을 한다
는 점에서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
의 ①이 가장 적절하다.

② ‘수주대토(守株待兎)’는 ‘우연히 나무 그루터기에 토끼가 
부딪쳐 죽은 것을 잡은 후, 또 그와 같이 토끼를 잡을까 하
여 일도 하지 않고 그루터기만 지키고 있었다.’는 것으로 
‘한 가지 일에만 얽매여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각주구검(刻舟求劍)’은 ‘초나라 사람이 배에서 칼을 물속
에 떨어뜨리고 그 위치를 뱃전에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배
가 움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칼을 찾았다.’는 것으로 ‘융
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은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
음’을 이르는 말이다.

④ ‘감탄고토(甘呑苦吐)’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것으
로, ‘사리의 옳고 그름을 돌보지 않고 자기 비위에만 맞춤’

을 뜻하는 말이다.
⑤ ‘아전인수(我田引水)’는 ‘자기 논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이다.

예술 (인터넷 수능 비문학)
최태만,「재현은 모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글은 미술이 현상을 재현해야 한다는 일반인
들의 막연한 생각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
다. 글쓴이는 재현 미술이 현상을 완벽하게 재현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시도한다면 명백
한 한계가 있음을 다양한 사례로 밝히고 있다. 
또한 곰브리치를 인용하면서 재현 미술이 추구
하는 것은 외적 형태의 모방이 아니라 이미지의 
창출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재현 미술도 규범
이나 관습의 지배를 받으며 발전해 왔음을 덧붙
이고 있다.
재현 미술에 대한 오해와 진실
1문단: 재현 미술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에 대한 
문제 제기
2문단: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는 것의 한계
3문단: 재현에 대한 곰브리치의 입장(재현은 외
적 형태의 모방이 아니라 이미지의 창출)
4문단: 규범이나 관습에 따른 재현 미술의 다양
한 경향과 방법

23. 사실적 정보의 이해 정답 ③
4문단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6세기경에 사혁이 지
은『고화품록』이라는 책에서 재현의 전통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책이 후대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전통이6세기에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없다.
①4문단의 중간 부분에서 언급한 고대 그리스의 조
각과 이집트 문명의 영향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다.
②2문단에서 사진에는‘사진 작가의 주관적 취향이 
반영되므로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는 데 한계가 있
음을 지적하였다.
④1문단에서 일반인들의 그림에 대한 생각을 언급
하였다.
⑤4문단의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다.

24. 자료의 활용과 적용 정답 ③
중국 그림의 재현과 관련하여『고화품록』에서 육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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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언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보기>이다. 
그림을 그릴 때 물체 자체의 모습과 특성을 잘 알
아 그 형상을 표현하라는‘응물상형’(ⓒ)이 ㉮와 관련
이 있고, 대상의 특징을 잘 나타내기 위해 채색을 
잘 하라는‘수류부채’(ⓓ)도 ㉮와 관련이 있다.
ⓐ 겉모습이 아니라 사물에서 풍기는 느낌을 표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니 객관적인 재현과 관련이 없
다.
ⓑ 기법에 대한 것이므로 객관적인 재현과 관련이 
없다.
ⓔ 그림의 구성과 관련된 것이니 객관적인 재현과 
관련이 없다.
ⓕ 사물을 본뜨는 것이 아니라 선인의 그림을 본떠
서 그 기법을 체득하는 것이니 객관적 재현과 관련
이 없다.

25. 관점의 적용 정답 ②
㉠의 관점은 재현과 관련하여 두 가지 한계를 지적
하고 있다. 그 하나는 재현하는 매체가 지닌 성격
의 한계이고, 다른 하나는 화가의 심적 태도라고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세잔이 즐겨 그렸던 생트 
빅투아르 산을 그린 다양한 그림을 평가하였을 때, 
객관적 재현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
① 곰브리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은 대상에 대해 자
신이 본 것을 번역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③ 곰브리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은 외적 형태의 모
방이 아니라 이미지의 창출이라고 하였다.
④ 곰브리치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화가의 눈에 
비친 대상을 자기 나름대로 그리는 것이라고 하였
다.
⑤ 곰브리치는 화가가 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이 본 
것을 번역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6. 문법의 이해와 적용 정답 ③
③`은‘현장을 가다.’와‘현장을 보다.’둘 다 문장이 성
립하고 분리하기 전의 문장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
았으므로 둘 다 본용언에 해당한다.
①‘약을 먹다.’와‘약을 보다.’의 둘로 나누었을 때, 
두 문장이 성립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약을 보다.’
의‘보다’는 분리하기 전의 문장과 의미가 달라졌으
므로 보조 용언이다.
②‘방법을시도하다.’는 문장이 성립하지만,‘방법을 

보다.’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자초지종을 듣다.’는 문장이 성립하지만‘자초지종
을 보다.’는 성립하지 않는다.
⑤‘옷으로 버티다.’는 문장이 성립하지만‘옷으로 보
다.’는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인문 (수능특강)
김희정,「정언논리」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파악해서 적절하게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것이 매
우 중요한데, 논리학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정
언 논리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소
개하고 있다.

정언 명제의 네 가지 유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언 논리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방법
을 중심으로 글을 읽도록 한다.

[ 해제 ] 이 글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정언 논리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방법을 설명하
고 있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정언 논리의 
타당성을 입증하려면 우선 정언 명제를 벤 다이
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정언 명제의 네 가지 유형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런 사전 작업이 끝나면 정언 
논리의 전제를 나타낸 벤 다이어그램과 결론을 
나타낸 벤 다이어그램의 관계를 살펴서 정언 논
리의 타당성을 따지게 된다. 다시 말해 전제를 
나타낸 벤 다이어그램이 결론을 나타낸 벤 다이
어그램을 포함하고 있으면 그 정언 논리는 타당
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타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 주제 ]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정언 논리의 타당
성 입증 방법

�1문단: 정언 명제와 정언 논리에 대한 정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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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단: 정언 명제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방법

�3문단: 주어 집합‘모든’의 정언 명제를 벤 다이어
그램으로 나타낸 유형

�4문단: 주어 집합‘어떤’의 정언 명제를 벤 다이어
그램으로 나타낸 유형

�5문단: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정언 논리의 타
당성을 검증하는 방법

27. 논지 전개 방식의 파악 정답 ④
이 글의 마지막 문단은‘모든 사과는 알칼리성이 

강한 과일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과는 알칼리성이 
강한 과일이다.’의 사례를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
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을 보여 주고 
있다.

� 지문에서 정답 찾기: 5문단의‘이제 벤 다이어
그램을 사용하여‘모든 사과는 알칼리성이 강한 과일
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과는 알칼리성이 강한 과일
이다.’라는 논증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자.’에서 알 
수 있다.

① 정언 논리의 개념은 1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② 사례를 들기는 했지만 이것은 글쓴이가 자신

의 주장이 지닌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가 아니
라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정언 논리의 검증 방법
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③ 다른 대상과 비교한 내용이 없다.
⑤ 벤 다이어그램은 기존의 정언 논리의 타당성

을 판단하는 방법이 지닌 문제점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다.

28. 생략된 내용의 추리 정답 ④
‘O명제’는 S의 원소가 적어도 하나 있고 그것은 

P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S이면서 P 아닌 것
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S이
면서 P가 아닌 영역, 즉 영역 1에는 적어도 원소가 
하나 있다. 하지만 나머지 영역에는 원소가 있는지
의 여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영역 1만 ⓧ로 표시
하고, 나머지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지문에서 정답 찾기: 4문단에서‘O명제’는‘S의 
원소가 적어도 하나 있고 그것은 P에 속하지 않는
다는 내용으로, S이면서 P가 아닌 것이 적어도 하

나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S이면서 P가 아닌 
영역, 즉 영역 1이 ⓧ로 표시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① S이면서 P가 아닌 영역, 즉 영역 1이 ⓧ로 표
시되었다. 그러나‘O명제’는 영역 3에 원소가 존재하
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원소가 없다는 의미의 
빗금이 아니라, 아무런 표식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S이면서 P가 아닌 영역, 즉 영역 1이 ⓧ로 표
시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영역 1과 3에는 원소
가 없다고 표시되었고, 영역 2에는 원소가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다.

③ S이면서 P가 아닌 영역, 즉 영역 1이 ⓧ로 표
시되지 않았다. 또한 영역 2에 원소가 존재하지 않
는다고 표시되어 있다.

⑤ S이면서 P가 아닌 영역, 즉 영역 1이 ⓧ로 표
시되지 않았다. 또한 영역 3에는 원소가 적어도 하
나 존재한다고 표시되어 있다.

29.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 ④
<보기>의 전제는‘E명제’이고, 결론은 ‘I명제’이다. 

지문의‘I명제’를 나타낸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영역 
2에 ⓧ가 표시되어 있다. 이것은 영역 2에 적어도 
원소가 하나는 있다는 의미이다.

①‘모든 사람은 네발 동물이 아니다.’는 만약 어
떤 것이 S에 속한다면 그것은 P에는 속하지 않는다
는 내용으로‘E명제’이다.

②‘어떤 사람은 네발 동물이다.’는 S의 원소가 적
어도 하나 있고 그것이 또한 P에 속한다는 내용으
로‘I명제’이다.

③‘E명제’는영역 1에ⓧ가 표시된다.
⑤ 전제인‘E명제’가 결론인‘I명제’를 포함하고 있

지 않으므로 이 정언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갈래복합 (수능 특강)
(가) 유방선,「서파삼우설(西坡三友說)」
서거정이 편찬한『동문선』98권에 수록된 글로,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건의 이치를 밝히고 글쓴
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을 깨우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설(說)’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
다.
글쓴이가 이 글을 쓴 궁극적인 이유와 현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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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의 역량 발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점
에 초점을 맞춰 글을 감상한다.
[ 해제 ] 글쓴이가 친구인 이이립의 별호인‘서파
삼우’가 지어진 이유와‘서파삼우’의 의미를 밝힌 
고전 수필이다. 이이립이 의인화하여 벗으로 삼
은 양수, 뿔잔, 칼의 세 가지 사물에 심화된 의
미를 부여한 후 그가 임금을 보좌하여 올바른 
정치를 펼치기를 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
물의 속성으로부터 대장부가 지녀야 할 덕목을 
이끌어내는 발상이 참신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
다.

[ 주제 ] 세 가지 사물에 대한 의미 부여와 이들
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덕목

�1문단: 이이립이‘서파삼우’란 별호를 지은 이
유

�2~3문단: 화자가 이이립이 양수, 뿔잔, 칼을 
벗으로 삼은 이유를 생각함.

�4문단: 이이립에 대한 화자의 기대

(나)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사계절의 순환적 질서를 노래한‘사시가(四時歌)’
의 특성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춘하추동에 따라 
변하는 어부의 생활을 읊고 있다. 세속에서 벗어
나 자연과의 합일을 지향하는 격조 높은 경지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시어의 구사가 어
우러진 시조 문학의 백미인 작품이다.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하면서, 초장과 중장 사이
의 후렴구가 출항에서 귀항까지 일정한 규칙성
을 담고 있음에 주목하여 감상하도록 한다.
[ 해제 ] 사계절을 배경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어부의 소박한 생활을 읊은 연시조로, 춘하추동 
각 10수씩 총 40수로 이루어졌다. 각 수는 여음
구를 빼면 3장의 평시조 형태이다. 이현보의「어
부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어부
가」의 화자가 세속의 삶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한 것에 비해,「어부사시사」의 화자는 자연 속
에서 느끼는 흥겨움을 통해 진정한 자연애의 경
지를 구현하고 있다.

[ 주제 ] 어부의 생활을 통해 누리는 한정(閑情)

�춘사 8: 취흥 속에 느끼는 만족감

�하사 2: 소박한 생활과 물아일체의 경지

�추사 3: 배를 타고 가며 즐기는 풍경

�동사 8: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과 다짐

(다) 이식,「들국화」
예로부터 국화는 사군자의 하나로 일컬어져 왔
다. 이 작품은 꿋꿋한 절개와 고결한 기품을 지
닌 것으로 인식되는 국화의 속성을 담담하면서
도 적절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의인, 대조 등의 표현 기법과 시어의 함축적 의
미 등을 파악하면서 작가가 들국화를 대하는 태
도에 초점을 맞춰 감상하도록 한다.
[ 해제 ] 길손에게 자신의 가지를 꺾여도 불만이 
없고, 누구에게나 그윽한 향기를 풍겨주며, 바람
과 서리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들국화의 기품과 
덕성을 차분한 어조로 그려낸 한시이다. 작가는 
들국화가 화분에 심어진 값비싼 난초, 방초보다 
더 뛰어난 명품임을 강조하며 예찬하고 있다.
[ 주제 ] 들국화 예찬
�1~2행: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들국화
�3~4행: 들국화의 무심의 경지와 그윽한 향기
�5~6행: 바람과 서리 앞에서 시드는 난초와 방

초
�7~8행: 들국화의 고고한 자태 칭송

30.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④
(가)의 글쓴이는‘양수, 뿔잔, 쇠칼’의 ‘삼우(三友)’를 
의인화하고 이들에게 의미를 부여해 마음의 밝은 
덕, 포용력, 결단력 등의 긍정적인 속성을 이끌어 
내며 수신(修身)과 치국(治國)의 도리를 밝히고 있
다. 그리고 (다)의 화자는‘들국화’를 의인화하여 시
련에도 굴복하지 않는 지조와 고결한 기품 같은 긍
정적 속성을 이끌어 내고 있다. 즉, (가)와 (다)는 
사물을 의인화하여 긍정적인 속성을 이끌어내고 있
는 것이다.
① (다)에서는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는 만족감을 찾
을 수 없다. (가)는‘이이립’의 시골에서의 삶에서, 
(나)는 화자의 삶에서 만족감을 찾을 수 있으나, 두 
작품에서 하늘의 이치를 말하고 있지 않아 거기에 
순응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말하기 어렵다.
② (나)는‘도원(桃源)’이라는 이상향의 이미지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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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강호한정(江湖閑情)이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
낸다고 볼 수 있으나, (가)와 (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가)에는 미래에 이이립이 출사하여 그 역량을 
발휘하기를 희망하는 내용이 나오나, (나)에서는 미
래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그리고 (가)의 글쓴이나 (나)의 화자가 현재의 어려
움을 견뎌내는 상황이 제시되지도 않았다.
⑤ (다)에서는 특정한 장소에 대한 애정이나 내적 
갈등 해소를 찾을 수 없다. (나)에서는‘어촌(자연)’이
라는 특정한 장소에 대한 애정이 나타나지만, 내적 
갈등이나 그것을 해소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31. 서술 방식의 이해 정답 ④
‘통념’은‘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을 말한다. 
그런데 (가)에는 통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당
대의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은 없다.
① (가)의 글쓴이는‘어찌 참으로 입으로 먹고 배를 
채우기 위한 계책이라고 하겠는가.’,‘어찌 불을 화덕
에 피울 뿐이겠는가.’,‘어찌 석 잔 술의 의미를 알
지 못할 우려가 있겠는가.’,‘어찌 감히 옳은 말을 
거역하겠는가.’,‘그 취하여 잘 쓰는 바가 어찌 작겠
는가.’등의 의문문 형식을 빌려 자신이 주장하는 바
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가)의 글쓴이는 마지막 문단에서 가정의 방식
(훗날에 예를 갖춘 부름에 ~ 하지 못할 것이다.)으
로 자신의 벗인 이이립이 나중에 출사의 기회를 얻
어 그 역량을 발휘할 것을 바라고 있다.
③ (가)의 글쓴이는 첫 문단에서 이이립의 말을 인
용하여 그가‘서파삼우’라는 별호를 지은 이유와‘양
수, 뿔잔, 쇠칼’이라는 제재를 소개하고 있다.
⑤ (가)의 글쓴이는 진평과 두여회의 역사적 사례를 
들거나 공자나 맹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근
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32. 시어 및 시구의 함축적 의미 이해 정답 ⑤
(나)에서 <추사 3>의‘흔들린다’는 바람이 불어와 나
무 끝이 흔들린다는 의미로 풍경을 제시한 것이고, 
<동사 8>의‘염치 마라’는 파도 소리가 속세의 번잡
함을 가로막는 것을 꺼리지 말라는 의미로, 둘 다 
화자의 심리적 갈등과는 관련이 없다.
①‘낙홍’과‘백빈 홍료’는 현재 화자가 위치하거나 바
라보는 공간이 절경이라고 느끼게 하며 흥취를 유

발하는 소재이다.
②‘인세 홍진’과‘세상’은 자연과 대조적인 곳으로, 
화자가 부정적으로 여겨서 가려지기를 원하는 공간
이다.
③ 닻을 들고 돛을 다는 것은 배를 움직이기 위한 
어부의 동작이므로, 배의 운항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배 매어라’는 배의 운항이 아닌 정박과 관
련이 있다.
④ <하사 2>의‘백구’와 <동사 8>의‘솔’은 의인화된 
소재로, 화자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여기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3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다)와 <보기>에서는 구체적인 시선의 이동을 확인
할 수 없다. 특히 <보기>는 시선이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① <보기>에는 시각적 이미지만 나타나고, (다)에는
‘언뜻 풍겨 주는 그 향기’에서 후각적 이미지를 찾
을 수 있다.
② <보기>에서는 봄의 온화한 기후를 나타내는‘삼
월 춘풍’과 나뭇잎이 다 떨어진 겨울의 춥고 쓸쓸
한 풍경을 나타내는 ‘낙목한천’이라는 시어를 통해 
계절의 대비를 확인할 수 있으나, (다)에서는 계절
의 대비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다)에서는‘들국화’의 꿋꿋한 절개와 은근한 기품
을 칭찬했고, <보기>에서는 서릿발이 심한 속에서
도 굴하지 않고 외로이 피어 있는‘국화’의 절개를 
칭찬하고 있다.
④(다)에서는‘바람’과‘서리’가‘들국화’나‘난초’,‘방초’
에게 닥치는 시련을 상징하는 시어이고, <보기>에
서는‘낙목한천’이‘국화’에게 닥치는 시련을 상징하는 
시어이다.

34.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 ②
이 글에서 ㉠은‘이이립’을, ㉡은 (가)의 글쓴이를, 
㉢은 (나)의 화자를, ㉣은‘들국화’를 가리킨다. (가)
의 글쓴이는‘이이립’이 그의 별호인‘서파삼우’의 속
성과 관련한 덕목을 얻어 훗날 벼슬자리에 나아가 
능력을 발휘하기를 바라고 있다.‘이이립’이‘칼’을 통
해 얻을 수 있는 덕목이 공평함과 결단력이다. 그
러므로 (가)의 글쓴이는‘이이립’이 <보기>의‘모영’처
럼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고, 딱 잘라서 일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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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역량을 갖추기를 기대한다고 짐작할 수 있
다.
�지문에서 정답 찾기:‘칼이라는 것은 쇠이다. 가을
의 기운과 부합하니 그 덕은 예리한 데에 있다. 그 
예리함을 물체에 쓰매 진평(陳平)은 고기의 분할을 
심히 공평히 하였고, 정치에 쓰매 여회(如晦)는 일
을 결단력 있게 잘 처리했다.’에서‘이이립’이‘칼’의 
속성을 통해 공평함과 결단력이라는 덕목을 지닐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① ㉠은 현재 시골인 영천의 서파리에 살면서 스스
로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으므로, 전원생활을 즐긴
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사람들이 나와 벗하지 않
고, 나도 또한 사람들과 사귀려 하지 않았다.’로 볼 
때 그는 학자들과 어울려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니
다.
③ <보기>의‘전하’는 백성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
해 인재를 발탁하려고 고민하고 있으므로, 무도한 
군주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애쓰는 군주로 볼 수 
있다. 즉, ㉡과 ㉢이 정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 
나아가 섬길 만한 대상인 것이다.
④ (나)의 화자인 ㉢은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인물인데,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정치를 
해 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는 내용은 (나)에서 찾
을 수 없다.
⑤ ㉣은‘들국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에서‘들국
화’는 절개와 지조를 지닌 은사(隱士)를 빗댄 것이
지, 임금을 빗댄 것은 아니다.

기술 (고득점 300제)

박근대, ‘노트북의 전지’
이 글은 최근 노트북에 사용되고 있는 리

튬 이온 전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하
고 있다. 노트북은 휴대하기 편리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지가 필요하다. 리튬 이온 
전지는 방전과 충전을 반복해도 전지의 전기 
용량이 줄어드는 메모리 효과 현상이 없고 
다른 2차 전지에 비해 수명이 월등히 길며 
용량과 출력되는 전압이 각각 2배와 3배 정
도나 된다. 게다가 자연 상태에서 방전되는 

비율도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장점 
때문에 최근 리튬 이온 전지가 노트북의 전
지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
하다는 점을 글쓴이는 지적하고 있다.

주제 : 리튬 이온 전지의 장점과 단점
•1문단：노트북의 개념과 전지의 필수성
•2문단：1차 전지와 2차 전지의 특징과 구

성 요소
•3문단：노트북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전

지의 원리
•4문단：리튬 이온 전지가 노트북의 전지

로 사용되는 이유
•5문단：리튬 이온 전지의 단점과 안전장

치의 필요성
35. 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 ③

리튬 이온 전지는 다른 2차 전지에 비해 수명, 용
량, 출력되는 전압, 자연 상태에서 방전되는 비율 
등에서 매우 월등하다. 그러나 이 글에 리튬 이온 
전지가 니켈 카드뮴 전지보다 가격 면에서 더 경제
적이라는 언급은 없다.

① 5문단에서 리튬은 금속 상태보다는 리튬 이온 상태가 상대
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전지에 사용할 때 이온 상태로 주입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망간 건전지는 한 번만 방전할 수 있는 1차 전
지이지만, 납 전지는 방전과 충전을 반복할 수 있는 2차 
전지라고 언급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리튬 이온 전지가 다른 2차 전지보다 수명이 월
등히 길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1문단에서 노트북은 휴대하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
고 있다.

36. 그림 자료에의 적용  정답 ⑤
4문단을 보면 니켈 전지는 충전하는 것을 반복하면 
메모리 효과가 발생하나 리튬 이온 전지의 경우 메
모리 효과 현상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⑤에
서 메모리 효과로 인해 용량이 줄어든다는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① 리튬 이온 전지는 금속 산화물을 양극 ㉮로, 흑연을 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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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한다.
② 노트북을 충전할 때 양극 ㉮에 있던 리튬 이온이 전해질을 

통해 음극 ㉯로 이동한다.
③ 노트북을 방전했다는 것은 노트북을 켰다는 의미로, 이때 

전류는 도선을 따라 리튬 이온 전지의 양극 ㉮에서 음극 
㉯ 쪽으로 흐른다.

④ 3문단에서 노트북을 켜면 음극의 리튬 이온이 전해질을 통
해 양극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37. 새로운 정보의 생성  정답 ④
리튬 이온 전지는 다른 2차 전지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전압을 출력하는데 이는 리튬 이온 전지의 장
점이다. 따라서 리튬 이온이 지나치게 높은 전압에 
노출되지 않도록 전지가 생산하는 전압을 낮추자고 
한 ④는 적절하지 않다.

① 리튬 이온 전지는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 폭발할 위험이 있
으므로 리튬 이온 전지 주변에 냉각 장치를 하는 것도 안
전장치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② 전지 내부에 채워진 전해질은 불에 쉽게 가열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를 제어하는 장치를 하는 것도 안전장치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③ 리튬 이온 전지 내부에 강한 전류가 들어오면 폭발할 수 
있다. 따라서 강한 전류가 전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
는 과전류 방지 장치를 하는 것도 안전장치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⑤ 고온이나 충격으로 인해 리튬 이온 전지의 내부 압력이 올
라가면 폭발할 수 있다. 따라서 압력이 올라갔을 때 전지 
내부의 압력을 낮출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것도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사회 (수능특강)
정한규,「기업의 유가 증권 투자」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을 표시한 권리 증서

이다. 이러한 유가증권은 국가, 공기업, 회사 
등 발행 주체가 다양할 수 있다. 기업은 현금
을 다량으로 보유하기보다 적정량을 유가증
권에 투자하면 기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
다. 이 글은 기업이 유가증권에 투자할 때 고
려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업이 유가증권에 투자할 때 고려할 사항
을 따져 가며 읽는다.

[ 해제 ] 기업의 유가증권 투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현금을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면 기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므로, 당

장 사용하지 않는 유휴 자금은 국공채·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가증권을 투자할 때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유
가증권의 지급 불능 위험, 시장성, 만기이다. 
이때 지급 불능 위험이 높을수록, 시장성이 
낮을수록, 만기가 길수록 투자자들은 해당 유
가증권에 대해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경향
이 있다. 따라서 해당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잘 따져 유가증권에 투자해야 한다.

[ 주제 ] 기업의 유가증권 투자의 필요성
과 투자 시 고려 사항

�1문단: 유가증권 투자의 필요성과 목적
�2문단: 유가증권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3문단: 투자 시 고려 사항 1 - 지급 불

능 위험
�4문단: 투자 시 고려 사항 2 - 시장성
�5문단: 투자 시 고려 사항 3 – 만기

38. 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 ③
무보증 사채와 기업 어음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지급 불능 위험이 큰 대신에 
수익률이 높다.
① 유가증권에는 발행 주체에 따라 국공채·회사채·
기업 어음·보증 사채·무보증 사채 등이 있다고 하였
다. 이를 토대로 유가증권의 발행 주체가 국가, 기
업 등으로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유가증권은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
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유가증권의 시장성을 평가
한다는 것은 만기가 되기 전에 유가증권을 사고팔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만기 전에 유가증권을 
되파는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현금을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는 것은 
기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린다고 전제한 뒤, 유가증권
에 투자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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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업은 사용하지 않는 여유 자금의 투자처를 마
련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다.
⑤ 시장성이 낮은 유가증권은 짧은 시간 내에 손실
을 보지 않고 환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따라
서 시장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비해 수익률이 높다
고 하였다.

39.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⑤
㉰는 ㉱에 비해 지급 불능 위험은 낮고 시장성은 
높다. 따라서 수익률은 ㉱에 비해 ㉰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이렇게 수익률이 낮아도 환금의 용이
성을 우선시하는 기업이라면 시장성이 높은 ㉰를 
택해야 한다. ㉱는 ㉰에 비해 시장성이 낮아서 그
만큼 환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① 시장성이 높을수록 유가증권을 빠른 시간에 환
금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시장성이 낮은 유가
증권에 대해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시장성만을 고려할 때 시장성이 낮은 ㉮와 ㉱의 수
익률이 시장성이 비교적 높은 ㉯와 ㉰의 수익률보
다 높을 것이다.
② 지급 불능 위험이 높은 기업의 유가증권에 대해 
기업은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급 불능 위험만을 고려할 때, ㉯와 ㉱의 수익률
이 ㉮와 ㉰보다 높을 것이다.
③ 만기가 길면 금리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져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도가 상승한다고 하였으므로 만기
만을 본다면 ㉯와 ㉱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④ 이 글에서는 국공채를 지급 불능 위험과 관련해 
설명하였다. 국공채는 지급 불능 위험이 거의 없는
데, 이는 부도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나 
공공 기관 등이 발행 주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급 불능 위험이 더 낮은 ㉰가 ㉮보다 국공채일 
확률이 더 높다.

40. 생략된 내용의 추리  정답 ②
마지막 문단을 보면 만기가 길수록 금리를 예측하
기 어렵다고 했고, 그에 따라 가격 변동에 따른 위
험도가 상승한다고 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이 높아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만기가 긴 유가증권이 상대적
으로 위험도가 더 크고 이자율도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 이 글의 내용으로 보면, 이자율이 높아야 투자
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지, 만기가 길다는 
이유만으로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이 글의 제한된 정보만으로 유가증권의 만기와 
금리와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만기가 길면 금리를 예측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한 내용으
로 미루어 보면, 만기가 긴 것이 금리라는 변수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 있다.

41. 어휘의 의미 파악  정답 ③
‘처분(處分)’은‘처리하여 치움.’이라는 의미이다. ㉢
의‘매각(賣却)’은‘물건을 팔아 버림.’이라는 뜻으로, 
모두 지금까지 대상과 맺었던 관계를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당하다.
① 모집(募集): 사람이나 작품, 물품 따위를 일정한 
조건 아래 널리 알려 뽑아 모음.
② 관측(觀測): 자연 현상의 변화 따위를 관찰하여 
측정함.
④ 변상(辨償):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 줌.
⑤ 조밀(稠密): 촘촘하고 빽빽함.

현대소설 (수능특강)

황석영,「가객(歌客)」
이 작품은 온갖 시련을 이겨 낸 끝에 예술

적 경지에 도달하게 된 가객의 이야기를 다
루고 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아무리 아
름다운 예술이라도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바
탕이 되지 않는다면 참다운 예술이라 할 수 
없으며, 타인에 대한 사랑과 겸손을 담은 예
술이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진정한 예술적 아름다움을 느끼게 할 수 있
다고 말하고 있다.

음악에 대한‘수추’의 생각과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파악하며 읽는다.

[ 해제 ]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인 거지
‘나(깨꾸쇠)’가, 온갖 시련을 겪은 후에 진정
한 예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 가객‘수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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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마치 신화나 전설처럼 담담하면서
도 신비한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전달하고 있
다. 또‘나’의 눈에 비친‘수추’의 모습을 순차
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수추’가 
죽은 후 그를 그리워하는 장면에서 시작하여 
그를 만나고 그가 죽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하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 주제 ]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도달
하게 된 진정한 예술의 경지

전체 줄거리 : ‘나’는 자신에게 세상의 아름
다운 이치를 깨닫게 해 준‘수추’가 다시 살아
나기를 기다린다. 어느 날 마을을 찾아든‘수
추’는 신묘한 노래를 부르지만 추한 외모를 
혐오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마을 
사람들을 피해 강 건너편으로 간다. 강 건너
편에서‘수추’는 예술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수추’는 다시 마을로 돌아온다. 마을 사
람들은 그의 노래에 위안과 감동을 받는다. 
그런‘수추’를 못마땅하게 생각한‘장자’는‘수추’
를 죽이고, 마을 사람들은‘수추’의 죽음을 믿
지 않으며,‘나’도 수추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42.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수추는 저자 사람들을 피해 강 건너편에 갔다가 갑
자기 다시 저자에 나타난다. 서술자는 강 건너편에
서 그가 했던 행동과 그 당시의 심리를 자세히 서
술하여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한 독자의 궁금증을 풀
어 주고 있다.
① 역순행적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사건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
지 않다.
④‘의식의 흐름 기법’이란 등장인물의 마음속 상태
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서술 방법인데, 이 글에
는 이 방법이 쓰이지 않았다.
⑤ 강 건너편에서 수추가 노래를 할 때 짐승들이 
모여드는 비현실적 사건이 나오기는 하나 이는 인

물의 내적 갈등 상황을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 갈
등을 해소시키지는 않는다.

43. 인물의 성격 및 태도 파악 정답 ②
[Ⅰ]에서 수추는 이미 음악을 완성했지만 자신의 외
모와 그 외모로 인한 저자 사람들의 저주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런데 수추가 [Ⅱ]에 가서 마음의 평
화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완성했다고 생각한 
음악을 버렸기 때문이다.
� 지문에서 정답 찾기:“나는 드디어 가락을 찾아
내고 ~ 완성하자마자 나는 내 얼굴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로 미루어 볼 때, 수추는 [Ⅰ]에서 이미 
음악을 완성했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① 수추가 강 건너편으로 간 것은, 저자 사람들이 
자신의 추한 얼굴을 보고 자신을 미워하자 그들을 
피해 마음껏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이다.
③ 수추는 강 건너편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자신의 
음악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했고 강 건너편에 도착해
서도 이런 생각에 젖어 자신의 음악에 대해 자만한 
마음을 가졌다. 그러나 거문고가 부서져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됐을 때, 음악에 대한 집착
에서 벗어나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④ 수추는 강 건너편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
고, 다시 저자로 돌아가 자신이 진정으로 깨달았는
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
⑤ 수추가 강 건너편에 가기 전에 저자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지만, 수추가 다시 저자로 돌아왔을 때
에는 그에게 음식을 그득그득 담아 줄 정도로 호의
적인 태도를 취했다.

44.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에서 수추는 자신의 음악이 완전할 수 없음을 깨
닫는다.‘예술’의 경지에 대한 집착을 버린 것이다. 
그리고 ㉯에서처럼 저자로 돌아와서는 이전과 다르
게 공손하게 청하여 조심스럽게 노래를 부르게 되
며, 이 노래는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용기를 돋아나
게 한다. 즉, 예술을 통해 인간의 완성이라는‘예도’
의 경지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수추
는 예술의 완성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예도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①, ② ㉮에서 수추는‘예술’의 경지에 대한 집착을 
버렸으며,‘예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인
식하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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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추는‘예도’에 도달하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술’에의 완성에 대한 집착을 버려서‘예도’에 이르
게 될 것이다.
④ ㉯에서 수추는 자신의‘예능’을 활용하지만, 이를 
통해 ‘예술’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지는 않았다.

45.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④
㉣의 앞부분에서 수추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못
하게 되자 드디어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했다. 
그리고 ㉣의 뒷부분에서 수추는 노래만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미워했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
했다고 했다. 따라서 ㉣을 통해 수추가 과거의 자
기 모습을 그리워한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
다.
�지문에서 정답 찾기:‘어느 날 그는 ~ 평화로운 잠
을 잤다.’에서 볼 수 있듯이 수추는 음악에서 놓여
나자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수추는 음악과 노래에 집착하던 과거를 그리워
하지는 않았으리라 판단할 수 있다.
①‘나’는 종기투성이에 얼굴이 찌그러져 있지만 미
움 같은 건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수추는 추악한 
외모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상처를 입고 있다.‘나’가 
다리 밑을 반씩 나누어 쓰자고 제안한 것은 그런 
수추를 안쓰럽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② 수추는 자신의 얼굴이 음악을 완성한 자의 얼굴
이 아님을 깨닫고 괴로워했다. 이런 점에서 수추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추악한 얼굴을 잊기 위해 더 
열심히 노래를 했을 것이다.
③ ㉢의‘애증’은 수추 자신에 대한 감정이다. 이를 
통해 수추는 자신이 밤에 노래를 할 때 짐승들이 
모여들면 자신에 대한 애정을 느꼈을 것이고, 아침
이 되어 자신의 추악한 얼굴을 보고 짐승들이 달아
날 때면 자신을 증오했을 것이라는 추리가 가능하
다.
⑤ 수추는 과거 물 위에 떠오른 추악한 자신의 모
습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정했는데, 이는 음악을 완
성한 자의 얼굴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런데 지금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 이상 자신의 노
래에 대해 자만하지 않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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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수능 언어 EBS 
정선 모의고사 2회 풀이

1

1  ④ 2 ④ 3 ④ 4 ② 5  ⑤

6  ③ 7 ④ 8 ① 9 ④ 10  ②

11  ③ 12 ④ 13 ⑤ 14 ② 15  ①

16 ⑤ 17 ⑤ 18 ⑤ 19 ④ 20  ③

21 ⑤ 22 ② 23 ③ 24 ⑤ 25  ⑤

26 ② 27 ④ 28 ④ 29 ⑤ 30  ③  

31 ⑤ 32 ⑤ 33 ⑤ 34 ③ 35  ⑤

36 ⑤ 37 ④ 38 ③ 39 ④ 40  ③ 

41 ⑤ 42 ④ 43 ② 44 ④ 45  ③

1. 연상하기(고득점 300제) 정답 ④
(다)의 내용은 새끼 거북들이 모래를 헤치고 나오

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어 탈수 증상이 생기지만 이
로 인한 갈증이 뜨거운 모래사장을 기어가 바다에 
다다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삶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생각되는 것들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으로 연상의 고리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이 ‘경험자들의 의견을 참조’한다는 것이
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것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① 지도에는 목적지에 이르는 다양한 길이 나타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따
라 다양한 진로 탐색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연상할 수 있
다.

② (가)는 목적지에 이르는 지도상의 모든 길들이 목적한 방
향으로 가는 직선 코스는 아니며, 때로는 목적한 방향과는 달리 
돌아서 가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잃지 않으면 결국은 최종 목적지에 이를 수 있
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목표에 이르는 직선 
코스, 즉 최선의 길은 아닐지라도 처음에 탐색한 진로 목표의 방
향을 잃지 않으면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을 연상할 수 있다.

③ ‘황폐해진 숲이라도, 쓰러진 나무로 인해 작은 나무들과 풀
들은 빛과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미래에는 새로

운 식물종이 서식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에서, ‘현재 부
정적이라고 평가되는 분야도 앞으로는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을 연상할 수 있
다.

⑤ 모래 틈을 헤집고 나오기 위해 고생하였기에 탈수 증상이 
생겼으나, 그러한 갈증이 뜨거운 해변을 가로질러 바다로 향해 
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에서, 장애 요인을 목표 달성의 원동력
으로 삼는 전략 수립의 내용을 연상할 수 있다.

2.고쳐쓰기 (고득점 300제) 정답 ④
‘증가(增加)’는 ‘양이나 수치가 늚.’의 뜻을 나타내
는 말로, ‘증가하다’, ‘증가되다’는 ‘인구, 수출, 소
득, 자동차 수, 소비, 컴퓨터의 보유 대수, 도서관
의 장서’ 등과 어울려 쓰인다. ‘증폭’은 라디오 따
위에서 전압, 전류의 진폭이 늘어 감도(感度)가 좋
아지거나 진폭을 늘여 감도를 좋게 하는 것, 또는 
그 일을 가리킨다. 따라서 음파를 크게 키우는 것
을 나타내기 위해 ‘증폭’이라는 어휘를 적절하게 사
용하였는데도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증가’로 바꾸
자고 한 ④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① ‘기원(起源)’은 ‘사물이 처음으로 생김. 또는 그런 근원.’을 
말하는데, 첫째 문단에서는 ‘기타의 기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기>의 계획에 맞게 ‘첫째 문단에 ‘기타
의 기원’을 추가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② 계획에 따르면, 기타의 구조에 대해 설명한 이후 기타의 
종류를 설명해야 하는데, 제시된 글에서는 그 순서를 뒤바
꾸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을 맞바꾸
는 것은 적절하다.

③ 둘째 문단의 주된 내용은 기타의 종류에 관한 것인데 그 
문단에서 기타의 주법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
절하지 않으므로 ㉠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되어져’의 ‘되어’가 이미 피동인데 ‘-져(-지어)’라는 피동
을 거듭 사용한 경우이므로 이를 ‘되어’로 수정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4. 개요의 작성 및 수정 (수능특강) 정답 ②
㉡을 고려할 때,‘Ⅱ-1-가’의 내용을 부각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자료는,‘학교에서 응급 처치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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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확보한 교육 자료 현황’이라 할 수 있다. 즉, 
현재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응급 처치 교육 자료가 
부족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현황 자료
가 필요할 것이다.‘학교에서 구입할 예정인 응급 처
치 장비 목록’은 현재 응급 처치 교육 자료가 부족
한 것을 부각하는 것과 거리가 있다.
① ㉠을 고려할 때,‘Ⅰ’에서는 학교 체육 대회에서 
응급 처치로 위기 상황을 벗어난 학생들의 사례들
을 모아 자료로 제시하면‘응급 처치 능력의 필요성’
을 부각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을 고려할 때,‘Ⅱ-1-다’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
할 필요가 있다. 즉,‘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은 그와 관련된 실습 교육을 통해 높일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응급 상황 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교육 강화’라는 항목을‘Ⅱ-2’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을 고려할 때, 상위 항목에 포함되기 어려운 
내용은 ‘Ⅱ-2-다’라 할 수있 다.‘응급 의료 기관과
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한다고 해서‘응급 처치 교육
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⑤ ㉤을 고려할 때,‘Ⅲ’에서는 글의 논지를 정리하
여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⑤와 같이 
교육 목적이‘응급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위함이
고, 교육 대상이‘학생’임을 명료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5. 자료의 해석 및 활용 (수능특강) 정답 ⑤
(나)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초 노령 연금이 매우 미

미한 수준이며, 공적 연금의 수혜자가 많지 않은 
현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다)의 두 번째 인터
뷰에서는 노인을 위한 주거나 의료 복지 시설이 매
우 부족하며 민간시설의 이용료가 비싸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두 자료를 토대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은 연금 수혜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노인
을 위한 주거나 의료 복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그런데 ⑤에서는 계층 간 소득 격차 문
제의 해결을 노인의 주거 및 의료 복지 지원 확대
의 선행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나)와 (다)
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
다.

① (가)의 첫 번째 통계 자료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임을 보여준
다. 그리고 두 번째 통계 자료는 학대 받는 노인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두 자
료는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자료로 적절하다.

② (다)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
체 시민 단체 유관기관 등에 의해 행해지는 노인 
복지 활동이 제각각 이루어져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가)의 첫 번째 통계 자료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임을 나
타내고 있는데 (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 노령 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공적 연금의 수혜자수를 늘려야 한다.

④ (가)의 두 번째 통계 자료에서는 노인 학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 시
설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6. 어휘의 의미와 쓰임 파악 (고득점 300제) 정
답 ③

ⓐ ‘종결’은 ‘끝을 냄. 일을 끝마침.’의 의미로 ‘ㄴ’
에 해당하며, ⓑ ‘저술’은 ‘글을 지어 책을 만듦.’의 
의미로 ‘ㄷ’에 해당한다. ⓓ ‘경작’은 ‘땅을 갈아 농
사를 지음.’의 의미로 ‘ㄹ’에 해당하고, ⓔ ‘날조’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밈.’의 의미로 
‘ㄱ’에 해당한다. 그러나 ⓒ ‘축조’는 ‘다지고 쌓아
서 만듦.’의 의미로 ‘ㄱ~ㄹ’의 예문에는 해당되는 
표현이 없다.

7. 조사 및 어미의 의미 및 특성 파악 (고득점 
300제) 정답 ④

‘2-(1)’은 ‘동생이 상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배탈
이 났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어미 ‘-고’
가 앞의 내용이 뒷내용의 이유가 될 때 사용된 것
이다.

① ‘1－⑴’은 조사 ‘고’가 명사 뒤에, ‘1－⑵’와 ‘1－⑶’은 조사
인 ‘에서’나 ‘께서’ 뒤에 결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② ‘1－⑵’의 조사 ‘고’는 ‘집’, ‘학교’ 등의 사물을 나열할 때 
사용되었고, ‘2－⑶’의 어미 ‘-고’는 ‘목도리를 하는 행위’, 
‘장갑을 끼는 행위’ 등을 나열할 때 사용되었다.

③ ‘1－⑵’의 조사 ‘고’는 ‘에서’ 뒤에 붙어 ‘집’과 ‘학교’를 장소
를 의미하는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고 있으며, ‘1－⑶’의 조
사 ‘고’는 ‘께서’ 뒤에 붙어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같은 자
격으로 이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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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⑵’의 어미 ‘-고’는 ‘싸다’와 ‘비싸다’라는 대립적 관계
의 의미를 지닌 말들을 연결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언어 (수능특강)

나찬연,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
이 글은 어떤 일의 발생 시각을 언어적으

로 표현한 시제의 두 종류인‘절대 시제’와‘상
대 시제’의 개념과 그 쓰임에 대해 설명한 글
이다.

‘절대 시제’와‘상대 시제’의 개념을 중심으
로 글을 읽도록 한다.

[ 해제 ]‘절대 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발화시와 사건시의 선후 관계를 비교함으로
써 성립한다. 그런데 안은문장의 일부 안긴문
장과, 이어진문장의 일부 앞절의 시제를 안은
문장이나 뒷절의 사건시를 기준으로 삼아 상
대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상대 
시제’라한다.‘상대 시제’를 설정하면 동일한 
시제 형태소를 각기 다른 시제로 해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 주제 ]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의 개념과 
상대 시제의 설정 이유

�1문단:‘시제’의 개념과 표현 방식
�2문단:‘절대 시제’의 개념과 종류
�3문단:‘상대 시제’의 개념
�4문단:‘절대 시제’와‘상대시제’로 분석한 

사례
�5문단:‘상대 시제’를 설정한 이유

8. 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 ①
1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국어에서 시제는‘-었-, -
(ㄴ)는-, -겠-’등과 같은 용언의 어미나‘어제, 지금, 
내일’등의 시간 부사에 의해 표현된다.
�지문에서 정답 찾기: 1문단의‘국어에서 시제는~ 

표현된다.’에서 알 수 있듯이 국어에서 시제는 용언
의 어미와 시간 부사에 의해 표현된다.
② 상대 시제는 안은문장이나 뒷절의 사건시를 기
준 삼아 결정한다.
③ 절대 시제에서 시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말하는 이가 현재 발화하는 시간인 발화시이다.
④ 절대 시제에서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선 경우
는 사건시의 시제가 미래 시제로 표현된다.
⑤ 5문단의 사례 (2)는 안은문장의 시제가 현재(ㄱ), 
과거(ㄴ), 미래(ㄷ)인데, 안긴문장인 인용절을 상대
시제로 해석하면 모두‘현재’가 된다. 이처럼 인용절
을 상대 시제로 해석하면 안은문장의 시제와 일치
하지 않을 수도 있다.

9.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 ④
ㄱ~ㄹ은 관형절을 안은 문장으로, 안긴문장인 관형
절은 안은문장의 사건시를 기준으로 삼아 결정되는 
상대 시제로 해석될 수 있다. ㄹ의‘읽은’은 안은문
장의 발화시를 기준으로 보면(절대 시제) 과거보다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고 안은문장의 사건시를 기준
으로 보면(상대 시제) 안은문장의 사건시보다 앞서 
일어났으므로 과거 시제가 된다.
①, ② 발화시를 기준으로 볼 때, 즉 절대 시제로 
보면 ㄱ의‘읽는’은 발화시와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
므로 현재 시제이고, ㄴ의‘읽는’은 발화시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과거 시제이다. 그런데 안은문장
의 사건시를 기준으로 볼 때, 즉 상대 시제로 보면 
ㄱ의‘읽는’은 주절의 시제와 동일한 시간에 일어났
으므로 현재 시제이고, ㄴ의‘읽는’역시 안은문장의 
시제와 동일한 시간에 발생한 과거의 사건이므로 
현재 시제이다.
③ ㄷ의‘읽은’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볼 때, 즉 절대 
시제로 보면 안은문장의 발화시보다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과거 시제이고, 안은문장의 사건시보다 
앞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상대 시제로 보아도 역시 
과거 시제이다.
⑤ 안은문장의 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삼는 절
대 시제로만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ㄱ과 ㄷ
의‘빼앗는다’는 현재 시제이고, ㄴ과 ㄹ의‘빼앗았다’
는 과거 시제이다.

10. 사례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②
언어의 특성 중 물리적으로 연속된 실체를 분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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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표현하는 것을‘언어의 분절성’이라고 한다. 무지
개의 색과 색 사이는 경계가 모호함에도 우리는 무
지개의 색깔을‘빨, 주, 노, 초, 파, 남, 보’라는 일곱 
가지 색으로 구분하여 표현하는데, 바로 이것이‘언
어의 분절성’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그러므로 이는 
㉠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적절하다.
① 언어의 추상성: 많은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공
통의 속성만을 추출하는 추상화 과정을 통하여 개
념이 형성된다.
③ 언어의 문법성(법칙성): 언어는 일정한 법칙이 
있고, 이를 준수해야 올바른 의미를 전달할 수 있
다.
④ 언어의 역사성: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
리와 의미가 변하거나, 문법 요소에 변화가 생긴다.
⑤ 언어의 사회성: 언어는 음성과 의미 사이의 관
계가 사회적으로 수용된 후에는 한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

 과학 (인터넷 수능 비문학) 

션 캐럴,「박테리아는 어떻게 효소 생산을 
통제할까?」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어떻게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생산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세포가 되는지를 박테리아의‘효
소 유도 현상’을 예로 들어 설명한 글이다. 
대장균은 락토오스가 등장하면 베타-갈락토
시다아제라는 효소를 생산하여 글루코오스를 
만들어 낸다. 이 과정은 베타-갈락토시다아
제 유전자에 존재하는 스위치가 작동함으로
써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해 세포들이 단백질
을 선택적으로 생산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주제: 박테리아의 효소 생산 유도 과정
1문단: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갖지만 다른 단

백질을 생산하는 세포
2문단: 생물학자들이 대장균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효소유도현상
3문단: 쌍을 이룬 염기들이 두 개의 가닥을 

이루고 있는 DNA 염색체
4문단: DNA 유전자 정보가 단백질로 해독되

는 과정
5문단: 락토오스 억제 물질의 효소 생산 통

제 과정
11.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 정답 ③
이 글은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포가 
어떻게 다른 단백질을 생산하게 되는지에 대한 원
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박테리아의 효소 유도 현상
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
다. 또한 박테리아의 효소 유도 현상에 대한 연구
가 지니는 과학적 의의를 마지막 문단에서 제시하
며 글을 마무리 짓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과학 원리
의 응용 가능성을 전망하거나 기존 이론을 보완하
고 새로운 이론을 소개하고 있지 않으므로, ㄴ, ㅁ
은 적절하지 않다.

12. 핵심 정보의 확인 정답 ④
이 글은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어떻게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생산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세포가 되는지를 박테리아의‘효소 유도 현
상’을 예로 들어 설명한 글이다. 박테리아의‘효소 
유도 현상’도 결국 세포들이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로 예를 든 것
이다. 박테리아의 효소 유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전 단계로 유전 정보가 저장되고 복제되고 해독되
는 방식과 메신저 RNA가 DNA 염기 서열을 전사
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3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 ②
㉠에서 스위치가‘켜진다’는 것은‘기계 따위가 작용
을 받아 움직인다.’는‘작동(作動)’의 의미이다.
① 등불이 켜졌다 꺼졌다 함.
③ 어떤 형상이 이루어짐.
④ 사물이 생겨남. 생겨 이루어지게 함.
⑤ 불이 일어나거나 타기 시작함.

14.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정답 ⑤
(가)는 락토오스가 없을 때의 상황으로DNA에 락토
오스 억제 물질이 붙어 있고, 스위치는 꺼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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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나)는 락토오스가 있을 때의 상황으로 DNA
에서 락토오스 억제 물질이 떨어지고, 스위치가 켜
지면서 mRNA 전사가 이루어지며‘베타-갈락토시다
아제’효소가 만들어진다. 이 과정을 통해 락토오스
는 글루코오스와 갈락토오스로 분해된다. 글루코오
스가 있는 곳에서는 대장균이 베타-갈락토시다아제
를 만들지 않으므로, 글루코오스의 양이 풍부할수록 
(나) 단계로의 이동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잘못된 
진술이다.

시가 복합 (인터넷 운문)
가.오장환,. 여수.
이 시는 방랑의 세월 속에서 때로는 슬퍼

하며 때로는 절망하는 화자가 과거의 순간들
을 떠올리며 추억에 젖는 모습을 그린 작품
이다. 인생이라는 여행의 과정에서 가끔씩 찾
아오는 우수와 근심은 화자의 내면을 흔들고 
과거를 돌아보게 한다. 화자는 자신이 살아온 
현실을 아는 것처럼 믿었으나 사실은 모르고 
있었음을, 그래서 신뢰할 그 무엇도 없음을 
문득 괴롭게 깨닫는다. 그리고 그럴 때면 고
향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에 젖게 되는 것이
다.

주제 : 방랑의 삶에서 느끼는 향수
1연: 여수에 잠겨 추억을 떠올림.
2연: 현실을 모르고 살아온 삶에 대한 자

책
3연: 괴로운 행려 속에서 느끼는 향수
-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 비유를 통해 시적 대상을 그리고 있다.
- 관념적 대상을 구체적 대상에 빗대어 표

현하고 있다.

나.천양희,. 마음의 수수밭.
이 시는 마음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화

자가 산을 올려다 보고, 산을 오르면서 자신
의 어지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정화하는 모습
을 그린 작품이다. 시의 도입 부분에서 화자
의 마음은 수수밭을 지나듯, 어두컴컴한 저녁

을 지나듯 암울하고 복잡하다. 그러던 화자가 
등짝을 때리는 바람에 밀려 골짜기를 지나면
서 산을 발견한다. 올려다보는 산은 하늘과 
맞닿아 푸르기만 하다. 그리고 어두컴컴한 자
신과 다른, 그 푸른 것들이 이제 화자의 어깨
를 치면서 부추긴다. 막막함과 혼돈을 넘어 
이제 화자는 제정신이 들면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되찾게 된다. 자신이 처한 상황, 그로 
인한 마음 상태 등을 성찰하면서 화자는 지
금까지와는 다른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상승 이미지와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를 중심으로 화자의 심리 변화, 각성
(깨달음)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그려 내고 있
다.

주제 : 혼란한 마음의 정화와 깨달음에 이
르는 과정

1~7행: 어수선하고 어두운 마음 상태
8~13행: 깊은 절망 속에서 산을 발견함.
14~16행: 산을 오르며 제정신이 듦.
17~22행: 새로운 깨달음과 마음의 정화
- 대립적 이미지를 지닌 시어들을 사용하

고 있다.
- 행간 걸림의 시행 배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의인법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다.이황, 만보.
이 시는 주변의 사물과 풍경을 통해 자신

을 발견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시에서 가을 
저녁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화자의 처지와 연
관된 것으로 읽힌다. 어느덧 인생의 노년기에 
접어든 화자는 가을 저녁의 시간에 문득 자
신을 돌아보게 된다.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
가 피어오르고, 방앗간 우물터에는 수확의 기
쁨이 가득하다. 그리고 가을에 맞춰 날아드는 
갈가마귀며, 우뚝 선 해오라비까지도 모두 기
쁨과 자랑에 차 있는 듯하다. 그런데 자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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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룬 것이 없는 것이다. 숙원을 가진 지 오래
지만, 수확한 것이 없다. 이런 마음속 아픔과 
번민을 나눌 이 없어 그저 거문고만 탈 뿐이
다. 결국 화자는 가을 저녁에 인생을 마무리
하는 단계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그
동안의 삶을 조용히 성찰해 본다. 그러고는 
막상 이룬 것이 없음에 대해 고뇌하고 번민
하는 것이다.

주제 : 가을 저녁의 성찰, 학문적 성취의 
미진함에 대한 반성

1~4구: 흩어진 책을 정리하는 저녁
5~8구: 밥 짓는 연기 오르는 마을과 싸늘

한 기운
9~12구: 수확의 풍요로움과 무르익은 절기
13~16구: 학문적 성취의 미진함으로 인한 

고뇌와 반성
- 자연과 인간을 대조하고 있다.
- 성찰적, 사색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

다.
15. 시적 화자의 태도 및 정서 추리 정답. ①
(가)의 화자는 여수에 잠길 때면 불쑥 고개를 드는 
고뇌에 대해 쓰고 있다.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세
월과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슬퍼하는 자신을 발견
하며 고달픈 삶에서 조그만 희망조차 가질 수 없음
을 말하고 있다. 괴로운 여행을 지속하는 화자에게 
때때로 달려드는 우수는 내적 고뇌를 안겨 주는 것
이다. (나)의 화자는 어둡고 괴로운 마음 상태에 있
다. 세상이 주는 고통과 궁핍이 화자를 더욱 고통 
속으로 내몬다. 그러던 화자가 산을 발견하고 산을 
올려다보면서 하늘과 푸른 것을 보게 된다. 이제 
화자는 산을 오르고 고통과 절망을 내려놓으며 정
신이 들면서 마음이 환해진다. (다)의 화자는 가을 
저녁의 자연과 마을 풍경을 바라본다. 추수를 앞둔 
마을은 기쁜 빛이 돌고 계절은 가을이 익어 가고 
있는데, 화자는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 
오랜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인생의 가을을 맞고 
있는 자신이 문득 씁쓸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보면 
결국 세 작품의 화자 모두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는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할 때, 여행의 과정
에서느끼게되는시름이나걱정의순간을그려낸것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세월과 현실로 인해 고뇌하
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화자에게 초점을 맞춘 
것으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고는 있
다. (나)는 화자 자신의 내면의 고뇌와 이의 극복을 
말하고 있으므로 부정적 현실 비판은 아니다. (다)
의 화자도 현실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③ (나)의 화자는‘산’과‘솔바람’등의 자연을 통해 깨
달음을 얻고 있다. 한편 (다)의 화자는 늦가을 저녁
의 마을과 자연 풍경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있으
므로, 성찰은 맞지만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
④ (나)의 경우, 마지막 행에서‘내 맘속 수수밭이 
환해진다’라고 말하면서 내적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
소하고 있지만, (가)와 (다)는 그렇지 않다.
⑤ (가)에는 과거 회상이 드러나지만, (나)와 (다)에
는 구체적인 회상 장면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다.

16. 발상 및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B]에 비교적 여러 소재가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화자의 행동이나 가을 저녁의 풍경을 묘사하
는 것으로, 특정한 대상을 한정할 수 없기에 대상
의 속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없다. 또한 [A]에는 달
팽이 뿔로 비유된‘노스타르자’만이 나타나 있기에 
열거가 아니다.
① 여행에서 느끼는 우수의 감정을‘달팽이’에 비유
하여 달팽이 껍질에서 두 뿔을 휘젓는 모습으로 그
리고 있다.
②‘오 늬는~것이냐!’에 영탄이 나타나 있다.
③ 시각과 촉각의 이미지가 드러나 있다.
④ [A]는 마음속 풍경을 그린 것이며, [B]는 가을 
저녁의 마을과 자연 풍경을 그린 것이다.

17. 시어 및 소재의 역할 파악 정답 ⑤
‘목탁새’의 경우‘번쩍 제정신이 든’‘나’의 내면에서 
우짖는 것이다. 즉,‘나’를 깨우고 각성시켜 이제까지
의 고뇌와 절망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과거와는 다른 삶에 대한 각성까지는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다짐을 보여 준다는 것은 비약이다. 또
한‘해오라비’는 가을의 계절감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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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보게 하는 대상이기에 적절한 이해가 아니다.
①‘목탁새’는 정신이 들 때마다 마음속에서 우짖는 
새라는 점에서는 각성의 결과가 되겠지만,‘내 속의 
목탁새들 / 나를 깨운다’라는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각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화
자 자신을 각성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해오라비’는 가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로,
‘우뚝서’ 있는 모습이 화자의 이룬 것 없는 처지와 
대비된다.
③‘목탁새’는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며, ‘해오라비’
는 화자가 외부 현실에서 바라보는 소재이다.
④‘목탁새’는‘우짖는’대상으로 청각적 이미지와 연결
되고, ‘해오라비’는‘우뚝’선 모습으로 시각적 이미지
와 연결된다.

18. 시적 구조에 대한 이해 정답. ⑤
(나)에서‘산’은 올려다보아야 하는 대상이며, 하늘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다. 그러기에 현실의 자리에서 
고통스러워하던 화자가 산을 올려다보며 싱싱하게 
푸른 것들을 발견하면서 정신의 각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산을 오르던 화자의 몸에 
들어와 앉은 것이‘천불산’이다. 화자는‘산’을 품게 
된 것이다. 이는 희망과 이상을 상징하는 산을 품
게 되었다는 것이며 절망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환
한 세계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인생
무상과 연관 지어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서걱거리는 수수밭에 화자는 자신의 마음을 비
유하고 있다. 이는 화자의 마음 상태가 조용하고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흔들리고 부스럭거리고 움직
이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불안
한 화자의 마음에 다시‘머위잎 몇 장’을 더 얹는 것
이다. 이는 무게감을 더하는 표현이라 볼 수 있으
며, 그런 무거운 마음이‘뒤란’으로 가는 것이다. 앞
이 아닌 뒤뜰이기에 이 역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
포한 시어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를 <보기>와 
관련지으면 내적 괴로움의 심화라 볼 수 있다.
② 화자는‘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 쪽도 볼 수 없
다’를 통해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는 세상을 먼저 
보고 세상을 내려놓지 말아야 함을 말하고 있다. 
또한 화자는 세월을, 삶을‘보릿고개를 넘은’으로 파
악하고 있다. ‘보릿고개’는 가난함, 고달픔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구를 통
해 화자의 고뇌와 번민이 현실적 삶과 무관하지 않

음을 추리해 볼 수 있다.
③화자는 산을 봐 왔지만,‘이제야 알았다’를 통해 
산을 보는 방식, 산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내적 고뇌를 가득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화자는
‘번쩍 제정신이’든다. 이제까지의 번민과 고뇌를 해
소할 수 있는 어떤 각성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다.

19. 시적 상황의 추리 정답 ④
화자는 가을 저녁의 산과 들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수확을 앞두
고 기쁜 빛이 도는 마을 풍경과 달리 자신은 수확
할 것이 그리 많지 않음을, 숙원이 풀리지 않았음
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속 고뇌를 
함께 얘기할 그 누구도 없어 화자는 거문고만 타고 
있다. 따라서 가을 저녁의 산과 들이 화자의 고뇌
를 포용하고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
지 않다. 오히려 화자에게 고뇌를 환기시킨 계기라
고 할 수 있다.
① 화자는 책을 정리하다가 풍경으로 시선을 돌린
다. 가을 저녁의 풍경은 싸늘하면서도 수확의 기쁜 
빛이 돌고 있다. 문득 화자는 자연을 바라보던 시
선을 돌려 자신의 인생을 생각한다. 사는 내내 품
어 온 소원을 아직 이루지 못한 상태의 자신을 돌
아보는 것이다.
② 숙원을 이루지 못한 화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속 이야기를 나눌 사람을 찾아보지만 아무에게
도 그 말을 할 수 없음을 알고 거문고만 타고 있
다.
③ 방앗간 우물터는 가을걷이에 분주하여 기쁜 빛
이 돌고 있는데, 화자는 막상 자신의 삶에서 수확
할 무엇이 없음을 생각한다.
⑤ 가을의 자연과 농촌은 한 해의 결실을 맺어 수
확에 분주하지만, 자신은 이룬 것이 없음에 안타까
운 마음으로 거문고를 연주하는 것이다.

예술 (인터넷 수능 비문학)

장기혁「화면 속 피사체의 크기와 위치에 
따른 벡터」

영화의 화면에 등장하는 피사체들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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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무게감이나 의미 강조의 정도가 크기와 
위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한 글
이다. 화면 속 피사체의 크기에 따른 에너지 
양의 변화를 설명한 후, 화면의 중앙과 상하
좌우의 각 위치에 따라 피사체가 지니는 의
미나 느낌의 차이가 달라지는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주제 : 피사체의 크기와 위치에 따른 느낌
의 차이

1문단: 피사체들의 크기와 위치의 중요성과 그 활
용
2문단: 피사체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른 에너지 양
의 차이
3~7문단: 피사체의 위치에 따른 느낌의 구체적인 
차이
8문단: 위치에 따른 에너지 양의 차이를 활용하는 
방법과 양상

20. 핵심적인 정보의 파악 정답 ③
제시문은 화면에 등장하는 피사체들의 화면 속에서
의 상대적인 크기나 위치가 그 피사체의 무게감이
나 의미 강조의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해 주로 설명한 글이다. 2문단에서는 주로 화면 속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에너지의 양을, 3~7문단에서
는 각각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에너지 양의 차이
를 설명하였다.
① 피사체의 위치나 크기가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화면의 구도를 설정하
는 방법에도 시사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제시문
에는 화면의 구도 결정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
다.
② 피사체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 어떤 의미나 느낌
이 부가되는가를 각각 다루고 있을 뿐, 피사체의 
실제 크기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⑤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피사체의 위치나 크기
의 차이를 어떤 목적과 방법으로 이용하는가에 대
한 언급은 있지만, 시청자(관람자)의 입장에서 피사
체의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21. 주요 정보의 파악 및 적용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⑤
화면의 중앙에 해당하는A 부분에 배치된 인물이 가
장 큰 중요도를 가진 것으로, 그리고 화면의 좌측
과 우측 가장자리에 해당하는D와 E 부분에 배치된 
인물들은 부수적인 인물인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
이다. 그러므로 인물들의 중요도는‘A→D/E’의 순서
일 것이다.
①4문단의‘화면의 중앙 부분은 가장자리들로부터 
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을 느끼
게 하며’의 설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②5문단의‘화면의 맨 위쪽 부분은 위에서 끄는 힘
이 작용하는 곳으로서, 이 위치에 있는 피사체에는 
주로 힘과 열망, 권위,지배, 성스러움 등의 의미가 
상징적으로 부여된다.’는 설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③5문단의‘아래에서 끌어당기는 힘의 영향에 의해 
화면 밖으로 벗어날 것 같은 위태한 느낌을 준다.’
는 설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④6문단의‘갈등 상황의 두 인물이 화면 좌우의 가
장자리에 나누어 배치되면 두 인물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더욱 강하게 느껴’진다는 설명을 통해서 확
인할 수 있다.

22. 실제 사례에 대한 반응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②
[가]는 멀리 있던 피사체의 얼굴을 클로즈업을 통해
서 크게 확대한 것이고, [나]는 화면의 중앙에 있던 
인물을 화면의 중앙보다 약간 위쪽으로 옮긴 것이
다. [가]는 인물의 얼굴이 지닌 에너지의 양이 증가
하도록 함으로써 그 얼굴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 
감정(화가 나 있다는)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고, [나]
는 안정감을 주던 화면 중앙 위치에서 벗어나 위태
로운 느낌을 주는 중앙 위쪽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위험하다는 느낌을 강하
게 표현한 것이다.
① [가]는 인물의 심리를 더욱 뚜렷하게 느끼게 하
는 효과를 내므로 위압적이라는 느낌이 강조될 수
도 있지만, [나]는 피사체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이 
위치만 화면의 위쪽 부분으로 이동시킨 것이므로 
왜소하다는 느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다
는 느낌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④5문단의 내용을 참조하면, 위쪽에서 당기는 힘을 
이용하려면 화면의 맨 위쪽 부분에 피사체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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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⑤ [가]는 피사체의 크기를 더 크게 한 것이므로, 2
문단의 설명처럼 피사체가 지니는 에너지의 양이 
더 강하게 느껴지게 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나]는 피사체의 위치가 화면 중앙
보다 약간 위쪽으로 이동되었으므로, 아래쪽으로 떨
어지려는 힘이 크게 작용되도록 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23.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 ③
㉠의‘미치다’는‘영향이나 작용 따위가 대상에 가하
여지다. 또는 그것을 가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
는 단어이다. ③의 ‘미치지’역시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①‘공간적 거리가 일정한 선에 닿다.’의 뜻으로 쓰
였다.
②, ④‘수준이나 실력 따위가 일정한 선에 이르다.’
의 뜻으로 쓰였다.
⑤‘공간적 거리가 일정한 선에 닿다.’의 뜻이 비유
적으로 확장되어 쓰였다.

인문 (인터넷수능 비문학 )

나인호,⌜개념사란 무엇인가⌟
이 글은‘역사’라는 단어의 개념 변천에 대

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역사’라는 단어의 어
원을 통해‘역사’의 개념이 크게 두 가지로 인
식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헤로도토스는 진실
을 탐구한다는 의미로서 실제 있었던 사실을 
밝히는 것에‘역사’의 초점을 두었다.

반면에 헬레니즘과 로마 제국 시대에 들어
와서는 과거의 이야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더욱 초점을 두어‘이야기’로
서의‘역사’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경향이 12
세기까지 이어지다가, 13 세기에 이르러 다
시 과거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로서의 의미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역사’는 도덕 
교육이라는 기능을 꾸준히 발휘하였음을 밝
히고 있다.

주제 : ‘역사’라는 단어 개념의 변천과‘역사’
의 기능

1문단: 헤로도토스가 바라본‘역사’의 개념
2문단: 헬레니즘과 로마 제국 시대의‘역사’의 개

념
3문단: 13세기에서 15세기까지의‘역사’의 개념
4문단:‘역사’의 가치와 기능

24. 글의 전개 방식 파악 정답 ⑤
일반인들의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견

해를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
①1문단에서‘history’의 어원을 밝히고 있다.
②4문단에서“무엇 때문에 역사를 쓰고, 배웠는

가?”라고 묻고 이어서 답하고 있다.
③ 고대 그리스에서 15세기까지의 역사 개념의 

변천을 다루고 있다.
④4문단에서 헤로도토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25. 반응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⑤
<보기>는 신화적 세계관에 입각한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다. 3문단에서“영국에서는 오랫동안‘history’
와‘story’가 동의어로 쓰였다. 15세기가 되어서야
‘history’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
를, ‘story’는 비공식적이고 상상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칭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했다. <보기>
의 글은 상상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이므로‘story’
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이야기로 보는 것이 적절하
다.

①1문단에서“당시에는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신
화와 전설, 혹은 종교를 통해 과거에 대한 지식이 
습득되곤 했는데, 특히 고대 그리스인들은 과거에 
대한 지식을 서사시를 통해 얻었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보기>는‘뮤즈 신’,‘제우스 신’등의 신과‘아킬레
우스’, ‘아가멤논’등과 같은 인간이 함께 등장하는 
신화적 세계관이 담겨 있는 이야기이므로 적절하다.

③1문단에서“헤로도토스는 바로 기존의 신화적 
세계관에 입각한 서사시와 구별되는 새로운 이야기 
양식을 만들어 내고자 했던 것이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2문단에서“12세기까지도 서유럽에서는 역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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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이 단순히‘이야기’혹은‘서술’이라는 뜻을 지닌 
채, 우화, 연대기, 업적 이야기, 콩트, 그리고 소설 
등과 동의어로 쓰였다.”라고 했고, <보기>의 글은 
이야기에 가까운 서술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6. 추론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②
<보기>의 내용은 역사는 순환하고 반복한다는 내

용이다. 즉, 역사가 과거에 대한 진실한 지식을 전
달한다면 순환하고 반복하는 역사의 속성을 이용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므로, 역사가 바른 길을 
안내하는 도덕 교육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①, ③, ④, ⑤ 역사에 대한 서술이긴 하지만 <보
기>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는 도덕 교육의 기능
을 담당하게 된 이유와는 거리가 멀다.

27.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 ④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깊게 생각함.’은‘사려’이

고,‘우려’의 의미는‘근심하거나 걱정함. 또는 그 근
심과 걱정’이다.

현대소설 (수능특강)

박경리, 「토지」
이 소설은 구한말부터 광복 전까지의 민족

사와 민중의 삶을 최 참판 댁 일가를 중심으
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제시된 부분에서는 서
희와 길상의 갈등, 그리고 길상의 갈등이 해
소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부분을 통해 
당대의 신분 의식에서 벗어나려는 인물들의 
모습을 엿보게 될 것이다.

인물 간의 갈등이 무엇으로 인해 발생되고 
이를 해소하는 과정이 어떠한지 주목하며 감
상하도록 한다.

[ 해제]「토지」는 조선 왕조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된 19세기 
말엽에서 시작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가혹한 
침탈의 기간을 거쳐 마침내 1945년 8·15 광

복을 맞기까지 반세기가 넘는 기간을 그 시
간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공간적 
배경은 경남 하동 평사리에서 서울, 만주 등
지까지 확대되면서 종래의 소설에서는 보기 
어려울 만큼 웅대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등장인물도 거의 600명에 이른다.「토지」의 
중심축인 최참판댁을 놓고 보면, 4대의 가계
가 이어지고 있고 또 인물들은 모두 최 참판 
댁과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처럼「토
지」는 방대한 시·공간에서 엄청난 인물들이 
등장하고 사라지면서 지난(至難)했던 당시 
우리 민족의 다양한 삶들을, 격변하는 시대 
상황과 함께 형상화하여, 우리 민족의 애환과 
끈질긴 생명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대하소설이라 할 수 있다.

[ 주제 ] 삶의 터전인 토지를 중심으로 펼
쳐지는 당대 민족의 삶과 애환

전체 줄거리 : 구한말, 지주 최 참판 댁과 
마을 소작인들이 사는 평사리에서 최 참판 
댁의 가장인 최치수가 살해된다. 이때 이 집
의 먼 친척인 조준구는 그 집안의 재산을 노
리고 어린 서희와 자신의 병신 아들을 결혼
시키려는 음모를 꾸민다. 조준구에게 모든 재
산을 빼앗긴 서희는 길상 등의 도움을 받아 
간도로 도망친 후에 빼앗긴 재산을 되찾으려
는 집념으로 장사를 하여 큰 재산을 모으고 
길상과 결혼한다. 서희는 길상 등의 도움으로 
조준구로부터 빼앗긴 재산과 토지 문서를 되
찾고 귀향하지만 간도에 남아 독립 운동을 
하던 길상은 일제에 잡혀 구속된다. 3·1 운동
이 일어나자 서희의 두 아들인 환국과 윤국
은 자신들의 풍족함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
고, 그중 윤국은 시위에 참가하여 정학 처분
을 받는다. 그 뒤 출옥한 길상은 암자에서 관
음 탱화를 그리고 다시 사상범으로 구속된다. 
서희는 가족을 데리고 길상이 있는 서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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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갈 것을 결심하고 있을 때, 일본의 패망 
소식을 듣는다.

28. 서술상의 특징 및 효과 파악 정답 ④
(가)뿐만 아니라 (다)에서도 문장의 종결 어미는 대
부분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가)와 (다)에서 
종결 어미를 서로 달리함으로써 이야기의 전개 속
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① 여관방에서 서희의 현재 행위는 서술자에 의해 
그녀의 유년 시절의 행위와 비교되어 전달되고 있
다.
② 서술자는 마차 안에서 여관방의 사건과 관련하
여 분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길상의 내면과 체모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서희의 내면을 분석하여 설명하
고 있다.
③ 서술자는 입원실에서의 길상의 심리 변화를‘격
류, 물보라, 파도’에 비유하고 있다.
⑤ (나)에서 서희와 길상은‘서로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두 사람이 갈등하고 있는 것인
데, (다)에서 길상의 갈등이 해소되어 가면서 그 관
계가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서술자는 (나)
에서‘이들에게 결정적인 계기가 왔다.’라는 서술을 
통해 미리 말하고 있다.

29.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⑤
마차가 전복되는 사건을 서술자는‘결정적인 계기’라
고 말하고 있다. (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서술자
가 한 그러한 논평은 길상과 서희가 여관방에서 빚
은 갈등이 용정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마차 전복 
사건으로 인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에서 길상은 그 사건 뒤에 침대에 누
워 있는 서희를 주인아씨가 아닌 여성으로 느끼면
서 드디어 자신에게 있었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그 결과 서희를‘처’라고 지칭할 수 있게 된
다. 즉, 길상이 주종 의식에서 벗어나 서희와 결혼
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사건임을 알 수 있
다. 따라서‘결정적인 계기’는 두 사람의 관계가 갈
등에서 갈등 해소로 변할 것임을 암시하는 서술자
의 진술이라 할 수 있다.
�지문에서 정답 찾기:‘이들에게 결정적인 계기가 
왔다.’는 서술자가 뒤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암시하
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사건은 길상이 조

수에게 서희에 대해‘내 처 될 사람이오.’라고 밝힌 
것과 관련이 깊다.
① 서희가‘길상이하고 도망갈 생각까지’한 것을 통
해 서희는 자신의 신분이나 처지로 인한 갈등에서 
벗어나고 싶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즉, 길상과 마찬
가지로 서희도 자신의 신분을 의식하면서 또한 길
상을 연정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갈등을 겪고 있었
음을 이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② 여관방의 사건은 두 사람의 거리감을 확인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길상이 마차에서‘엄연한 거리’
를 느끼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서희와의 주
종 관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거리를 길상이 인식하면 할수록 그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을 것이다.
③ 길상의 갈등은 서희를 주인으로 바라보는 것과 
여성으로 바라보는 것 사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던 중 길상은 마차 전복 사건으로 인
해 침대에 누워 있는 서희를 바라보면서‘끈질기고 
집요했던 속박’에서 풀려남을 느끼고 또한‘사나이’
의 욕망도 느끼고 있다. 따라서 그가 느낀‘끈질기고 
집요했던 속박’은 서희를 여성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희를 주인 아씨로 바라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길상이 이에서 벗어
남을 느낀 것은 신분에서 비롯된 그의 갈등이 해소
되는 것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④‘애기씨’라는 말은 주종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고
‘처’라는 말은 부부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
서 서희에 대한 길상의 지칭이 바뀌는 것은 그가 
자신의 갈등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0.  소재의 역할 파악  정답 ③
[A]에서 서희가 길상에게 목도리를 던지며 우는 것
은 길상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 때문이 아니라 길상
의 태도에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문에서 정답 찾기:‘언제나 서희는 그랬었다. 슬
퍼서 우는 일은 없었다. 분해서 우는 것이다. 다만 
어릴 때와 다르다면 치마꼬리를 꽉 물고 울음소리
가 새나지 않게 우는 것뿐이다.’라는 부분은 서술자
가 서희의 행위를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A]에서 
서희는‘분해서’우는 것이지‘슬퍼서’우는 것이 아니
다.
①‘길상이하고 도망갈 생각까지’했다는 서희의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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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볼 때, 서희가 가져온‘진갈색목도리’에는 
길상에 대한 서희의 애정이 담겨 있음을 엿볼 수 
있다.
②‘그 여자’는‘옥이네’를 가리킨다. 서희가 그 방에
서 본 길상의 목도리는 그녀에게 질투심을 불러일
으켰다고 할 수 있다. 서희가‘그 여자 방에서 목도
리를 봤다’는 말은, 곧 그 목도리가 서희의 마음을 
자극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서희가 길상에게‘그 여자 방’에서 길상의‘목도리’
를 봤다고 말하자, 길상은‘눈동자가 한가운데 박히
는’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것이다. 그 후 서희는 길상에게 목도
리를 던진다. 이러한 서희의 행동은 두 사람 사이
에 감돌던 긴장감을 더 고조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헌 목도리’는‘그 여자 방’에 있었던 길상의 목도
리를 말한다. 이‘헌 목도리’는 서희의 질투심을 유
발함으로써 서희가‘진갈색 목도리’를 구입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31. 갈래 바꿔 표현하기  정답⑤
[B]를 <보기>와 같이 각색할 때, 그 과정에서 고려
했을 사항은 사내 1, 2를 새로이 등장시켜 [B]에서 
‘마차가 어떻게 되어 그랬던지 뒤집힌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이 드러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즉, 소설에서는 마차 전복 사건이 돌연히 일어
난 것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B]를 각색한 <보기>에
서는 새로운 인물을 통해 사건의 원인을 구체적으
로 보여 주면서 한편으로는 긴박감이 있는 사건으
로 각색했다고 할 수 있다.
�지문에서 정답 찾기:‘마차가 돌연 뒤집히면서 계
곡으로 굴러 떨어진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지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각색하는 과정에서 
<보기>와 같이 습격 장면을 삽입하면 마차가 전복
되는 원인도 드러나게 되면서 동시에 사건의 긴박
감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① <보기>가 [B]를 여러 장면으로 나눈 것은 사실
이나, 사건에 대한 장면 밖 진행자의 해설은 나타
나 있지 않다.
② <보기>에서는 [B]에서 밝힌‘학성에서 안미대에 
이르는 중간쯤’이라는 공간을‘산 비탈길’로 처리하
고 있으므로 공간 배경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
이 아니다. 또한 [B]에서는‘아침’이라는 시간 배경이 

나타나나, <보기>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③ [B]에서 서술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서희에 대
한 길상의 연정이 아니라, 길상 자신에 대한 자책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보기>에서는 이러한 길상
의 자책을 독백으로 처리하지 않고 효과음으로 처
리하여 그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④ <보기>에서는 서희와 길상이 서로 대화를 나누
고 있지 않다. 효과음(E)으로 처리되어 인물의 생각
을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 (인터넷 수능 비문학)
최정우,「생물공학이야기」
이 글은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 집적화 기

술과는 다른 차원의 기술인 생체 분자를 이
용한 생체 전자 소자와 생체 전자 소자를 활
용한 DNA 컴퓨팅을 소개하고 있다. 1990년
대 이전에는 생체 내 현상을 소프트웨어적으
로 모방하는 수준이었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 생체 분자를 실제로 사용하여 초고집적
도로 정보를 저장할 뿐만 아니라 생화학 반
응에 의한 병렬 신호 처리 기능이 더해지며 
정보 처리 속도 면에서도 뛰어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DNA 컴퓨
팅 기법이 앞으로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보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제 : DNA 컴퓨팅 기술의 소개
1문단: 메모리 집적화 기술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생체 전자 소자
2문단: 컴퓨터 과학과 DNA 기술을 접목한 

기술인 DNA 컴퓨팅
3문단: DNA 컴퓨팅의 특징(정보 처리의 병

렬성, 빠른 정보 처리 속도, 탁월한 
정보 저장 능력)

4문단: 컴퓨터 성능 발전의 물리적 한계와 
극복 대안으로서의 DNA컴퓨팅

32.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 ⑤
⑤의 경우3문단에서DNA 컴퓨팅의 정보 처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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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예상하여 초당1014의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하였
고, DNA의 막대한 병렬성을 바탕으로 정보를 저장
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
해 기존 컴퓨터에 비해 계산 속도가 단축될 것으로 
짐작할 수는 있지만 처리할 정보의 양에 비례하여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
①2문단의 뒷부분에서 기술의 개념을 설명할 때에 
언급하였다.
②2문단에서 생체 분자를 실제로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③3문단에서DNA 컴퓨팅은 막대한 병렬성을 바탕으
로 정보를 처리한다고 하였다.
④4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언급하였다.

33. 핵심 정보의 파악과 적용 정답 ⑤
DNA 컴퓨팅은 기존의 컴퓨터와는 비교가 안 될 정
도로 빠른 시간에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주
어진‘외판원 순회 문제’의 핵심은 여행 경로에 해당
하는 경우의 수가 많다는 것인데, 막대한 병렬성을 
이용해 주어진 문제의 탐색 공간을 전부 탐색하는 
DNA 컴퓨팅은 그 경우의 수를 빠른 시간에 확인하
고 그 차이를 비교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따라서 
시간 단축을 하지는 못한다고 파악한 ⑤는 적절하
지 않은 판단이다.
① 병렬성의 장점은 직렬이 동시에 여러 개라는 것
이다. 따라서 여러 개의 해가 여러 경우의 수를 계
산해 낼 것이다.
② 생성된 많은 해를 견주어서 파악한 최종 해를 
발견하는 과정이 문제의 해결 과정이 될 것이다.
③ 연산이 직렬이 아니라 병렬로 이루어지면 계산 
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④ 해가 하나인 경우라면 한 가지를 검증한 후 다
른 단계로 진행하게 되겠지만 해가 여러 개라면 모
든 경우를 계산하는 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34. 자료를 활용한 이해 정답 ③
‘무어의 법칙’은 반도체 칩의 집적 기술이 일정한 
시간에 따라 계속 발전을 해야 가능한데, 1문단에
서 언급하였듯이 반도체 칩을 물리적으로 정밀하게 
가공하는 기술은 언젠가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DNA 컴퓨팅은 기존의 반도체 집적 기
술과는 다르게 생체 분자를 사용한 기술이므로‘무어
의 법칙’과는 다른 차원의 기술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①DNA 컴퓨팅은 반도체 칩의 집적 기술과는 관련
이 없는 새로운 차원의 기술이다.
②DNA 컴퓨팅은‘무어의 법칙’과는 관련이 없지만 
컴퓨터 기술의 발전이 계속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낙관적인 전망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④DNA 컴퓨팅이‘무어의 법칙’에서 전제한 반도체 
칩 가공 기술을 두 배 향상시킨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⑤DNA 컴퓨팅은‘무어의 법칙’에서 드러난 물리적
인 기술의 한계와는 관련이 없다.

  고소설 (인터넷 수능 산문)

홍세태, ‘김영철전’
‘김영철전’은 광해군 때 요동 출병에 참가

한 김영철(1600~1683년) 및 그 가족의 파
란만장한 일생,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역사의 
흐름을 서사화한 작품이다. 김영철의 삶은 일
찍이 ‘김영철유사’로 형성되어 전하여졌고, 홍
세태는 이를 바탕으로 한문 소설 ‘김영철전’
을 지었다. ‘김영철전’은 한 사람의 개인사와 
17세기 동아시아사를 포괄하여 빼어난 역사
적 총체성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상층 계급
만이 아니라 하층 계급의 역사적 삶까지 담
아내어 우리 소설사에서 본격 역사 소설로서
의 면모를 보여 준 최초의 작품이라는 평가
를 받고 있다.

주제 : 전란이 가져온 한 개인의 비극적인 
삶과 무능력한 위정자에 대한 비판

전체줄거리
조선 광해군 때 명나라의 요청으로 후금을 

정벌하기 위한 조선군이 파병되고 19살의 김
영철도 참전하게 된다. 조선군은 후금에 패하
고 영철은 포로로 붙잡혀 죽을 위기에 처한
다. 후금 장수 아라나가 영철이 자기의 죽은 
동생과 닮았다며 노비로 데려가길 청해 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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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죽음을 피한다. 건주로 끌려간 영철은 고
국으로 돌아가려는 뜻을 굽히지 않고 탈출을 
시도하나 실패하여 혹독한 형벌을 받는다. 아
라나는 영철을 붙들기 위해 혼인을 시키고 
영철은 두 아들을 낳고 아라나의 말을 돌보
며 살게 된다. 처자식이 생겼지만 고국을 잊
지 못했던 영철은 전유년 등의 한인들과 등
주를 향해 목숨을 건 탈주를 감행하고 탈출
에 성공한다. 등주에서 영철은 유년의 여동생
과 혼인하여 자식 둘을 얻었으나 고국에 돌
아가려는 일념으로 마침 등주에 있던 조선의 
사행선에 숨어들어가 14년 만에 고국 땅을 
밟게 된다. 고향에서 할아버지와 어머니를 만
난 영철은 그곳 여인과 결혼하여 아들 넷을 
두고 살아간다. 영철은 중국에 두고 온 처자
식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고 귀향 이후
에도 명과 후금 사이의 전쟁에 세 번이나 참
전해야 했다. 그때마다 아라나와의 관계가 얽
혀 후금으로 끌려갈 위기에 처했으나 영철의 
상관이 몸값을 지불하여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몸값은 영철 자신이 집
안 재산을 다 팔아서 고스란히 갚아야 했다. 
영철은 네 아들과 함께 산성을 지키러 들어갔
다가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35.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이 글에 인물의 외양을 묘사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
는다.

① 과장된 표현이나 전기적(傳奇的) 요소 없이 인물의 탈출 
과정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 있다.

②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전개하고 있다.
③ 글의 앞부분 ‘비록 적국에서 만난 ~ 은근하고 간절하였다.’

에서 작품 밖 서술자가 영철의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이외
에도 ‘같이 말 먹이던 자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
였다.’, ‘유년의~ 조심스러웠다.’, ‘유년은~ 걱정하여’, ‘여섯 
명은 모두 안도의 숨을 몰아 쉬었다.’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④ 글의 전반부에는 영철과 유년의 대화가 나타나고, 후반부
에는 영철 일행의 탈출 과정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36. 서사 구조의 파악   정답 ⑤
유년의 말에 따르면, 영철이 고국(조선)으로 돌아가

기 위해서는 등주까지 가서 조선으로 가는 사행선
을 타야 한다. 하지만 ㉱는 단지 영철이 후금의 땅
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할 뿐, 고국에 도착한 것은 
아니다.

① 영철은 두 차례 탈출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한 번 더 탈
출하다 잡히면 고향에 영영 못 가 보고 죽을 수 있기 때문
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② 탈출의 실행을 주저하는 영철에게 유년은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결국 영철은 탈출의 실행을 결심하게 된다.

③ 영철이 탈출을 결심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고향에 계신 
부모를 만나고 싶어서이다.

④ 영철은 탈출 과정에서 후금의 군사들에게 쫓기고 큰 연못
에 빠지는 등의 위태로운 일을 겪었다.

3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포로 신세였던 영철이 고국의 부모를 그리워 했다
는 내용은 있지만, 자신의 불우한 처지보다 고국을 
더 걱정했다는 내용은 글과 <보기> 모두에서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사사로운 일보다 공적인 일을 앞
세우는, 즉 선공후사(先公後私)의 태도도 글과 <보
기> 모두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① <보기>를 보면 영철은 탈출에 성공해서 고국으로 돌아갔
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후금에 두고 온 처자로 인해 일생
을 괴로워했다고 하였으므로 영철이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없다.

② 글의 앞부분에 영철이 후금의 처에게 정을 느끼는 내용이 
나온다. <보기>를 보면 영철이 후금의 처자를 생각하며 
괴로워했다고 한다. 따라서 후금의 처에게 정을 준 것이 결
과적으로 후에 고국으로 돌아온 영철에게 생이별의 아픔을 
주었을 것이다.

③ 영철은 고국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 세 번의 탈출을 감행한
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고국으로 돌아가 부모를 만
나기 위한 그의 집요한 의지로 볼 수 있다.

⑤ 영철은 후금에 처자식을 두고 탈출한다. <보기>는 영철이 
탈출에 성공하여 고국의 부모를 만나게 되었음을 보여 준
다. 하지만 영철의 탈출 성공은 후금에서 맺어진, 또 다른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분적 해결에 
불과하다.

38. 관용적 표현의 이해  정답 ③
ⓐ에는 사람이 없는 쓸쓸한 풍경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아주 적적하고 쓸쓸한 풍경’을 의미하는 
‘적막강산(寂寞江山)’이 가장 적절하다.

① 산자수명(山紫水明) : 산은 자줏빛이고 물은 맑다는 뜻으
로, 경치가 아름다움을 이르는 말이다.

② 강구연월(康衢煙月)：번화한 큰 길거리에서 달빛이 연기에 
은은하게 비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로, 태평한 세상의 평
화로운 풍경을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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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오리무중(五里霧中)：오 리나 되는 짙은 안개 속에 있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 대하여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⑤ 백년하청(百年河淸)：중국의 황하(黃河)가 늘 흐려 맑을 
때가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오랜 시일이 지나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사회 (인터넷 수능 비문학)

한국산업사회학회 엮음,「소속감과 정체성에 
따른 집단의 유형」

이 글은 집단에 소속된다는 것이 개인에게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
하여 그에 따른 섬너와 머튼이 제시한 집단
의 유형 분류를 소개하고 있다. 섬너는 집단
에 대한 소속 여부에 따라 내집단과 외집단
으로 분류한 후, 그 소속감에 대한 장단점을 
언급하였다. 머튼은 개인의 행동 기준으로 중
요시하는 집단에 주목하여‘준거 집단’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후 개인의 가치 판단 기준이 
되는 표준 준거 집단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 기준으로 삼는 비교 준거 집
단을 구별하여 제시하였다.

주제 : 소속 집단의 유형
1문단: 소속이나 지위는 그에 따르는‘정체성’

을 통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침.
2문단: 집단에 대한 소속 여부에 따른 내집

단과 외집단의 분류(섬너의 분류)
3문단: 개인의 가치 판단 기준이 되는 표준 

준거 집단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교
하기 위한 기준인 비교 준거 집단(머
튼의 분류)

4문단: 준거 집단의 적용과 관련한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

39. 사실적 정보의 확인 정답 ④
2, 3문단에서 소속감과 일체감에 대한 언급이 있었
고, 우월감은 국수주의나 인종 차별주의와 연관이 

있지만 그 둘 사이의 논리적 관계가 있는 것은 아
니다.
①2문단에서 개인이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 집단은 내집단이 된다고 하였다.
②2문단에서 특정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끼리는 일
정한 특성을 공유한다고 하였다.
③2문단의 뒷부분에서 내집단과 외집단 구분의 장
단점을 밝히는 과정에서 언급하였다.
⑤4문단의 끝부분에서 준거 집단은 개인에게 적극
적인 의지나 만족감을 심어 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하고, 심리적인 긴장이나 불만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40.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 ③
A씨가 B카페를 탈퇴한 이유는 취직을 하였기 때문
에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임인B카페에 더 
이상 소속되지도 않고 동질감도 느끼지 않았기 때
문이다.‘표준준거집단’은‘개인들에게 사고와 행위의 
가치 기준이나 규범의 표준이 되는 경우’라고 하였
으니, A씨가 현재 속해 있는 집단을 중심으로 표준 
준거 집단을 설정하고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B카페는 표준 준거 집단이 아니다.
①A씨가 취업을 한 상태에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당연히 내집단일 것이다. 이에 반해 이웃 
회사는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곳이니 외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내집단은 소속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A씨가 B카페에 소속되어 있으니B카페는 내집단이 
맞다.
④A씨가 불행하다고 느낀 것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
보다도 이웃 회사의 임금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 기준으로 삼은 
것이‘비교 준거 집단’이니 적절하다.
⑤A씨가 행복하다고 느낀 경우는 취업을 못하고 있
다가 취업에 성공하였을 때이다. 직업을 구하지 못
한B카페 회원들에 비해 행복하다고 생각한 것이므
로 적절한 해석이다.

41. 분류의 기준 파악 정답 ⑤
섬너는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
지 여부에 따라서, 소속이 되어 있으면 내집단(우리 
집단)이라고 하고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외집단
(그들 집단)이라고 분류하였다. 한편 하이먼은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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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속 여부가 아니라 소속감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분류하였다. 즉 하이먼은 섬너가 분
류를 할 때 고려하지 않았던 집단에 대한 태도를 
분류 기준에 포함한 것이다.

42. 사전적 의미의 이해 정답 ④
㉣‘지침(指針)’의 사전적 의미는‘생활이나 행동의 방
향 준칙 따위’이다.‘지정한 방향으로 나아감.’은‘지
향(指向)’의 의미에 해당한다.
①‘부여’는‘사람에게 권리·명예·임무 따위를 지니도
록 해주거나, 사물이나 일에 가치·의의 따위를 붙여 
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②‘총체’는‘있는 것들을 모두 하나로 합친 전부 또
는 전체.’의 의미이다.
③‘통합’은‘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따위를 하나로 
합침.’의 의미이다.
⑤‘유발’은‘어떤 것이 다른 일을 일어나게 함.’의 의
미이다.

극 (고득점 300제 )

김승옥, ‘안개’
‘안개’는 김승옥이 자작 소설 ‘무진기행’을 

직접 각색한 시나리오이다. 이 작품은 산업화 
과정으로 인한 물질문명의 확산과 도시화 과
정에서 느끼는 현대인의 심리를 그려 내고 
있다. 여기에는 산업화로 집약되는 70년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변화된 문화의 
동향이 담겨 있다.
주제 : 산업화·도시화된 현대 문명에서 느끼

는 현대인의 삶의 고뇌
전체줄거리
서울에 취직하게 된 ‘윤’은 실직 후 같이 

살던 애인 ‘희’와 헤어진 뒤 과부인 제약 회
사 사장의 딸과 결혼한다. 장인은 주주 총회
가 열리는 동안 그에게 무진에 내려가 있으
라 하고, 그는 이에 응해 순순히 내려온다. 
주인공에게 무진은 실패와 도피의 공간이지
만, 그 자신과 만나는 공간이기도 하다. 여기
서 만난 ‘하인숙’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다시 만나자는 글이 담긴 편지를 쓰며 사랑
을 고백한다. 그러나 그는 아내에게서 급히 
상경하라는 전보를 받고 하인숙에게 쓴 편지
를 찢어 버리며 무진을 떠난다. 버스 안에서 
‘당신은 무진읍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는 팻말을 보며 ‘윤’은 심한 부끄
러움을 느낀다.
43. 인물의 성격 및 인물 간의 관계 파악  정답 

②
S# 4의 ‘하필 무진에서 쉬어야 하나? 원…….’을 

통해 ‘윤’은 고향을 방문하라는 아내의 권유를 기꺼
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S# 7의 ‘네, 아무렇게나 좋습니다.’를 보면 ‘윤’은 장인의 
일방적 지시에도 순종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S# 4의 ‘이번 주주 총회 작전에는 아버님 옆에 제가 꼭 붙
어서 다녀야 할 것 같으니……. 푹 쉬시다 오시믄 대 회생 제약 
주식회사의 전무 이사님 자리가 기다리구 있을 테구’ 등을 통해 
남편의 출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S# 4에서 아내가 남편을 고향으로 보내는 것은 병의 치료 
때문이 아니라, 승진을 위해 잠시 고향에 다녀올 것을 권유한 것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아내가 과도한 업무로 얻은 병 치료
를 위해 남편에게 귀향을 권유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S# 10의 과거의 사건에 대한 회상 장면에서 어머니가 등
장하지만, 이 글에서는 ‘고향에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알 수 있
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윤’이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는 부분도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⑤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44. 소재 간의 공통 기능 비교  정답 ④
S# 6은 과거, S# 7은 현재의 시간이다. 이를 연

계하는 것은 ‘하루살이’이다. S# 8에서 대합실을 
나오다가 ‘윤’이 들은 ‘미친 여자’의 비명 소리는 
S# 9에서 비명을 지르며 악몽에서 깨어나는 ‘윤’과 
연결되며 미칠 것 같았던 자신의 삶을 회상하는 장
면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하루살이’와 ‘미친 여자’
의 공통된 기능은 과거와 현재의 장면을 연계하는 
것이다.

① ‘하루살이’와 ‘미친 여자’는 모두 과거의 윤과 어머니의 갈
등을 드러내는 데는 기여하지만 ‘갈등 해소’와는 무관하다.

② ‘하루살이’와 ‘미친 여자’는 모두 과거 문명과 현대의 문명
의 충돌과는 무관하다.

③ 과거의 삶에 대한 성찰의 내용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하루살이’는 과거의 이모 집에서 현재의 침대차로, ‘미친 

여자’는 현재의 대합실에서 과거의 이모 집으로 과거와 현재 공
간의 장면을 매개하고 있다. 그러나 공간의 변화에 따라 인물의 
정서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며, 공간의 변화에 따라 인물의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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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예고된다고도 볼 수 없다.

45.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③
ⓒ는 아내가 실제 ‘윤’의 사무실에 와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보낸 쪽지의 내용이다. 
즉, 아내가 남편의 건강을 염려하여 담뱃갑에 써 
넣어둔 쪽지 문구를 아내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장
면이다. 따라서 아내와 ‘윤’의 인물 간 대화 소리라
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내재음이 아니라 외
재음으로 볼 수 있다.

① ⓐ는 사무실 장면이며 사무실 안의 일상적인 소리이므로 
영상 안에 발생하는 내재음으로 볼 수 있다.

② ⓑ는 ‘윤’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장면에서 장부를 닫는 
효과음이므로 내재음으로 볼 수 있다.

④ ⓓ는 기차를 타고 난 후에 떠올린, 기차를 타기 전에 장인
이 ‘윤’에게 당부한 말이므로 외재음으로 볼 수 있다.

⑤ ⓔ는 과거 장면이지만 영화는 과거든 미래든 현재 영상으
로 보여주는 것이다. 내재음은 그 장면의 인물이나 사물의 소리
이다. 따라서 ⓔ는 과거 대화 장면의 영상이므로 내재음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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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수능 언어 EBS 
정선 모의고사 3회 풀이

1

1 ② 2 ③ 3 ③  4 ④ 5 ④
6 ⑤ 7 ⑤ 8 ⑤ 9 ④ 10 ③
11 ② 12 ④ 13 ⑤ 14 ④ 15 ④
16 ② 17 ① 18 ③ 19 ④ 20 ②
21 ① 22 ④ 23 ③ 24 ④ 25 ① 
26 ① 27 ① 28 ③ 29 ④ 30 ④
31 ⑤ 32 ① 33 ① 34 ④ 35 ④
36 ⑤ 37 ④ 38 ④ 39 ② 40 ②
41 ② 42 ⑤ 43 ④ 44 ⑤ 45 ⑤

1. 연상하기 (수능완성 실전편) ..정답 ②
주인공이 학창시절을 회상하면서 눈시울을 붉히

는 [장면2]와“읍내 중학교까지 먼 길을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라는 말을 종합해 보면, 주인공은 누구보
다도 힘겹게 학창시절을 보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②처럼 주인공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
해 외롭게 보냈다는 내용은 [장면2]를 통해 이끌어
내기 어렵다.

2. 자료 활용하기 (수능완성 )  정답 ③
직장인 엄마(워킹맘)에 대한 초등학생 자녀의 학

교생활 지원 부담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전체 여성 고용률이OECD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
고 전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① (가).1에는OECD와는 달리 30대 여성의 고용
률이 낮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고, (나)에서 그 원인
이 30대 초반 여성의 결혼,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한 
휴직에 있음이 나타나 있다.

② (가).2에는 모성 보호 제도의 시행률이 저조하
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며, (나)에는 30대 초반 여
성들의 고용률이 OECD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1인

당 국민소득이 14% 증가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모성 보호 제도 시행률이 높아진다면 
국민 경제 수준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전망할 수 있다.

④ (가).2에는 모성 보호 제도 시행률이 저조하다
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며, (다).2에는 직장인엄마(워
킹맘)의 고충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직장인엄마(워
킹맘)들이 육아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으나 직장에
서는 모성 보호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
음을 지적할 수 있다.

⑤ (나)에는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30대 
초반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이 심각하다고 하였고, 
(다).1에는 육아 때문에 휴직을 고민하던 30대 초반 
여성이 시간제 근무 제도 도입 이후 만족감을 가지
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간
제 근무 제도 도입 등의 직장 차원의 노력 확대가 
30대 초반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
이 될 수 있다.

3. 고쳐쓰기 (고득점 300제) 정답 ③
㉢의 앞 문장은 ‘빨리빨리’의 부정적인 양상에 대해
서 서술하고 있는 반면, 뒤 문장은 ‘빨리빨리’가 부
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서술하고 있
다. 이로 보아 ㉢에는 역접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
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즉, ‘이에 더하여’보다 
‘그러나’, ‘하지만’ 등과 같은 말이 들어가는 것이 
문장 연결 관계상 적절하다.

① 이 글은 ‘빨리빨리’ 기질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두 서술하고 있으므로, ‘기질의 양면성’으로 수정하는 것
이 적절하다.

② ‘베다’는 ‘날이 있는 연장 따위로 무엇을 끊거나 자르거나 
가르다.’의 의미로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느낌이나 생각 
따위가 깊이 느껴지거나 오래 남다.’라는 의미를 가진 ‘배
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④ ㉣은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즉, 은행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은 옳지만, 화상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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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은 호응이 적절하지 않다. 호응을 고
려하여 ‘화상 회의를 하거나’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⑤ ‘통념 제시 → 문제 제기 → 통념의 부정 → 통념을 부정하
는 사례 → 마무리’의 순서로 글을 전개하자는 <보기>의 
계획을 고려할 때, 통념의 부정이 드러난 ㉤은 통념을 부정
하는 사례가 드러나 있는 둘째 문단 처음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4. 개요의 작성과 수정 (수능완성) 정답 ④
<보기>의 개요를 수정하거나 보완한 내용이 적절한
지를 판단해야 한다. ㉣은 상위 항목인‘폐자원 에너
지화 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를‘Ⅱ.2’의 하위 항목으로 옮겨야 한다는 
방안도 적절하지 않다.‘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의 국
제 동향’은‘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의 장애 요인’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은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① ㉠의‘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의 방향’은 하위항목
인‘에너지 절감 효과’,‘ 환경 보호 기여’와는 관련이 
없다. 하위 항목을 고려하여‘폐자원 에너지화 사업
의 의의’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은 상위 항목인‘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의 장애 
요인’과 관련이 없다. ‘Ⅱ.3.다’를 고려하여‘사업 관
련 제도 및 법규의 미비’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
다.
③ ㉢의 하위 항목에는‘Ⅱ.2.라’와 관련되는 활성화 
방안이 없다. 따라서‘Ⅱ.2.라’를 고려하여‘신기술 개
발을 위한 정부의 예산 확대’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은 본론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지 못하므로‘폐
자원 에너지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
적인 지원 촉구’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5.어휘  (고득점 300제) 정답 ④

ㄴ-철수의 말에 쓰인 ‘그곳’은 말하는 사람만이 아
니라 듣는 사람도 함께 알고 있는 장소를 가리킨
다.

① ㄱ-a와 ㄱ-b의 ‘이것’은 말하는 사람 가까이에 있는 사물

을 가리킨다.
② ㄱ－b의 ‘그것’은 듣는 사람인 영수에게는 가까이 있고 말

을 하는 사람에게는 떨어져 있는 사물을 가리킨다.
③ ㄱ－c에서 ‘저곳’은 산봉우리가 희미하게 보이는 곳이므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을 
가리킨다.

⑤ ㄷ의 ‘이’는 앞 문장인 ‘너 자신을 알라.’를 가리킨다.

6. 어법 (수능특강) 정답 ⑤
‘만나다’는 피동사 형태를 갖지 않는다. 즉 피동 접
미사‘-이-, -히-, -리-, -기-’등이 결합되어 ‘만나
다’의 피동사 형태를 만들 수가 없다.
①‘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라는 파생적 피동문을 
만들 수 있다. (안-기-다)
②‘파리가 개구리에게 먹혔다.’라는 파생적 피동문
을 만들 수 있다. (먹-히-다)
③‘나뭇가지가 바람에 꺾였다.’라는 파생적 피동문
을 만들 수 있다. (꺾-이-다)
④‘배가 폭풍우에 세차게 흔들렸다.’라는 파생적 피
동문을 만들 수 있다. (흔들-리-다)

7. 조건에 맞는 표현의 생성 (수능 완성 유형편) 정
답 ⑤
⑤는 첫 문장에서 나눔의 행복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으므로, 재능 기부가 글쓴이에게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오아시스같은 기쁨’에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앞으로 더 많은 사람
들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기를 바란다는 부분에서 
재능 기부에 동참하기를 권유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① 재능 기부에 동참할 것을 직접적으로 권유하고 
있지만, 글쓴이에게 미친 긍정적인 효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비유법도 사용되지 않았다.
② 자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졌고 친구 관계도 좋아
졌다고 하여 글쓴이에게 미친 긍정적인 효과가 나
타나 있고, ‘마음’이 ‘평화로운바다’가 되었다고 하
여 비유적인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재능 기부에 동
참할 것을 권유하고 있지 않다.
③ 재능 기부에 동참하기를 권유하고 있지만, 글쓴
이에게 미친 긍정적인 효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비유법도 사용되지 않았다.
④‘우리 사회의 심장이 더욱 건강하게 뛸 수 있도
록’이라는 부분에 비유적인 표현이 활용되어 있고, 
재능 기부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글쓴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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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술 (수능완성)

김승희 외,「음성 인터페이스 기술」
음성 인식의 과정
이 글은 음성 인식의 과정과 원리를 설명

하고 있다. 음성 인식은‘음성 입력 → 음성 
전처리 → 패턴 인식 → 언어 처리 → 인식 
결과’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글에
서는 각 단계에 적용되는 원리와 방법을 과
정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1문단：음성 인식 기술의 개념 및 과정
�2문단：음성 전처리 과정
�3문단：선형 정합 방식과 동적 정합 방

식을 이용한 패턴 인식
�4문단：통계학적 방식을 이용한 패턴 인

식
�5문단：언어 처리 과정과 결과의 도출

8. 글의 핵심 내용 파악 정답 ⑤
이 글에서는 음성 인식 기술의 원리와 방식을 음성 
인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명하
고 있다. 음성 인식은‘음성 입력 → 음성 전처리 → 
패턴 인식 → 언어 처리 → 인식 결과’의 과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 글에서는 특히 ‘음성 전처
리’,‘패턴 인식’,‘언어 처리’단계에서 어떤 원리와 방
식으로 음성 인식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① 음성 인식 기술의 의의나 음성 인식 기술이 생
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②‘패턴 인식’의 방법 중‘선형 정합 방식’과‘동적 정
합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글의 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입력 패
턴’과‘기준 패턴’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
고 있지도 않다.
③ 음성 인식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를 설
명하고 있지 않다.
④‘패턴 인식’의 한 방법으로‘통계학적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글의 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음성 인식 기술에 대한 전망을 다
루고 있지도 않다.

9. 정보 이해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④
통계학적 방식에서는 발음 시간이 다양하게 나타나
는 음성 신호를 통계적으로 처리한 결과를 바탕으
로 음향 모델을 구성한다. 그리고 그 음향 모델 중
에서 실제 음성 신호와 가장 유사한 모델을 결과값
으로 채택한다. 음성 신호의 발음 시간에 관한 통
계 결과들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통계 결과들로
부터 발음 시간이 일정한 음성 신호를 추출한다는 
것은 적절한 이해가 아니다.
①‘음성 전처리’과정에서는 소음과 음성을 구분하고 
음성의 특징을 잡아낸다. 이를 위해 음성 신호를 
아주 작은 단위로 자르고 각 구간별로 소리의 주파
수나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핀다.
②‘패턴 인식’과정에서는‘입력 패턴’과‘기준 패턴’의 
비교가 이루어진다.
③‘선형 정합 방식’이나‘동적 정합 방식’은 음성 인
식률이 높지만, 인식 대상 어휘가 늘어나면 계산량
이 방대해져 음성 인식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
다.‘통계학적 방식’은 ‘선형정합방식’이나 ‘동적 정
합 방식’에 비해 문장이나 대화까지 인식할 수 있
게 해 준다. 이는 인식해야 할 어휘가 많을 경우에
는‘통계학적 방식’이 ‘선형 정합 방식’이나‘동적 정
합 방식’보다 더 적합한 방식임을 나타낸다.
⑤‘언어 처리’과정에서는 음성 인식기의 문법 체계
에 해당하는 ‘언어 모델’을 참조해 문법적 점검이 
이루어진다.

10. 시각 자료를 통한 정보의 이해  정답 ③
㉠의‘동적 정합 방식’은 음성 신호의 정점 부분 시
간을 최대한 일치시켜‘입력 패턴’과‘기준 패턴’을 비
교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 비교가 
이루어진 것은 ③이다. ③을 보면‘입력 패턴’과‘기준 
패턴’의 음성 신호 정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①, ④, ⑤‘동적 정합 방식’은 입력 패턴과 기준 패
턴의 발음 시간을 같게 설정할 뿐만 아니라 음파에 
있는 정점들의 시간까지 일치시켜 비교하는 방식이
다. A와 B의 정점들이 일치하고 있지도 않지만, A
와 B의 발음 시간이 같게 설정되어 있지도 않기 때
문에 ㉠의 방식으로 처리한 것을 보여 주는 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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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한다.
② A와 B의 발음 시간이 같게 설정되어 있지만, A
와 B의 정점들이 일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동적 
정합 방식’이 사용된 예로 볼 수 없다.

11. 문맥적 의미의 파악 및 적용 정답 ②
ⓐ는‘값이나 비율 따위가 보통보다 위에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는‘품질, 수준, 능력, 가
치 따위가 보통보다 위에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
고 있다. ⓐ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ㄱ
이다. ㄱ에서는‘높다’의 주어가 ‘의존도’인데, 이는 
의존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와 문맥적 의미가 가
장 유사한 것은 ㄹ이다. ㄹ의‘높은’은 앞의‘품질’을 
서술하고 있다.
ㄴ. ‘높다’는‘어떤 의견이 다른 의견보다 많고 우세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ㄷ.‘높은’은‘아래에서 위까지의 길이가 긴’이라는 의
미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시 (인터넷 운문)

가) 박목월,. 연륜.
이 시는 어린 시절 만났던‘가시내’에 대한, 

잊히지 않는 그리움을 나무에 생기는‘연륜(나
이테)’의 이미지를 통해 그려 낸 작품이다. 
나이테는 해를 거듭하며 생기는 것인데, 화자
는 해를 거듭함에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가
시내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핏빛 연륜’으로 
표현하고 있다.‘핏빛’의 색채 이미지는 화자의 
마음에 남은 상처와 아픔의 정도를 드러낸다. 
소년이 자라 어른이 되었음에도 가시내에 대
한 그리움은 여전히 아프고 슬픈 무엇으로 
남아, 나이테처럼 더욱 새빨갛게 변해 가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주제 : 이별로 인한 아픔과 그리움
1연: 가 버린 가시내로 인한 핏빛 연륜
2연: 차마 잊히지 않는 가시내에 대한 기

억
3연: 세월의 흐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아픔과 그리움
- 후렴구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그리움

을 표현하고 있다.
-‘소년의 성장’이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나) 박남수,.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
이 시는 전쟁의 폭력성과 비극성을 고발하

는 동시에, 전쟁의 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연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그
려 낸 작품이다. 죽음이 눈앞에 놓인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꽃씨를 받는 할머니의 모습은 
살육과 폭력만이 전부인 현실 속에서도 생명
과 희망을 포기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절망 속에 놓여서도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할머니의 강인한 의지가 돋보이는 작품
이다.

주제 : 생명의 소중함과 미래에 대한 희망
1연: 방공호 위에서 꽃씨를 받으시는 할머

니
2연: 방공호에 들어오시지 않은 채 노여움

을 드러내는 할머니
3연: 비극적 상황에 대한 할머니의 푸념
4연: 할머니의 노여움을 풀지 못했던 나
5연: 지구가 깨어져도 꽃씨를 받으실 할머

니
- 상징적인 시어‘( 꽃씨’,‘방공호’)와 할머

니의 행위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다) 송수권,. 묵호항.
이 시는 어부였던 고모부에게 시집간 고모

의 삶을 중심으로 슬픔과 괴로움의 정서를 
드러내는 작품이다. 오징어잡이를 위해 묵호
항으로 간 남편을 따라나선 고모는 생계를 
위해 떠돌이 타향살이를 하며 가난한 생활을 
이어 왔다. 타향살이도 모자라 남편마저 잃어
버린 고모는 남편이나 가난을 원망하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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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운명을 원망하고 있다. 현실의 불행이
나 가난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안타
까움이 잘 묻어난다. 화자인‘나’는 이십 몇 년 
만에 고모를 찾아 고모의 기구한 삶을 목도
(目睹)하고 함께 슬퍼하고 있다.

주제 : 고모의 기구한 삶에 대한 연민
1, 2행: 묵호항이 내려다보이는 고모부의 

무덤
3, 4행: 고향을 떠나 고모부를 따라 묵호항

에 온 고모
5~10행: 바다에서 돌아가신 고모부의 무덤

을 바라보는 슬픔
11~17행: 외짝 신발 하나 넣고 만든 고모

부의 무덤 앞에서 울음을 터트리는 고모
18, 19행: 흔들리는 묵호항을 바라봄.
- 고모와 고모부의 기구한 삶을 통해 삶의 

고통과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12. 시상 전개 방식의 이해 정답. ④
(가)는‘연륜’을 각 연에서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잊
히지 않는 슬픔과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꽃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절망과 죽음의 상황
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다)는‘묵호항’, ‘무덤’등의 이미지를 반
복적으로 사용하여 고모부의 죽음이 주는 비극성과 
삶의 아픔, 그러한 삶을 견디는 고모의 모습을 드
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다)의 공통점은 ④번이
다.
① (가)는‘가시내’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으며, (나)는 할머니의 행동
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시키고 있다. (다)의 경우 
화자의 회상이 제시되기는 하지만, (가)~(다) 모두가 
역행적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② (나)의 경우 부정적 현실을 견뎌 내는 모습이 강
조되지만, (가)와 (다)의 인물들은 슬픔 속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현실을 이겨 내려는 삶의 태
도를 보여 준다고 말할 수 없다.
③ 시상의 극적 전환이란 시인의 사고나 정서가 바
뀌는 것을 말하는데, (가)~(다)에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나)의‘방공호’와 (다)의‘묵호항’은 비극적 삶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주제와 연관되지만, (가)에는 시
적 공간이 따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13. 구체적 장면의 추리 정답. ⑤
[A]가‘진작 죽었더라면 ~’하고 상황을 가정한 것은 
맞지만 앞날에 대한 어떤 기대를 제시한 것은 아니
다. 할머니의 말은 비극적인 전쟁(현실) 상황을 겪
고 싶지 않았다는 하소연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A]는 진정한 소망이나 앞날에 대한 기대로는 볼 
수 없으며, 절망과 한탄의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A]와 [B] 모두 전쟁의 상황, 남편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삶 속에서 인물이 느끼는 비애감을 표현
한 말이다.
② [A]는 할머니가 한 말을, [B]는 고모가 내뱉은 
말을 직접 가져다 쓴 것이다.
③ [A]는 4행에 걸쳐 있어 행마다 잠시의 휴지(休
止)가 있는 데 비해, [B]는 한 행으로 제시되어 연
속적으로 읽어야 한다. [B]를 읽을 때 호흡이 빨라
진다고 할 수 있다.
④ [B]에서 고모는‘짚방석’을 동원하여, 자신의 삶이 
짚방석보다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14. 시적 화자의 태도 및 정서 추리 정답. ④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는 <보기>와 (가) 모
두에 드러난다. 어린 시절의 사랑과 이별, 그 이후
의 슬픔과 그리움, 연륜이 쌓여 가는 모습 등이 작
품에 일관되게 제시되어 있으므로 ④번은 고쳐쓰기
를 위해 고려한 내용으로는 볼 수 없다.
① <보기>에서는 3연에 한 번 등장했던 말줄임표가 
(가)에서는 각 연마다 등장한다. 앞에서 언급한 내
용에 여운을 주어‘소년’이 느끼는 정서를 지속적으
로 드러낸 것이다.
②‘(가시내사 가시내사 가시내사)’라는 구절은 각 연 
밑에서 후렴구처럼 사용되고 있다. 이 구절의 반복
을 통해 대상(가시내)에 대한 그리움이 강조된다.
③ <보기>의‘자줏빛’연륜은 (가)에서는‘핏빛’연륜으
로 바뀌어 제시되고 있다. 더욱 강렬한 색채 이미
지를 선택해 정서나 느낌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피’라는 단어를 선택하여 고통과 슬픔의 의미를 부
여하고 있다.
⑤ <보기>의 제목은‘그것은 연륜이다’이지만, (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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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은 ‘연륜’이다. 한 단어로 제목을 제시하면 시
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더 다양한 상
상이 가능해진다.

15. 창의적으로 바꿔 표현하기 정답. ④
㉮는‘~는 ~하지 않고…… ~에는 ~가 ~하다.’라는 문
장 구조를 보여 준다. 이와 유사한 통사 구조를 보
여주고 있는 것은 ②, ③, ④이다. 이 중에서 (다)의 
중심 사건인 고모부의 죽음과 외짝 신발 하나로 고
모부의 봉분을 만든 상황이 잘 드러나도록 형상화
를 한 것은 ④번이다.‘황토흙’이라는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와 고모가 느끼는 정서를 잘 드러내
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① 중심 사건과 색채 이미지가 드러나지만, ㉮와 
유사한 통사 구조는 아니다.
② 색채 이미지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중심 사건도 
비유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③ 통사 구조는 유사하지만, 중심 사건(고모가 죽은 
것)을 잘못 표현하고 있다.
⑤‘~는 ~하는데’의 구조로 ㉮와는 차이가 있다. 또
한 단지 ‘이삿짐 풀던 날’을 이 시의 중심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인문 (고득점 300제)

최성락, ‘고고학 입문’
이 글은 고고학에서 유물을 발굴하는 의의

를 설명하는 한편, 주로 고고학의 유물이나 
유구를 발굴하는 주요 방법으로서 트렌치법, 
사분법, 방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유적의 
한가운데에 도랑을 내고 주변을 발굴하는 트
렌치법, 고분을 4등분하여 발굴하는 사분법, 
일정한 기준을 정해 정사각형의 구덩이들을 
파서 발굴하는 방격법 등을 소개하고 발굴 
과정의 전반적인 특징과 그 유의점 등을 소
개하고 있다.

주제 : 고고학 발굴의 방법과 과정
•1문단：고고학 발굴의 의의와 고고학에서 

사용되는 발굴법

•2문단：고고학 발굴의 방법으로서 트렌치
법

•3문단：고고학 발굴의 방법으로서 사분법
•4문단：고고학 발굴의 방법으로서 방격법
•5문단：고고학 발굴의 유의점

16. 핵심 화제의 이해  정답 ②
이 글은 고고학에서 유물이나 유구를 발굴하는 

주요 방법으로서 트렌치법, 사분법, 방격법 등을 소
개하고 있다. 트렌치법은 유적의 한가운데 도랑을 
내고 주변을 발굴하는 방법이며, 사분법은 주로 고
분을 4등분하여 발굴하는 방법이며, 방격법은 일정
한 기준을 정해 정사각형의 구덩이들을 파서 발굴
하는 방법임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②
처럼 고고학 발굴의 방법과 과정이 핵심 화제임을 
알 수 있다.

17. 설명 대상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①
㉠은 트렌치법으로서 넓은 지역을 동시에 조사하

기 때문에 쉽게 유적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은 방격법으로서 야외 유적인 주
거지, 건물지, 사지 등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할 때 
용이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 ㉡은 비교적 
넓은 범위 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
다.

18. 참고 자료를 통한 이해  정답 ③
사분법이 유물의 발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
고, 3문단에서 사분법은 유구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구의 흐
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사분법이 아니라 트렌
치법의 약점이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에서 사분법이 유적을 4등분한 후 서로 엇갈려서 마
주 보는 부분을 발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3문단에서 사분법이 고분의 내부 공간, 유물의 분포 위치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④ 5문단의 ‘유적지를 발굴할 때는 발굴 단위별로 지층의 수평
을 유지하면서 발굴 속도에 균형을 맞추어 파 내려가게 된다.’는 
언급에서 살펴볼 수 있다.

⑤ <보기>의 그림의 빈 공간은 발굴할 때 남긴 ‘둑’으로서 3
문단에서는 이를 통해 봉분의 지층을 파악하고 지층의 순서에 따
라 없애 나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대소설 (고득점 300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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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명, ‘하얀 배’
이 작품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키

르기스스탄에 살고 있는 고려인(우리 민족)
의 삶을 통해 민족의 얼과 민족어(우리말)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는 중편 소설이다. 이 
작품의 표면적 구조는 여행의 길에 의존하고 
있다. 즉, 등장인물인 ‘나’가 카자흐스탄에서 
보낸 문류다의 글을 읽은 후, 알마아타에서 
우슈토베와 발륵차(르바치에)를 거쳐 이식쿨 
호수까지 류다를 찾아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
다. 그러나 이런 여행의 과정은 객관적인 현
실의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모국어의 의미라는 추상적 주제에 대한 
인식의 과정을 보여 주는 자기 내면의 여로
를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작
품은 ‘나’가 여행 중에 접한 대상을 섬세하고 
서정적으로 그려 내고 있으며, 고려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 고국을 그리며 민족과 민족어를 지
켜 나가고 있는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민의 
삶으로부터 받은 감동과 민족어의 소중함

전체 줄거리
기자인 ‘나’는 새로 이사해 온 세검정 거처

의 축대에 심긴 사이프러스나무를 통해 여행
의 기억을 떠올린다. ‘나’는 카자흐스탄의 알
마아타 한국 교육원으로부터 ‘말 배우는 아
이’라는 글을 받는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문
류다’이며, 중앙아시아에 사는 한인 3세 소년
이 한국말을 배우는 과정을 담고 있다. ‘나’는 
그 글 속에 그려진 풍경과 그 글을 쓴 류다
에 대한 끌림에 카자흐스탄의 수도 알마아타
로 향한다. 그곳에 도착해 유민사(流民史)의 
중요 지역인 우슈토베에 다녀오라는 권유를 
받고 그곳으로 간다. 우슈토베까지 동행한 한
글 학교 선생이 마침 류다를 알고 있어, 우슈

토베에서 류다의 오빠 친구인 미하일을 소개
해 준다. 미하일로부터 류다의 근황을 알게 
된 ‘나’는 미하일에게 류다가 살고 있다는 키
르기스스탄의 이식쿨 호수까지 가야겠다는 
결심을 말하며 동행해 달라고 부탁한다. 미하
일의 도움을 받아 류다가 있는 곳으로 가는 
도중 배고픔과 차량의 기름 부족 등으로 어
려움을 겪지만 결국 류다가 살고 있는 거대
한 이식쿨 호수를 마주한다. 이식쿨 호수를 
등지고 떠나오려는 순간에 류다를 만나게 되
는데 류다는 ‘나’에게 ‘안녕하십니까’라는 인
사말을 한다. 이 단순한 인사말에 ‘나’는 큰 
감명을 받는다.

19. 서술상의 특징 및 효과 파악  정답 ④
ㄴ은 호수에 도착하여 그 모습을 묘사하며 바이칼 
호수를 언급한 부분과 천산을 ‘하얀 만년설’이 뒤덮
인 모습으로 묘사한 부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은 ‘나’가 등장하여 ‘나’에 대한 이야
기를 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다. 따라
서 작품 속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을 서술하며 사건
을 전개하고 있다는 ㄹ도 적절하다. 이 지문에서 
인물의 외양을 묘사한 부분은 ‘나’가 류다를 만났을 
때 부분적으로 드러나지만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ㄱ). 또한 호숫가
의 풍광에 대해 감각적이고 세밀한 묘사를 하고 있
으며, ‘나’의 인식 과정이 자세하게 서술되고 있기 
때문에 장면을 빈번하게 전환한 것도 아니며 사건
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ㄷ).

20. 서사 구조의 파악  정답 ②

이 글에서 보면 호수를 잠시 구경하고 호수에 동전
을 던지고 난 후 ‘그것으로 목적은 이룩된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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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했지만, ‘그토록 열심히 달려와서 불과 몇 
분 서 있지도 않고 돌아가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했
다고 하는 것을 아무래도 옆의 사람들은 납득하지 
못하리라 생각되었다.’라는 부분을 볼 때 이식쿨 호
수를 찾은 실질적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는 볼 수 없다. 또한 ㉯ →㉰의 상황에서 호수는 
보았지만 ‘그러나…….’라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도 ②는 옳지 않다.

① 호수의 건너편에서는 파란 물이 감청색으로 변해 있었다고 
했으며, 감청색은 심원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고 했다. 이를 통해 ‘나’가 호수를 신비스럽게 느끼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③ ‘그곳으로 허위허위 달려온 까닭을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
간을 가져야 할 것이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 ‘그러나’라고 미진했던 마음이 그녀의 “안녕하십니까”에 
눈 녹듯 스러지는 듯싶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나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내내 그 모습이 머리에서 떠
나지를 않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①
ⓐ는 이식쿨 호수로 가는 도중에 있는 공간이지 
‘류다’가 사는 세계와 대립된 세계라고 볼 수 없다.

② 멀리 조상 나라에서 온 ‘나’를 만나 ‘류다’가 건넨 인사말이 
‘안녕하십니까’이다. 이 말을 듣고 ‘나’는 큰 감동을 받게 
된다.

③ ‘멀리 동방의 조상 나라를 동경하며 하얀 배를 그리는 모
습이 거기 있음’은 ‘류다’가  이국땅 중앙아시아에서 우리말
을 잃지 않고 고국을 그리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
다.

④ ‘사이프러스’는 그루지야에서 이식된 나무로 연해주에서 강
제로 이주된 한인을 표상한다고 할 수 있다.

⑤ ‘그것이 바로 하얀 배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깨달은 나는’
이라는 구절을 통해 ‘하얀 만년설의 산봉우리’가 ‘하얀 배’
의 이미지를 구체화 했음을 알 수 있고, ‘하얀 배의 또다른 
모습이라고 깨달은 나는 입 속으로 가만히 “안녕하십니까”
를 되뇌었다.’라는 구절을 통해 ‘하얀 배’가 우리 민족(어)
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22. 다른 갈래로 바꿔 표현하기  정답 ④
‘클로즈업’은 배경이나 인물의 일부를 화면에 크게 
나타내는 촬영 기법이다. 이 수법을 사용하면 슬픔, 
기쁨, 외로움 등의 감정을 숨김없이 화면에 드러낼 
수 있다. [A]는 ‘류다’가 건넨 인사말에 ‘나’가 감동
하고 있는 장면으로 ‘아,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은 
감동으로 인해 말을 더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클
로즈업 기법을 통해 감동하고 있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① [A]는 ‘나’를 카메라에 담아야 할 부분으로 ‘나’가 ‘나’의 
감정을 드러내도록 연기해야 할 것이다.

② 카메라를 360도로 회전시키는 수법에는 ‘인사이드 워크’와 
‘아웃사이드 워크’가 있다. ‘인사이드 워크’는 관심을 갖게 
하거나 집중을 시킬 때, 특히 애정물을 촬영할 때 사용된
다. ‘아웃사이드 워크’는 정신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사건이 미궁에 빠져 극심한 혼란에 빠질 때 사용된다. [A] 
장면의 경우 인사이드 워크 기법으로 촬영은 가능하나 ‘나’
의 얼굴에 황당한 표정이 드러나도록 연기하는 것은 내용
상 적절하지 않다.

③ 인간과 자연을 대조시키는 것도 맞지 않으며, ‘나’의 두려
운 심리와도 거리가 멀다.

⑤ ‘나’가 감동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내려다보는 방식으로 촬
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나’가 자연의 웅장한 모
습에 감동한 것도 아니다. ‘나’는 ‘류다’의 인사말에 감동했
다.

언어·생활 (인터넷수능 비문학)

송창선,「이중 주어 구문에 대한 비판적 고
찰」

국어에 나타나는 이중 주어 구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글이다. 이중 주어 구
문에 대한 기존의 설명이 지닌 문제점을 지
적하고, 각 유형별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후 이를 종합, 정리하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
하였다. 글쓴이는 이중 주어 구문을 서술절을 
안은 문장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로는 주어가 하나뿐인 문장인
데 기저에서 주어가 아니던 명사구가 표면 
구조에서는 초점화나 의미의 보충 혹은 강조 
등을 위해서‘이/가’가 붙는 형태로 나타나 주
어처럼 보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제 : 이중 주어 구문에 대한 새로운 해석
(가): 기존의 일반적 설명에 대한 검토 필요성 지적
(나): 기존의 설명이 지닌 문제점
(다): 이중 주어 구문의 유형들
(라): 각 유형별 이중 주어 구문에 대한 해석
(마): 이중 주어 구문에 대한 해석 종합, 정리

23. 논지 전개 과정의 파악 정답 ③
(다)에서는 소위‘이중주어구문’이라고 불리는 문장들
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단지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24.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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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 제시된 문장은 (라)에서 설명한 내용들 중
‘대소 관계 유형’에 속하는 문장이다. (라)의 설명에 
따르면, ㄱ에서‘크다’의 주어는‘손이’이며‘영수가’는 
기저에서‘영수의’였는데,‘손’이‘영수’의 손임을 강조
하기 위하여‘의’를‘가’로 바꾼 것이고, 이때의‘가’는 
주제나 초점을 나타내는 보조사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손이’의‘이’를 주제나 초점을 나타내는 보
조사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5. 사례 및 그 해석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①
‘수량어 유형’은 수량어를 포함한 두 개의 명사구에
‘이/가’가 붙은 경우라는 설명으로 미루어, ①과 ④
의 예문이 수량어 유형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또
한 이 경우 수량어에‘이/가’가 결합된 부분은 주어
가 아니라 주어를 보충하기 위해서 붙인 부가어에 
불과하다는 설명으로 미루어 수량어에‘이/가’가 결
합된‘두 개가’를 부가어로 본 ①의 해석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②‘사과를 두 개나 먹었다.’라는 문장은 이중 주어 
구문이 아니므로 예문으로 제시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문장의‘나’는 ‘가’가 변형된 것이라는 설명도 그 
자체로 틀린 것이다.
③ 대소 관계 유형에 속하는 예문을 제시하고 있
다.
④‘사과가’는 주어인데, 여기에 붙은‘가’를 보조사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⑤ 부사어 대치 유형에 속하는 예문을 제시하고 있
다.
⑤ 이중 주어 구문에 대해서 두 번째 명사구와 서
술어가 서술절을 형성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가)의 내용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26. 보충 설명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①
㉡은‘외투가 때가 묻었다.’라는 문장의 기저 

구조가‘외투에 때가 묻었다.’였다는 설명을 제
시한 부분이다. 즉, 이 문장의 주어는‘때가’뿐
이며‘외투가’는‘외투에’였던 것이 강조를 위해 
변화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내용을 보
강하려면, 왜‘묻었다’의 주어가‘때가’뿐이고‘외
투가’는 그것의 주어가 될 수 없는지를 분명
히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이‘때가 묻었다.’라는 문장은 
자연스럽게 성립하고 ‘외투가 묻었다.’라는 문
장은 비문법적임을 보여 주는 ①이다.

④‘외투에 묻었다.’라는 문장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주어가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진술은 
주어를 생략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예를 설명하기
에 적절하다.
⑤‘때가’의서술어는‘묻었다’로 명확하게 드러난다.
‘외투가’의 서술어가 불명확함을 지적하는 것이 적
절하다.

과학 (인터넷 수능 비문학) 

박경미,「확률의 패러독스」
이 글은 수학의 일반적인 특성을 제시한 

후, 수학의 실용성을 확률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수학은 실용성,추상
성, 형식성, 계통성, 일반화와 특수화 등의 
일반적인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 중 가
장 중요한 것은 실용성이다. 수학은 인간 생
활의 필요에 의해 생겨났고 발전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대표적인 놀이의 하나인 윷놀이에
서도 확률을 통한 수학적 사고를 할 수 있으
며, 이러한 수학적 사고를 통해 뺑소니 차량 
목격자의 진술이 정확할 확률도 계산할 수 
있다. 이처럼 수학적 사고를 하면 선택으로 
인한 손해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주제 : 수학의 특성과 수학적 사고방식의 필

요성
1문단 : 수학의 일반적인 특성
2문단 : 수학의 일반적인 특성의 개념
3문단 : 수학의 실용성을 뒷받침하는 일상 사례

-윷놀이
4문단 : 확률적 오류가 생기는 일상 사례
5문단 : 수학적 사고방식의 필요성

27. 내용의 구체적 이해 정답 ①
<보기>는 벽돌, 상자 등의 개별적인 사물의 속성 
중에서 색깔이나 물질, 크기와 같은 이질적인 속성
을 제외하고 직육면체라는 동질성을 끄집어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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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이는 추상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
다.
② 형식성은 약속된 기호를 바탕으로 형식적인 추
론 규칙에 의해 전개되는 속성을 말하므로 적절하
지 않다.
③ 계통성은 기초적인 내용과 새로운 내용을 일관
성 있게 이어나가면서 이루어지는 속성을 말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실용성은 일상 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므로 
거리가 있다.

⑤ 특수화는 주어진 대상의 집합에 대한 
고찰로부터 그 집합에 포함되는 더 작은 집
합 또는 단 하나의 대상에 대한 고찰로 옮아
가는 것을 말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28.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정답 ③
윷가락의 곡면이 위로 향하는 경우와 평면이 위로 
향하는 확률이 1/2라고 가정했을 때,‘도, 개, 걸, 
윷, 모’가 나올 확률은 개(6/16)>도(4/16)=걸(4/1
6)>윷(1/16)=모(1/16)이다.
하지만 실제 윷가락의 모양에 따라 평면이 위로 향
할 확률을 60%로 계산하면,‘걸’과‘개’가 같은 확률
로 제일 높고‘도-윷-모’의 순서로 확률이 낮아진다
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윷’이 나올 확률과‘모’
가 나올 확률이 같다고 한 철수는 실제 윷가락의 
모양을 고려하지 않고 수학적 가정에 의해 판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윷’이 나올 확률이 ‘모’가 
나올 확률보다 높다고 한 경희는 평면이 위로 향할 
확률이 60% 정도로 높다는 실제 사실에 기초하여 
확률을 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네 개의 윷가
락을 던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16
이라고 하였으므로,‘윷’이나‘모’가 나올 확률이 1/5 
로같다고 한 영수는 네 개의 윷가락을 던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수확적 확률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
했다고 할 수 있으며,‘모’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상미는 수학적 사고가 아닌 직관에 의존한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철수가 실제 윷가락의 
모양과 무게 중심을 고려하여 엄밀하게 확률을 계
산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9. 내용의 추론적 이해 정답 ④
이 글에서 설명한 윷놀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확률

의 계산 방식을 볼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발생한 경우/ 총경우의 수’이다. 뺑소니 사
고가 발생한 도시에는 100대의 택시가 있는데 노란
색 택시가 90% 있으므로 90대, 검은색 택시가 1
0% 있으므로 10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목격자의 진술이 정확할 확률은80%라고 하였다. 그
러므로 노란색 택시를 검은색으로 볼 경우의 수는 
노란색 택시를 정확하게 보지 않을 확률과 같으므
로90×0.2인18이다. 그리고 목격자가 검은색 택시를 
검은색으로 볼 경우의 수는 10×0.8이므로 8이다. 
따라서 목격자가 택시를 검은색으로 볼 총 경우의 
수는 26이고, 목격자의 진술이 정확할 경우의 수는 
8이다. 그러므로 목격자의 진술이 정확할 확률은 8
/26×100이므로 약31%가 된다.

30. 유사한 어휘 찾기 정답 ④
동질적인 속성을 끄집어낸다는 것은‘추출’과 바꾸어 
쓸 수 있다.‘추출’이란‘전체 속에서 어떠한 요소를 
뽑아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①‘추정’이란‘미루어 생각하여 판정한다.’는 의미이
다.
②‘추측’이란‘미루어 생각하여 헤아린다.’는 의미이
다.
③‘추구’란‘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한다.’는 
의미이다.
⑤‘추론’이란‘미루어 생각하여 논한다.’는 의미이다.

  고소설 (인터넷 수능 산문)

임방,「지리산로미봉진(智異山�迷逢眞)」
주제 : 거지로 인간 세계에 왔던 신선 장 도

령과 그를 측은히 여겼던 음관 사이의 
인연

이 작품은 조선 숙종 때의 문신으로서 대
사성·공조 판서·우참판을 역임한 임방의 한문 
소설이다. 허균의「장생전」과 김려의「장생
전」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16세기 말에 
실존했던 인물로 추정되는 장 도령을 주인공
으로 삼았는데, 볼품없는 거지가 사실은 조선 
최고의 신선이라는 흥미로운 발상, 인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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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이면서도 신선 세계의 문물이 갖추어
진 공간으로서의 지리산에 대한 묘사 등이 
특징적인 작품이다.

조선 중종 때 서울에 장 도령이라고 불리
는 거지가 살았는데, 용모가 추악하고 볼품이 
없었다. 당시에 도술로 이름이 높던 전우치는 
장 도령이 높은 신선이라고 하면서 공손히 
대한다. 한 음관(높은 관원의 자제로 과거를 
거치지 않고 벼슬에 임명된 사람)이 구걸하
는 장 도령을 불러 내력을 물으니, 그는 자신
이 호남의 사대부 집안 출신인데 돌림병으로 
부모를 잃고 혼자 떠돌고 있다고 답한다. 음
관은 그를 불쌍히 여겨 자주 불러다 대접하
고 위로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죽은 장 도
령을 싣고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안타
까워한다. 수십 년 후 지리산 아래에서 길을 
잃고 별천지처럼 아름다운 곳에 도달한 음관
은 푸른 옷을 입고 청노새를 탄 신비로운 사
람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그의 초대를 받아 
궁궐로 가게 된다. 음관을 궁궐로 초대한 이
는 자신이 지리산을 다스리는 신선이고 예전
에 벌을 받으러 인간 세계에 갔을 때 장 도
령으로 산 적이 있었다는 말을 들려주면서, 
그때 자신에게 온정을 베풀어 준 것에 보답
하고자 한다며 음관을 융숭하게 대접한다. 신
선이 된 장 도령과 작별하고 돌아온 음관은 
그곳을 다시 찾아가지만 궁궐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었고, 신기하게도 점점 젊어지면서 
무병장수하다가 아흔 살이 넘어서 생을 마쳤
다.

31. 내용의 사실적 이해 정답 ⑤
음관은 지리산에서 수십 년 만에 장 도령을 다시 
만나는데, 처음 얼핏 보았을 때는 물론이고 가까이
에서 대화하며 얼굴을 보고도 그가 장 도령인지 알
아보지 못한다. ‘풍채가 빼어나고 영명한 광채가 빛
을 발하고 있어 예전의 추악하고 볼품 없던 모습과
는 전혀 딴판’이었기 때문이다.

① 음관이 지리산에서 목격한 것은 관리의 행차가 
아니라 장 도령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습이었다. 
산속에서 장 도령 일행을 본 음관은 처음에는 그것
이 관리의 행차라고 오해했지만, 곧 깊은 산속에 
무슨 관리의 행차가 있겠는가 하는 의심을 품게 된
다.
② 상대에게 입었던 은혜를 갚고자 하는 것은 음관
이 아니라 장 도령이다.
③ 장 도령은 음관을 전송하면서‘신선의 세계와 인
간의 세계는 길이 다르니 훗날 다시 만날 기약을 
하기가 어렵구려. 안녕히 잘 지내시기 바라오!’라고 
말했다. 따라서 재회를 기약했다고 볼 수 없다.
④ 음관이 죽은 후 신선 세계로 갔는지 아닌지는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32. 자료에 따른 작품의 이해와 감상 정답 ①
장 도령은 자신이 동방의 4대 명산 중 한 곳을 다
스리는 선관임을 밝히며‘예전에 작은 잘못을 저질러 
잠깐 인간 세계로 유배를 가게 되었던’이야기를 들
려준다(ⓑ). 음관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도달하게 
되는 장 도령의 궁궐은 신선이 사는 별천지로서, 
수평적 공간의 연장선상에 있어 걸어서 도달한 곳
이다(ⓒ). 또한 지리산에서 처음 보았을 때 장 도령
은 청노새를 타고 있었고(ⓓ), 순식간에 다가오고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하지만 옥황상제가 
지상계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모습은 직접 드러나 
있지 않다(ⓐ).

33. 인물의 말하기에 대한 이해 정답 ①
[A]에서는 장 도령이 자신의 신분에 얽힌 내막을 
압축적으로 들려주어 음관이 품고 있을 의문을 해
결해 주면서, 지난 일에 관해 음관에게 감사의 뜻
을 표하고 있다. 그리고 [B]에서는 음관이 장 도령
에 얽힌 과거의 기억을 새로이 떠올려 보면서 자신
이 장 도령의 신분에 관해 일찍 눈치채지 못했던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따라서 [A]와 [B]에는 공통
으로‘과거 경험의 회상’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
다.
② [A]와 [B] 모두 세태에 대한 경계와는 무관하다.
③ 상대방에 대한 감사는 [A]에서만 찾아볼 수 있
다.
④ [A]와 [B] 모두 상대방의 비판에 대해 해명하는 
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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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신의 주의 부족에 대한 후회는 [B]에서만 찾아
볼 수 있다.

34. 한자 성어의 이해와 적용 정답 ④
㉠은 길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산속으로 들어
갔는데 날이 저물려 해서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한
자 성어는‘진퇴유곡(進退維谷)’으로, ‘이러지도 저러
지도 못하고 꼼짝할 수 없는 궁지.’를 의미한다.
① 동분서주(東奔西走)：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뛴
다는 뜻으로, 사방으로 이리저리 몹시 바쁘게 돌아
다님을 이르는 말.
② 부화뇌동(附和雷同)：줏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
라 움직임.
③ 자가당착(自家撞着)：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됨.
⑤ 천우신조(天佑神助)：하늘이 돕고 신령이 도움. 
또는 그런 일.

사회 (인터넷 수능 비문학)

조동성,「21세기 기업을 위한 디자인 키워
드」

기업 이미지가 점점 중요시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기업이 생존 및 발전하기 위해 기
업 이미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제시
하고 있는 글이다. 이 글에 따르면 기업 이미
지는‘기업의 성격과 전략’,‘기업의 정체성’,‘기
업 문화’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들 
요소가 어떻게 마련되고 형성되느냐에 따라 
기업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
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에 대한 통합 관리 시
스템이 필요한데, 이 시스템을 적용한 것이
‘통합 이미지 경영’이다. 글쓴이는 이 경영을 
통해 기업의 정체성, 기업 문화 등을 관리하
고 기업 이미지가 소통되는 통로를 통합적으
로 관리하면 기업 이미지 관리의 효과를 높
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주제 : 기업 이미지의 중요성과 통합적 관리 
방안

1문단: 기업 이미지의 중요성과 형성 요소

2문단: 통합 이미지 경영의 개념과 특징

3문단: 기업 문화가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4문단: 기업 이미지의 소통 통로를 통합 관리하
는 데에 유의해야 할 점

5문단: 기업의 정체성과 브랜드 정체성의 종합적 
관리의 중요성

35. 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 ④
이 글에서는 1문단에서 기업 이미지의 중요성을 강
조한 후, 2~5문단에서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고 관
리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 무엇이며 유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 이미지의 개선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문제
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①2문단에서‘통합 이미지 경영’의 개념을 제시한 
후, 기업 경영 차원의 수준에서 고객과 시장의 반
응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삼고 있
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1문단에서 현대 사회에서의 기업 이미지는‘가치 
있는 자산’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
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3, 4문단에서 통합 이미지 경영을 위해 기업 정
체성, 기업 이미지의 소통 통로 등의 통합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5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36. 추론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⑤
<보기>에서는 이미지가 일단 형성되면 사람들이 객
관적인 정보보다 이미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이끌어 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글과 <보
기>에 따르면‘통합적인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면 그 긍정적인 이
미지가 개인의 반응에 영향을 주어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① <보기>에서는 불완전한 정보로 형성된 이미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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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①`은 객관적 정보와 지
식 전달을 언급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이 글에서는 기업 이미지가 소통되는 통로를 통
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광고에 대
한 의존성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③ 이 글에서는 기업 이미지가 기업의 가치를 높이
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를 효율적
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해 기업이 목적하는 기업 이
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
고 있다. 기업 이미지를 전달하는 매체의 종류와 
수를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논지에 위배된다.
④ <보기>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해 말
하고 있지 않다.

37.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 ④
<보기>에 회사에 대한 만족감과 자긍심을 높인다는 
언급이 있지만 그것은 소통을 통한 것이었지 사원 
복지를 통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기업 문화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
에 일단 형성되면 구성원들 간의 학습과 사회화 과
정을 통해 유지, 강화된다. <보기>에서 기업 문화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은 기업 문화가 지속적
으로 유지, 강화되었음을 나타낸다.
② 기업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은 구
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기업체의 성
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③ <보기>에서 언급한 신제품 개발과 관련한 친환
경적 원료의 사용, 소비자의 의식 조사를 통한 환
경 친화적인 브랜드 이미지 개발, 그리고 환경 보
호 활동의 홍보 등은 이 글에서 언급한 이미지 제
고를 위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과 관련을 
맺고 있다.
⑤ 직원들의 불만 및 불편 사항이 소통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고객의 의견을 수렴해 브
랜드와 디자인을 개발했다.

갈래복합 (고득점 300제)

안민영, ‘매화사(梅花詞)’ 
조선 고종 때 안민영(安玟英)이 지은 8수

의 연시조이다. 작자가 1870년(고종 7년) 겨

울에 스승인 박효관(朴孝寬)의 운애산방(雲
崖山房)에서 벗들과 더불어 놀 때, 박효관이 
가꾼 매화가 책상 위에 피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영탄한 노래라고 한다. 이에 따라 ‘영매
가(詠梅歌)’ 혹은 ‘영매사(詠梅詞)’라는 별칭
이 있다. 이 작품이 8수로 짜여진 것은 우조
(羽調) 8곡을 한바탕으로 하여 부르는 가곡
창의 순서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주제 : 매화 예찬
•제4수：매화의 개화와 풍류
•제5수：매월(梅月)의 어울림
•제7수：매화의 생명력
•제8수：매화의 고고한 절개

현대어 풀이
눈 올 때쯤 피우겠다더니 너 과연 피었구

나.
황혼에 달이 뜨니 그림자도 듬성하구나.
청향이 술잔에 어리었으니 취해 놀고자 하

노라. <제4수>

황혼에 뜬 달은 미리 너와 만날 기약을 하
였더냐.

쪽문 안에 잠든 꽃이 향기를 풍기며 맞이하
는구나.

내 어찌 달과 매화가 벗인 줄 몰랐던고 하
노라. <제5수>

저 건너 나부산 눈 속에 거무튀튀 울퉁불퉁 
광대등걸아.

너는 무슨 힘으로 가지를 돋쳐서 꽃조차 피
웠는가.

아무리 썩은 배 반만 남았을망정 봄기운을 
어찌하리오. <제7수>

동각에 숨은 꽃이 철쭉꽃인가 진달래꽃인
가.

온 세상이 눈에 덮여 있는데 제 어찌 감히 
필 것인가.

알겠다 백설양춘은 매화밖에 또 누가 있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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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 <제8수>

권필, ‘매화’
조선 중기 시인 권필이 쓴 한시이다. 1자에

서 10자까지 한자의 글자 수를 늘려가면서 
20개 행이 탑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여 흔
히 ‘보탑시(寶塔詩)’라고 한다. 추위 속에서 
피는 매화의 지조와 절개를 찬양하고 있다. 
아울러 세속의 부귀 권세를 멀리하고 자연 
속에 사는 선비의 청정한 삶을 매화에 빗대
어 표현하고 있다.
주제 : 매화의 지조와 절개 찬양
•1~8행：추위 속에 핀 매화
•9~12행：떠도는 매화 향기
•13~16행：선비와 같은 매화의 지조와 절개
•17~20행：세속을 멀리하고 청정한 삶을 즐

기는 매화

윤오영, ‘조매(造梅)’
“조화(造花)의 묘는 다만 화형(花形)이 비

슷한 데 있지 않고 그 화심(花心)을 그려 내
는 창작력에 있다.”라고 하면서 필자는, S양
은 ‘화형’은 비슷하게 표현했으나 ‘화심’을 드
러내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매화나무가 
하나의 전체로서 살아 있는 기운을 발할 때 
향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꽃이 달려 있더
라도 가지, 줄기, 등걸에 생맥이 없으면 그 
매화는 향기를 발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암
향(暗香)이란 한 그루 매화로 눈앞에 생동할 
때 풍겨나는 것이라고 필자는 강조하고 있다.
주제 : 진매(眞梅)를 표현하는 법
•1문단：화형은 비슷하지만 화심을 표

현해 내지 못한 S양의 창작품에 대한 
비판

•2문단：매화의 가지, 줄기, 등걸에 생
명의 기운이 느껴져야 함.

•3문단：매화를 먼저 알고 매화가 되어 
보아야 함.

38.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  정답 ④
(가)와 (나)는 매화의 지조와 절개, 생명력 등을 칭
송하고 있다. (다)는 매화를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
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 요컨대, (가)와 (나)는 매
화가 지닌 자질을 말하고 있고, (다)는 매화를 표현
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① (가)와 (나)는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고 그로부터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② 모순 어법이란 서로 반대가 되거나 의미가 상치되는 두 어
구를 조합하여 독특한 표현 효과를 노리는 표현상의 기교
를 말한다. (가)와 (다)에서 모순 어법을 확인할 수 없다.

③ (나)와 (다)에서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기원의 
어조는 드러나지 않는다.

⑤ (가)의 ‘청향(淸香)이 잔(盞)에 떴으니 취(醉)코 놀려 하노
라.’와 (나)의 ‘향기는 날아서 금 술잔에 드누나.’에서 자연 
친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 현상과 인간사의 대비
는 드러나지 않는다.

39.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 ②
[A]의 ‘그림자도 성긔거다’는 어둠이 내리고 달이 
뜨자 매화나무의 그림자가 땅에 비치는데, 그 간격
이 띄엄띄엄하다는 뜻이다. 꽃만 피었지 아직 나뭇
잎이 나지 않아 그림자가 엉성한 것이다. 밤이 되
자 매화를 더 이상 구경하지 못해서 화자가 아쉬워
하는 것은 아니다.

① ‘네 과연 피었구나’는 눈 속에 꽃을 피운 매화를 보고 기쁨
과 반가움을 표현한 구절이다.

③ [B]의 ‘황혼의 돋는 달’은 ‘매월이 벗 되는 줄’에서 알 수 
있듯이 매화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대상이다. [D]의 ‘척촉
(��)’과 ‘두견화(杜鵑花)’는 매화와 달리 눈 속에서는 피
지 못하는 꽃이다. 매화와 대비되는 대상들이다.

④ ‘눈 속에’와 ‘봄 뜻을’에서 눈이 온 가운데 봄기운을 알리며 
매화가 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썩은 배 반만 남았을망정’과 ‘건곤이 눈이거늘 제 어찌 감
히 피리.’에서 고난에 처한 매화의 굳센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다.

40.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원래의 의미와 정반대로 표현하는 반어적 표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① 매화를 ‘옥 같은 뺨’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매화를 아름
다운 사람의 뺨에 비유한 표현이다.

③ ‘찬 꽃술’, ‘향기는 날아서 금술잔에 드누나’, ‘흰 떨기 추워 
떠는 모습’ 등에서 매화를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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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아래 시행으로 내려가면서 시행의 길이를 점점 늘려 나가
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배열을 통해 형태적 아름다움을 추
구하고 있다.

⑤ ‘정승의 지위’와 ‘서호의 위, 고산의 구석’을 대조적으로 제
시하여 자연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삶
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41. 이유의 추리  정답 ②
‘꽃은 흡사하다. 진가(眞假)를 구별하기 어려울 만
큼 묘한 솜씨다.’와 ‘조화(造花)의 묘는 다만 화형
(花形)이 비슷한 데 있지 않고 그 화심(花心)을 그
려 내는 창작력에 있다.’를 참고할 때, S양은 ‘화형’
은 비슷하게 표현했으나 ‘화심’을 드러내지 못한 것
이다. 화형을 비슷하게 표현했다는 것은 실물과 흡
사하게, ‘진가를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는 의미이다.

① ‘매화를 만들면 그 암향(暗香)이 떠올라야 한다.’를 참조할 
때, S양의 작품이 사화(死花)를 면치 못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③ ‘암향을 나타내자면 꽃보다도 먼저 가지에서요, 가지보다는 
줄기, 줄기보다는 등걸에서다. 이것이 살아야 비로소 꽃이 
산다.’를 참조할 때, S양의 작품이 사화를 면치 못한 이유
는 작품에서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④ ‘조화(造花)의 묘는 다만 화형(花形)이 비슷한 데 있지 않
고 그 화심(花心)을 그려 내는 창작력에 있다.’와 ‘매화를 
만들자면 먼저 매화를 알아야 하고’를 참고하면 된다.

⑤ ‘암향을 나타내자면 꽃보다도 먼저 가지에서요, 가지보다는 
줄기, 줄기보다는 등걸에서다. ~ 한 송이의 꽃은 우연히 
가지 위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 온 그루에 모인 정(情)이 
필연적으로 터져서 유기적으로 나타난 것이다.’를 참조할 
때, S양은 매화를 유기체로 보지 않고 꽃잎에만 충실했음
을 알 수 있다.

42.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 ⑤
㉲에서는 매화나무가 하나의 전체로서 살아 있는 
기운을 발할 때 향기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꽃이 
달려 있더라도 가지, 줄기, 등걸에 생맥이 없으면 
그 매화는 향기를 발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
한 내용을 적용하여 그림을 감상한다면, 그림 속의 
매화가 생맥을 잃지 않고 은은한 향기를 발하는 것
처럼 보이는 것은 매화를 하나의 전체로서 살아 있
는 기운을 지닌 것처럼 그렸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매화꽃을 눈꽃이 만발한 것처럼 그렸기 때
문은 아니다.

① ㉮에서는 매화 향기와 술에 취하며 풍류를 즐기는 삶이 드
러난다. 그림 속의 두 벗 역시 맑고 깨끗한 매화 향기를 맡
으면서 술을 마시며 풍류를 즐기고 우정을 나눌 것이다.

② 기약(期約)은 ‘때를 정하여 약속함’의 뜻이다. ㉯에서 매화
꽃이 필 때 달이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했느냐며 화자는 묻

고 있다. 그림 해설에서 ‘매화가 필 무렵에 꼭 한번 들르겠
다는 친구를 초옥의 주인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를 ㉯와 결부시켜 감상하면 매화꽃이 만발할 때 
만나자는 약속을 이전에 한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다.

③ 고산에 사는 임포나 그림 속의 은둔자는 모두 세속을 멀리
하고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이야말로 삶
의 여유와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이다.

④ 적막강산에 한 선비가 은거하고 있고, 초옥 주변에 매화가 
피어 있다. 매화는 예로부터 사군자의 하나로 선비의 지조 
및 고결한 정신을 상징한다. ㉱에서 제시한 매화의 담아하
고 고고한 품격을 선비의 고결한 정신이나 품격과 연결할 
수 있다.

예술 (고득점 300제)
헨리페트로스키, ‘전화기 번호판의 디자인’
디자인의 결정이 인체 공학적 식견으로 내

린 판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
이지만, 때로는 그 과정에 자의적 판단과 직
관이 작용하기도 함을 전화기 번호판의 디자
인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익숙해진 디자인인 ‘3×3+1’의 
전화기 번호판은 전화를 거는 데 걸리는 시
간이 결코 빠르지 않고, 대중들이 선호하던 
것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이러한 
디자인을 선택하게 된 것은 디자인적으로 단
순한 인상을 주어 보기 좋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선택은 디자이너의 자의적 판단과 직관
에 의한 것이었다. 이처럼 디자인의 과정에서 
자의적, 직관적 판단은 탁월한 디자인을 신속
하게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주제 : 자의적이고 직관적인 디자인의 결정 
과정

•1문단：합리적, 논리적인 디자인의 결정
•2문단：벨 연구소의 전화기 번호판 배치 디

자인 실험
•3문단：디자이너의 자의적 판단과 직관이 

반영된 전화기 번호판 배치 디자인
•4문단：탁월한 디자인을 신속하게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의적인 판단과 직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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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중심 화제 파악  정답 ④
이 글은 디자인의 최종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고 자
의적이고 직관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화기의 번호판 배치 디자인’을 중심으로 설명하
고 있는 글이다. 이러한 내용이 잘 드러난 강연의 
제목은 ④이다.

44.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⑤
<보기>에서 계산기 번호판의 숫자는 아래에서 위로 
배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문단에서 전화기 번
호판의 숫자 배열은 사람들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계산
기 번호판 또한 사람들의 선호가 아니라 발명한 사
람의 기호를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① 2문단에서 다섯 개 번호판을 어떻게 배치하든 전화를 거는 
시간은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설명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전화기와 마찬가지로 숫자를 누르는 계산기 역시 번호
판 배치를 어떻게 하든 그 시간은 별 차이가 나지 않을 것
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② 4문단에서 전화기 번호판 디자인의 최종적인 결정은 합리
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직관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
고, <보기>에서도 계산기 번호판 디자인 역시 처음 계산
용 기계를 발명한 사람이 번호판을 임의로 그렇게 배치한 
것을 답습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로 보아 계산기 번호
판과 전화기 번호판은 모두 인체 공학적 연구에 의한 디자
인과 거리가 멀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3×3+1’의 전화기 번호판을 선택한 것은 그것
이 디자인적으로 단순한 인상을 주어 보기에 좋았기 때문
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유추해 볼 때, 계산
기가 일반화되면서 ‘3×3＋1’로 계산기 번호판을 배치한 것
을 보기에 좋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3×3+1’의 전화기 번호판이 일반화되면서 대중
들은 그것에 익숙해져 어느 누구도 번호판의 배치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고, <보기>에서도 계
산용 기계를 발명한 사람이 임의로 배치한 계산기 번호판 
배치가 계산기 번호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45. 사례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⑤
1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인체 공학적 디자인은 사람
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체의 해부학적 
특성을 디자인과 결합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람 눈
의 외형을 본뜬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말 그대로 사
람의 눈의 겉 형태를 본으로 삼아 그대로 만든 것
일 뿐 눈의 해부학적 특성을 결합시킨 것과는 거리

가 멀기 때문에 인체 공학적 디자인의 사례로 보기 
어렵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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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상하기의 적절성 평가 (고득점 300제 ) 정
답 ⑤

<보기>는 박지원의 학문 세계에 대한 내용을 소
개하고 있다. 박지원은 16세에 학문을 시작하여 혼
자 스스로 탐구하고 배움에 귀천을 가리지 않았다. 
또한 견문이나 실천을 중시하고 죽을 때까지 학문
에 대한 열정과 탐구심을 잃지 않고 정진해 독자적
인 학문 세계를 이룩한 학자이다. 따라서 <보기>에
서 일정한 절차와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학문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혼자서 자신에게 필요한 문장이나 학문의 영역에 대한 이
치를 궁리’했다는 데서 연상할 수 있다.

② ‘학문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학문 정진의 
실천을 다하였다’는 데서 연상할 수 있다.

③ ‘서적이나 경전 등의 공부에만 매달리지 않고 다양한 견문
과 실천을 통해’학문을 수행했다는 데서 연상할 수 있다.

④ ‘학문하는 길에는 방법이 따로 없다 하여 길 가는 사람이나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배우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는 데서 연상할 
수 있다.

2. 고쳐쓰기 (수능완성 실전) 정답 ①
㉠의 기본형인‘덮다’의 피동 표현은 접사 ‘-이-’가 
결합된‘덮인’이므로 고칠 필요가 없다.
② ㉡은‘사전을 찾아보니’와의 호응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기 위해서‘지닌다고 되어 
있었다.’로 고쳐야 한다.
③‘보잘것 없는’은 하나의 단어이므로‘보잘것없는’과 
같이 붙여써야 한다.
④ ㉣의 앞의 내용은 겨우살이가 기생 식물로서 보
잘것없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뒤의 
내용은 겨우살이는 참나무에게 있어서 의지의 대상
이 된다는 내용이므로 서로 상반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하지만’,‘그러나’와 같은 접속어가 
들어가야 올바른 표현이다.
⑤ 이 글은 겨우살이와 참나무의 관계를 통해 둘이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모습에서 느낀 지은
이의 감회를 적고 있는 글이다.
㉤은 문단의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통일성을 고
려할 때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3. 조건에 맞게 표현 (수능완성 실전) 정답 ④
<보기>의 조건에서 체험과 관련한 인식의 확장, 비
유적 표현,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라고 했으므로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글을 찾아야 한다. ④에서‘이
들처럼 우리 인간도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며 살아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설의적 표현이 쓰이고, ‘주
변의 하얀 눈마저도 솜털같이’에서‘눈’을‘솜털’에 비
유하고 있다. 또한 [A]의 앞에서 겨우살이와 참나무
가 서로 의지하는 모습을 서술했으므로 이와 관련
해‘소외된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겠다는’인식의 
확장 내용을 서술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글의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①‘벗, 동반자’와 같은 비유적 표현과‘무관심했던 주
변을 한번 둘러봐야겠다.’라는 인식의 확장은 나타
나지만, 설의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②‘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니겠는가?’와 같은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비유적 표현과 체험과 관
련한 인식의 확장이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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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에서 설의적 표
현을 사용하고 있으며,‘다른 이를 위해 기꺼이 희생
하는’에서 의인화를 통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체험과 관련한 인식의 확장이 나타나지 않
는다.
⑤‘누군가가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
을까?’에서 설의적 표현과 체험과 관련한 인식의 
확장이 나타나지만, 비유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
다.

4. 개요의 작성과 수정 (수능완성 실전) 정답 ②
㉡은‘표절에 대한 규제 미흡’으로‘Ⅲ.3’의 ‘표절에 
대한 보완 장치 마련’을 고려하면‘Ⅲ’의 하위 항목
이 아니라‘Ⅱ.2’의 하위 항목으로 적절하다.
①‘Ⅱ’의 하위 항목이 1. 실태 2. 원인이므로 ‘표절
의 개념’은‘학생들의 표절 실태와 원인’으로 수정하
는 것이 적절하다.
③‘Ⅱ.2.나’가‘과제에 대한 탐구 의지 부족’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근절 대책인‘Ⅲ’에‘탐구 학습을 중시
하는 교육 환경 조성’이라는 하위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표절로 인한 창의성 상실’은 표절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이므로‘Ⅲ’의 하위 항목에는 들어갈 수 
없다. 따라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결론의 내용으로‘표절 근절을 위한 인식 제고’는 
글 전체의 흐름을 고려하여,‘표절 근절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과 보완 장치 마련 촉구’로 수정하는 것
이 적절하다.

5. 자료의 해석과 활용 (수능완성 실전) 정답 ⑤
(나)에 봉사자가 자신의 재능이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를 직업적 전문 경력이라
고 볼 수 는 없다. (다)의 ...... 씨도 어릴 적부터 
발레를 배워 발레에 소질이 있다는 것이지 직업적 
전문 경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문화 예술 재능 기
부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예비 전문가나 비전문 문
화 예술인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① (가)는 문화 예술 향유에 격차가 있음을 알려 
주며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찾아가는 문화 
예술 행사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문화 
예술 향유 기회가 골고루 제공되지 못하는 있는 현
상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다.

② (나)의 내용을 보면 봉사자는 자신의 재능이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수혜자는 맞춤형 혜택을 받
을 수 있다고 했으므로 봉사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활동임을 알 수 있다.

③ (가)는 문화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
가 있음을 말해 주는 자료로‘찾아가는 문화 예술 
행사’를 강조하고 있는데, 재능 기부는 지역 사회의 
자원을 활용해 수요자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활
동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재능 기부를 통해 찾
아가는 문화 예술 행사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문화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④ (다)는 재능을 살리는 봉사 활동을 하고 싶었
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를 통해 재능 기부를 할 수 있게 된 사례이다. 
재능 기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에서 
재능을 가진 자원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를 수요자들과 연결하는 네트워크 형성도 중요함을 
말해 준다.

6. 어휘 간의 관계 파악  (수능특강) 정답 ②
②의‘막’은‘바로 그때’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로,
‘아무렇게나 함부로’의 뜻을 지닌‘마구’의 준말이 아
니다.
① 잘라내는 것에 의한 준말이다.
③, ④ 음운을 줄인 준말이다.
⑤ 특정 부분을 따오는 것에 의한 준말이다.

7. 표준 발음법의 이해 (수능특강) 정답 ⑤
‘밭’과 결합되어 있는‘이랑’은 첫 음절이 ‘이’로 시
작하므로‘ㄴ’소리가 덧나는 현상(제29항)이 생긴다. 
또한‘밭’의‘ㅌ’은 제8항에 따라 대표음‘ㄷ’으로 난
다.
그렇게 하여 [받니랑]으로 소리 나는데, 이때‘ㄷ’과
‘ㄴ’이 만나면 앞의‘ㄷ’이‘ㄴ’으로 변하므로(제18항), 
[반니랑]으로 소리 난다. 따라서 제8항, 제18항, 제
29항이 모두 적용된다.
① 제8항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밭이
랑’이 합성어이므로 제17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제8항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제18
항의 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뒤에‘ㄴ, ㅁ’이 와야 
한다. 따라서 제18항만 단독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③제8항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맞으며,‘ 밭이랑’이 

2



142 •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지도 자료집

합성어이므로 제29항을 적용해야 하는 것도 맞다. 
그런데 [받니랑]으로 소리 나는 경우 제18항에 따라 
받침‘ㄷ’과 뒤의‘ㄴ’이
만나면‘ㄷ’은‘ㄴ’으로 바뀌어야 한다.
④‘ㅌ’은 받침소리로는 나지 않으므로 [밭]은 틀린 
발음이다. 또한‘이랑’의‘이’는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가 아니므로 제17항을 적용할 수 없다.

시가복합 (수능완성)

(가) 한용운,「사랑의 끝판」
[ 해제 ] 시집『님의 침묵』은 <기(이별) 

- 승(이별 후 슬픔과 고통) - 전(슬픔 → 
희망) - 결(만남)>이라는 존재론적 드라마
를 형성하고 있다.‘사랑의 끝판’은 마지막에 
수록된 작품으로‘임과 만남’을 보여 주고 있
다. 만해 시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님’을 만
나려는 의지를 보여 준 작품이다. 2연 8행의 
자유시이다.
[ 주제 ] 임에 대한 연모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출발 의지
�1연: 임의 꾸지람을 받아들이고 다급하게 

재회하려는 화자의 태도
�2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새 출발을 하

려는 힘찬 의지

(나) 박성룡,「노송부」
[ 해제 ] 낙지한 곳의‘씨’에서‘연초록의 잎’

으로 하늘을 적시는 노송을 닮으려는 화자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비록 숙명의 한으로 
살지라도, 현실을 옥토 혹은 황토라고 불평하
기보다는 제자리를 지키며‘풍성한 연초록의 
잎’을 피워 내는 노송의 모습을 칭송하고 있
다.
[ 주제 ] 순리에 따르는 삶의 자세
�1연: 노송의 뼈아픈 성장과 연초록의 아름

다운 모습

�2연: 노송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으려는 태
도

�3연: 현실을 불평하기보다는 수용하려는 
삶의 모습

(다) 김부식,「제송도감로사차혜원운(題松都
甘�寺次慧遠韻)」

[ 해제 ] 감로사는 경기도 개풍군 전보(錢
甫) 오봉봉(五鳳峰)에 있었던 절이다. 고려 
문종 때 이자연(�子淵)이 원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윤주(潤州)에 있는 빼어난 경치에 감
탄하여 귀국 후 그와 같은 장소를 물색하여 
창건한 절을‘윤주감로사’라 하였다. 이 절의 
아름다움을 적은 승려 혜원의 시에서 운을 
빌려 김부식이 적은 작품이다.

총 8행으로 된 5언 율시로 선경후정의 한
시이다.
[ 주제 ]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성찰과 반

성
�1~2행: 속세로부터 먼 곳에 있는 감로사에

서 떠올리는 상념
�3~4행: 가을과 강물의 아름다움
�5~6행: 백조의 비상과 유유히 떠가는 배
�7~8행: 지난날 속세의 삶 반성

8.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②
(가)는 그리워하는 임을 만나기 위해 다급하게 행동하
는 화자의 현실적 상황에서 그늘을 지어 버리는 것은 
어두움에 빛나는 달빛이 아니라 아침 동녘의 빛이라는 
깨달음을 피력하고 있다. 새벽 닭의 움직임과 마구에서 
뛰쳐나가고자 하는 말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시점임을 깨닫고 이제 곧 가야 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
이다. (나)는 씨가 떨어져 싹 튼 자리에서 조금도 옮길 
수 없는 소나무가 그 숙명의 한을 이겨 내고 연초록 잎
을 피워 내는 데서 현실을 불평하기보다는 받아들여야 
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화자는 그러한 소나무의 삶의 
자세를 본받고자 한다. (다)는 감로사에 올라 속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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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을 찾아다닌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 시 모두 화자가 처한 상황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으
로 볼 수 있다.
① 대상과의 부조화는 자연과 화자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고 있는 (다)에서 볼 수 있다. (가)와 (나)는 
대상과 일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 (가)에 암울한 현실(하늘도 없는 바다)이 드러나
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고 있지만 이상 세계는 볼 
수 없다. 또한 (나)의‘자리’도 부정적으로 볼 수 있
지만 화자는 푸념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④ 자연과 인간의 대비는 (다)에만 나타나 있다. 
(가)는 자연이 드러나 있지 않으며 (나)는 자연의 
모습을 본받고자 한다.
⑤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자연물과 동일시
하고 있는 것은 (나)에 드러나 있다.

9.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가)에서 1연의‘내가 님의 꾸지람을 듣기로 무엇이 
싫겄습니까.’는 싫어하지 않는다는 화자의 정서가 
담긴 설의적 표현이다.
① (가)에서는‘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라는 역설
을 통해 화자가 임의 부름에 바삐 가고자 하는 태
도를 집약적으로 보여 주지만, (나)에서는 역설적인 
표현을 볼 수 없고, 또한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가)에서 색채의 대비를 찾을 수 없고, (나)에는
‘연초록’과‘남빛’의 색채를 볼 수 있다.
③ (가)에는 대상을 의인화해 나타낸 부분을 볼 수 
없다.
⑤ (나)의‘그렇구 그렇구’에서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볼 수 있고, (가)에서 또한‘녜 녜 가요, 지금 곧 가
요.’와‘네 네 가요, 이제 곧 가요.’를 볼 수 있는데, 
(나)에서만 리듬감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 내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그늘을 없애는 것은 달빛이 아니라 새벽의 빛임을 
통해 화자가 어둠보다는 밝음을 지향하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지, 임에 대한 신비감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①‘녜 녜 가요, 지금 곧 가요.’는 화자가 서두르는 
상황의 긴박감을 표현한 것이다.
②‘에그’라는 시어와 초를 거꾸로 꽂는 화자의 행위

는 조급한 심정을 보여 주는 표현이다.
③ 나의 조급한 행위로 인해 마음의 평정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임에 대한 화자의 연모에
서 우러나온 표현이다.
⑤ 새벽녘에 홰를 치는 닭을 통해 새로운 시작과 
동시에 새로운 세계를 찾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암
시하고 있다.

11.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②
‘세태’란 사람들의 일상생활, 풍속 따위에서 보이는 
세상의 상태나 형편을 뜻하는 말인데, (다)에서는‘공
명을 찾아다닌’화자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이 드러
날 뿐 세태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
다.
① 가을이라는 계절에 대해‘더욱 고웁고’라고 화자
가 인식한 것을 표현하고 있다.
③ 화자는 자신이 올라선 곳을‘속객의 발길 닿지 
않은 곳’이라 생각하고, 또한 밤인데도 오히려 밝은
‘강물빛’을 통해 탈속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④ 와각지쟁(蝸角之爭)은 달팽이 뿔 위에서 싸운다
는 뜻으로, 하찮은 일로 벌이는 싸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처럼 공명을 좇는 것이 하찮은 
일이다. 그래서‘달팽이 뿔’과 같은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공명을 좇는 화자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⑤ 감로사라는 특정 공간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면서 느낀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12. 시적 상황의 추리 정답 ①
‘씨’는‘싹 트기 시작한 자리에서 한 발짝도 옮겨 갈 
수 없는 숙명의 한’을 지니고 있지만‘뼈아픈 용의 
트림으로 달래면서’자란다고 하였기에 운명을 긍정
적으로 수용한 존재로 볼 수 있고, 박토에서도‘연초
록 잎’을 수북이 피워 내는‘소나무’를 본받아 자신 
또한‘정해진’자리에서‘곱게 자라 곱게 늙’기를 바라
고 있기에 화자는 자신을 소나무와 동일시하려 한
다고 볼 수 있다.
②‘씨’가‘늙은 한 그루 소나무’로 풍성한 연초록 잎
을 피워 내고 있으니 운명을 극복했다고 볼 수 있
으나‘소나무’를 통해 그리움을 느낀다고 볼 수는 없
다.
③‘씨’는 현실을 극복한 존재이고,‘소나무’는 화자와 
동일시하려는 존재이다.
④ 두 대상이 대립과 연민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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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소나무’도 늙었고, 나도‘늙어 가고 있’지만 비애
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는 없다.

13. 시어와 시구의 함축적 의미 이해 정답 ④
소나무의 성장 과정의 토대가 되는 흙은 비옥하거
나 거친 흙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을 표현한 것이지 
타인에게 서운한 감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②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라는 역설적 의미이지 게
으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③ 현실의 장애가 있지만 이로 말미암아 화자의 노
력이 좌절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⑤‘백조’는 자연 속에서‘높이 날아 사라져’가는 것으
로 보아 자유로움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속세의 공명에서 소외된 화자의 상황을 백조에 비
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사회 (고득점 300제)
최제호, ‘여론 조사의 응답자 수에 담긴 통

계적 원리’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여론 조사에서 응답

자 수를 2,000명 정도로 제한하는 이유를 
‘큰수의 법칙’이라는 통계학 원리에 입각해 
설명하고 있다. 큰수의 법칙은 시행 횟수를 
늘릴수록 그 평균값은 그 일이 실제 발생할 
확률에 근접한다는 것으로, 이 법칙에 따라 
여론 조사에서는 모집단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의 결과에 
근접할 수 있는 표본, 즉 응답자 수를 2,000
명 정도로 산정해 시행하게 된다는 것을 설
명하고 있다. 응답자 수를 2,000명 정도로 
제한해서 여론 조사를 시행해도 충분히 신뢰
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한 것은 여론 조사가 
‘큰수의 법칙’에 근거하기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 여론 조사의 신뢰도와 응답자 수의 관

계
•1문단：여론 조사에 대한 회의적 반응
•2문단：응답자 수를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이유
•3문단：큰수의 법칙의 개념과 그 적용
•4문단：응답자를 2,000명 정도로 제한하는 

근거
•5문단：오차 범위와 신뢰 구간의 개념
•6문단：여론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

는 이유

14. 미루어 알기  정답 ②
5, 6문단의 내용을 통해 모집단의 크기가 얼마인지
에 관계없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인 2,000
명 정도의 응답자 수를 갖게 되면, 그 이상의 응답
자를 대상으로 한 확률과 비슷하게 실제 확률과 가
까운, 신뢰도가 충분히 확보된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론 조사의 
신뢰도는 응답자의 수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① 5문단에서 오차 범위는 오차가 발생하는 값의 범위임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조사원 수가 많으면 그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져 
오차가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6문단에서 신뢰도가 높더라도 여론 조사 결과가 실제 결과
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4, 5문단에서 큰수의 법칙이 여론 조사에서 인정할 수 있
는 응답자 수의 적정 기준을 산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5.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 ⑤
큰수의 법칙에 근거할 때 응답자 수가 더 많은 A사
의 조사가 G가 한 조사보다 통계상으로 높은 신뢰
도를 가질 수는 있지만 A사가 한 여론 조사가 완벽
하게 신뢰할 수 있는, 또는 100% 확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G보다 A사의 예측 
결과가 실제 선거 결과에 더 근접했을 것으로 단정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실제 선거에서 R후보가 당
선되었다는 것은 R후보가 L후보보다 지지율이 더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R후보의 지지율이 
1% 더 높게 나온 G가 A사의 예측 결과보다 실제 
선거 결과에 더 근접했다고 볼 수 있다.

①, ④ 5문단에서 모집단의 크기에 관계없이 응답자 수를 
2,00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한 설명을 잘 
이해한 반응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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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6문단에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여론 조사 결과가 실제 선
거 결과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한 반응
이다.

③ 4문단에서 조사원의 의도를 배제하기 위해 무작위로 응답
자를 선정한다고 언급한 내용을 잘 이해한 반응이다.

16. 사례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③
응답자 수를 2,000명 정도로 제한하는 통계적 이유
는 여론 조사가 큰수의 법칙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큰수의 법칙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을 정도
의 표본을 산정하기만 하면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
지 않아도 모집단 전체에 대해 충분히 우수한 예측
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의 간을 알아보
기 위해 솥안의 국물 전체를 마실 필요 없이 국을 
잘 휘저은 뒤 한 모금만 맛보아도 국의 간을 맞출 
수 있는 상황과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국의 간
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솥 전체의 간(모집단)과 
국자의 간(표본)이 서로 달라서는 안 된다. 국자로 
국을 휘젓는 것은 모집단과 표본 간의 차이가 없도
록 하는 것으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를 무작위로 
선정하는 이유와도 연계된다.

① 퍼즐을 잘 맞추는 것과 큰수의 법칙은 관련이 없다.
② 버스를 일찍 타기 위해 정거장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가 

확률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④ 표본이 일정 수 이상만 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모집단

을 예측할 수 있다는 큰수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사례
로 보기 어렵다.

⑤ 어떤 코스를 선택하든 확률이 같다는 것으로 큰수의 법칙
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7. 어휘·어법의 이해  정답 ③
③의 ‘데’는 ⓐ와 마찬가지로 ‘2’의 의미로 쓰였다.
①, ⑤는 ‘3’의 의미로, ②, ④는 ‘1’의 의미로 각각 
쓰였다.

과학 (인터넷 수능 비문학)

이필렬,「라부아지에, 근대 화학의 체계를 
세우다」

이 글은 근대 화학을 체계화한 라부아지에
의 여러 가지 성과들을 연소 현상에 대한 이
론 정립 과정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
는 기존의 플로지스톤 이론을 뒤집으며 새로
운 연소 이론의 체계를 확립하였고, 화학을 

정량적인 과학으로 탈바꿈하게 하였으며, 화
합물의 구성 성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
록 하는 새로운 화합물 명명법도 고안했다.
주제 : 근대 화학을 체계화한 라부아지에의 

성과들
1문단: 연소 현상에 대한 플로지스톤 이론의 

설명
2문단: 수은 금속재를 만드는 실험에서 라부

아지에가 알아낸 사실
3문단: 연소 현상에 대한 프리스틀리의 해석
4문단: 라부아지에가 정립한 새로운 연소 이

론
5문단: 근대 화학의 체계를 세운 라부아지에

의 업적
6문단: 라부아지에에 의한 화학의 기계화

18. 내용의 사실적 이해 정답 ⑤
4문단의“라부아지에에 의해 연소와 하소는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현상임이 밝혀진 것이다.”라는 내
용으로 미루어 볼 때, 물질이 연소하는 현상은 산
소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산소와 결
합하며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금속이 녹
스는 현상도 금속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①5문단의“라부아지에는 화합물의 이름을 통해 그 
구성 성분을 알 수 있도록 기호로 표시했다.”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②2문단의“라부아지에는 1772~1774년에 정밀한 실
험을 통해 오늘날과 같은 연소 이론을 정립하여 플
로지스톤 이론이 잘못되었음을 밝혔다.”라는 내용으
로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③5문단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④1, 2문단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다.

19. 구체적 상황의 해석 정답 ②
㉠에는 프리스틀리가 자신의 연소 이론을 플로지스
톤 이론에 기반을 두고 설명하였다고 되어 있다.
“(플로지스톤 이론에서는) 금속은 금속재와 플로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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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톤이 결합된 것으로서 금속을 가열할 때 금속재
로 전환되는 것은 플로지스톤을 잃으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믿었다.”라는 <보기>의 내용으로 미루
어 볼 때, 프리스틀리는 금속재가 금속이 되려면 
플로지스톤과 다시 결합해야 한다고 생각했음을 짐
작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은 금속재를 가열하여 수
은 금속이 된 것을 보고 프리스틀리는 수은 금속재
가 공기 중의 플로지스톤을 흡수하여 수은 금속이 
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① <보기>의“금속은 금속재와 플로지스톤이 결합된 
것으로서”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금속에 플로
지스톤이 결합한다고 해서 금속재가 되는 것은 아
님을 알 수 있다.

20. 핵심 정보의 파악 정답 ③
2문단의“라부아지에는1772~1774년에 정밀한 실험
을 통해 오늘날과 같은 연소 이론을 정립하여 플로
지스톤 이론이 잘못되었음을 밝혔다.”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글에 나타난‘연소 현상’에 대한 
인식 변화는 플로지스톤 이론에서 라부아지에의 연
소 이론으로의 변화라 할 수 있다. 1문단의“이 이
론은 연소뿐만 아니라 금속이 녹스는 현상도 금속
에서 플로지스톤이 빠져나오는 것으로 설명했다.”라
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플로지스톤 이론에서는 
연소 현상을 플로지스톤이 빠져나오는 것으로 파악
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4문단의“라부아지에에 
의해 연소와 하소는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현상
임이 밝혀진 것이다.”에서 라부아지에의 연소 이론
은 연소를 산소와 결합하는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① 플로지스톤 이론에서는 금속이 녹스는 현상도 
연소와 유사한 현상으로 보았다.
② 연소 과정에서 플로지스톤이나 공기가 새로 생
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21. 세부 정보를 바탕으로 한 내용 추리 정답 ④
4문단의‘라부아지에는 프리스틀리가 말한‘플로지스
톤이 없는 공기’가 자신이 찾던 새로운 기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험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라부아지에는 프리스
틀리와 동일한 결과의 실험을 하였음을 알 수 있
다. 그런데 프리스틀리의 경우 자신의 실험 결과를 
플로지스톤 이론에 바탕으로 두고 해석한 것과는 

달리 라부아지에는 연소 현상이 플로지스톤에 의해
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현
상이라는 것을 정량적 방법을 통해 밝혀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두 사람은 동일한 실험 결과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소설 (고득점 300제)
작자미상, 「양풍전」
계모형 가정 소설은 우리 고전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제이다. 흔히 볼 수 있다
는 것은 그만큼 당대 사람들의 관심 분야였
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
을 읽음으로써 당대인의 생각과 고민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첩인 송녀가 어떤 방법으로 본처인 최 씨
와 본처의 자식인 삼남매를 집에서 내쫓는지
에 초점을 두고 글을 읽는다.

[ 해제 ] 작가와 연대를 알 수 없는 고전 
소설로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본(�
本{)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내용상 크게 차
이가 나지 않으며‘양풍운전(梁風雲傳)’이라고
도 한다. 양태백의 본부인인 최 씨에게서 출
생한 주인공 풍은 현세(現世)와 선계(仙界)
를 드나들며 무술을 연마한다. 그리고 싸움에 
나가 공을 크게 세우고 금의환향하여 간악한 
계모를 처벌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이야
기이다. 이 소설은 쟁총담·계모담·영웅담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는 계모형 가정 소설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 주제 ] 악인에 대한 징벌

전체 줄거리 : 중국 한나라 때 부인 최 씨
와의 사이에 아들 풍과 딸 채옥·채란을 둔 양
태백이라는 재상이 있었다. 양태백은 송녀를 
소실로 맞이한 후에 최 씨와 삼남매를 내쫓
고, 집에서 쫓겨난 최 씨는 병을 얻어 죽게 
된다. 죽은 최 씨가 꿈에 나타나 자신을 찾아
오라는 말을 듣고 삼남매는 최 씨를 찾아 나
선다. 많은 고난 끝에 삼남매는 모친이 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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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있는 숭산(崇山) 옥룡전(玉龍殿)에 도
착한다. 여기서 풍은 옥황상제의 뜻으로 무술
을 공부하고, 인간 세계에 돌아와서 도승에게 
온갖 재주를 배운다. 한편, 송나라의 침입을 
받아 천자와 한나라가 위급한 처지에 놓인다. 
풍은 그동안 배운 각종 무술과 재주로 대원
수가 되어 천자와 한나라를 구하고 초왕으로 
봉해진다. 이때 양태백은 가산을 탕진하고 눈
이 멀게 되었으며, 송녀는 소년과 간통한다. 
이에 양태백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다. 양태백은 풍을 만나 눈을 뜨게 되고, 송
녀는 처형당한다. 풍은 공주와 혼인하여 5남 
3녀를 낳아 살다가, 후에 옥룡전에 가서 최 
씨와 두 누이를 만나 도를 닦고 신선이 된다.

22. 세부 정보 추리하기 정답 ⑤
승상이 내쫓으려고 하자 최 씨가‘첩이 칠거지악이 
없거늘’이라고 하였고, 최 씨의 두 딸이‘모친이 제
사 받들며 친척을 접대하심이 극진하시고, 송녀에게
도 투기함이 없어 집안이 화평하거늘’이라고 하였
다. 이로 보아 두 딸은 최 씨가 한 집안의 아내로
서의 역할을 매우 잘 수행하였다고 생각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① 송녀가 최 씨를 내쫓고자 아픈 척을 하기는 했
으나, 송녀가 몸이 허약해 평소에 많이 앓아누웠는
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②‘승상이 한번 보매 크게 빠져 세상만사를 다 버
리고 일시도 떠나지 아니하니, 송녀가 마음이 방자
하여 최 씨를 초개같이 보아, 도리어 제가 부인인 
체하되’로 보아, 승상이 송녀를 총애하자 송녀는 겸
손하게 행동하지 않고 방자하게 굴었음을 알 수 있
다.
③ 지문의 내용으로는 최 씨가 송녀보다 미모가 뛰
어나다고 믿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이
때 승상이 길일을 당하여 거마를 갖추어 송녀를 데
려오매, 아리따운 태도와 고운 용모가 사람의 정신
을 혼미케 할 정도로 아름다운지라.’로 보아, 송녀
의 미모가 최 씨의 미모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추리
할 수 있다.
④ 최 씨가 송녀를 첩으로 삼으라고 하자, 승상은

“첩을 집안에 두는 것이 상서롭지 아니하매 구태여 
마음에 없노라.”라고 한다. 이로 보아 승상은 송녀
를 만나기 전에는 관심이 없었다.

23. 사건 전개에 따른 인물들 간의 갈등 파악 정답 
④
승상이 ㉰에서 내린 결정은 두 딸에게 최 씨와 함
께 나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에서 승상이 두 딸
을 만난 이유는 두 딸이 송녀를 모욕했다는 말을 
듣고 화를 참지 못해서이고,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두 딸에게 최 씨와 함께 나가라고 명령한다. 따라
서 ㉱에서 두 딸을 만나 ㉰에서 한 결정을 설명하
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지문에서 정답 찾기:‘승상이 듣고 바삐 들어와 분
노를 참지 못하고 두 딸을 형틀에 매고 말하길,“네 
감히 서모를 욕하니, 너희를 먼저 죽일 것이로되 
십분 용서하니, 이제 네 어미를 데리고 나가라.”’에
서 알 수 있다.
①‘이러므로 송녀가 부인을 없애고자 하여, 일일은 
간계를 내어 거짓 병을 일컫고 침석에 누워 고통스
러워하는 체하거늘’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고서에 이르되,‘조강지처는 집 밖으로 내쫓지 않
는다.’하였고, 또한 첩이 칠거지악이 없거늘, 무연히 
내치고자 하시니 이는 천고에 없는 일이요, 또 고
언에 이르되, ‘처자가 죄악이 있어도 돌아갈 곳이 
없거든 내치지 말라.’하였사오니, 첩이 부모 형제 
없거늘, 어디로 가라 하시고 이같이 내쫓으시니”에
서 확인할 수 있다.
③“모친이 제사 받들며 친척을 접대하심이 극진하
시고, 송녀에게도 투기함이 없어 집안이 화평하거
늘, 이제 무슨 연고로 모친을 내쫓으려 하시니, 부
친 의향을 알지 못하와 아뢰오니, 설혹 미흡하신 
일이 있을지라도, 자녀들의 정리를 생각하사 마음을 
돌이키심을 바라나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승상은 최 씨를 내보내겠다는 의지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24. 소재의 기능 이해 정답 ⑤
송녀는 최 씨를 내쫓기 위해 최 씨와 자신이 한 집
에 있으면 죽을 것이라고 간계를 꾸민다. 그리고 
이런 간계로 승상을 끌어들이기 위해 눈물을 흘린
다. 반면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최 씨를 내쫓지 말
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자신들의 진심에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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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난 눈물을 흘리고 있다.
① 억울함의 호소는 ㉡에만 가능한 진술이다.
② ㉠과 ㉡ 모두 상대방에게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③ ㉠과 ㉡에 대한 진술 모두 미흡한 진술이다.
④‘환심’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이 상대방으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에 대한 진술도 적
절하지 않다.

25. 인물의 발화 의도 파악 정답 ⑤
최 씨가 승상에게 송녀를 첩으로 삼으라 권하자 승
상이 이를 거절한다. 그러나 최 씨가 송녀를 첩으
로 삼을 것을 승상에게 거듭 강하게 권하자, 승상
은 마지못해 송녀를 첩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최 
씨는 나중에 첩이 된 송녀에게 내쫓김을 당한다. 
이로 보아,‘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기 자신이 옭
혀 곤란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자승자
박(自繩自縛)’이 적절하다.
① 주마가편(走馬加鞭):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으로, 잘하는 사람을 더욱 장려함을 이르는 말.
② 분기탱천(憤氣†天):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 
격렬하게 복받쳐 오름.
③ 견마지로(犬馬之�): 개나 말 정도의 하찮은 힘
이라는 뜻으로, 윗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신의 
노력을 낮추어 이르는 말.
④ 감언이설(甘言�說):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
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

언어 (고득점 300제)
구본관, ‘합성어의 분류’
이 글은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합성어의 분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합성어는 둘 이상의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합성어 형
성의 절차가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을 
따르고 있느냐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
사적 합성어, 합성어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의미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종속 합성어와 
대등 합성어, 융합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

주제 : 합성어의 다양한 분류 방법
•1문단：합성어의 분류 기준
•2문단：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3문단：종속 합성어, 대등 합성어, 융합 

합성어
26. 서술 방식의 이해  정답 ⑤

이 글은 설명 대상인 ‘합성어’의 다양한 분류 방법
을 소개할 뿐, 합성어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상의 형성 과정을 통시적으로 설명한다
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7. 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 ③
‘쌀밥’은 명사 ‘쌀’과 명사 ‘밥’의 구성이므로 ‘명사
+명사’의 구성이고,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을 
따르고 있어 통사적 합성어라 할 수 있다. 한편 ‘쌀
밥’은 ‘쌀로 지은 밥’의 의미로 ‘쌀’이 ‘밥’을 수식하
는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종속 합성어로 분류할 수
도 있다.

28. 유사한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 ④
‘산들바람’은 ‘시원하게 산들 부는 바람’이라는 의미
로, ‘척척박사’와 마찬가지로 ‘부사(산들)+명사(바
람)’의 단어 배열로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① ‘접칼’은 ‘용언의 어간(접-)+명사(칼)’의 단어 배열로 만들
어진 합성어이다.

② ‘책장’은 ‘명사(책)+명사(장)’의 단어 배열로 만들어진 합
성어이다.

③ ‘꺾쇠’는 ‘용언의 어간(꺾-)+명사(쇠)’의 단어 배열로 만들
어진 합성어이다.

⑤ ‘어린아이’는 ‘용언의 관형사형(어린)+명사(아이)’의 단어 
배열로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예술 (수능완성 실전)
노동은,「음악의 움직임, 몸과 우주의 고

동」
[ 해제 ] 한국 음악의 움직임의 원리를 설

명한 글이다. 움직임은 음악의 본질적 특성인 
시간성과 운동성에 의해 선율에서 형성된다. 
서양 음악과 한국 음악은 선율을 만드는 음
높이와 음길이를 다른 원리로 체계화했기 때
문에 움직임의 질이 다르다. 서양 음악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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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전제한 두 음의 관계성을 중시하며, 이
를 바탕으로‘역동성의 질적인 변화’를 낳는다. 
이에 비해 한국 음악은 한 음 자체가 움직임
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데, 하나의 중심음에 
장식음이 딸린 형태로 선율이 만들어진다. 이
는 음악을 통해 기화함으로써 자아와 우주 
사이를 움직이는 생명을 하나의 체계로 느낀 
것이다.

[ 주제 ] 한국 음악의 움직임의 원리
�(가): 시간성과 운동성에 의한 음악의‘움직임’
�(나): 음악의 움직임의 원리
�(다): 서양 음악의 움직임의 원리
�(라): 한국 음악의 선율상 특징
�(마): 한국 음악의 움직임의 원리

29. 개괄적 정보의 확인 정답 ②
(나)의 처음에서‘음악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
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음높이와 음길이가 합쳐진 
선율에서 시간성과 운동성을 바탕으로 움직임이 만
들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음악의 움직임의 원
리’가 중심 내용이 된다.
① 중심 화제인 음악의‘움직임’이 제시된 문단이다. 
시간성과 운동성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움직임을 
창출한다고 하였다.
③ 서양 음악은 두 음의 관계성을 중시하며 화성을 
바탕으로‘역동성의 질적인 변화’를 낳는다고 하였으
므로 중심 내용은‘서양 음악의 움직임의 원리’라고 
해야 한다.
④ 한국 음악은 한 음 자체가 움직임의 모든 것을 
담아내며, 하나의 중심음에 풍부한 장식음이 딸려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중심 내용은‘한국 음악
의 선율상 특징’이라고 해야 한다.
⑤ 한국 음악은 기를 일으켜 자아와 우주 사이의 
생명을 느끼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중심 내용은‘한
국 음악의 움직임의 원리’라고 해야 한다.

30. 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 ③
(마)에서, ‘나와 우주 사이를 하나로 만든다’고 하였
으므로 주체(나)와 객체(우주, 너)를 이원화한다고 
볼 수 없다.
① (나)에서‘선율에서 운동성과 시간성을 바탕으로 

움직임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② (가)에서‘음악의 본질인 시간성과 운동성’이라고 
표현하였으므로 시간성과 운동성은 음악의 본질에 
해당한다.
④ (라)에서 한국 음악은 한 음을 중심으로 뻗어 가
되 장식음 처리가 풍부하다고 하였다.
⑤ (다)에서 화성을 전제한 두 음의 관계성이 서양 
음악 움직임의 본질이라고 했다.

31.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 ⑤
지문에서 한국 음악은 한 음 자체가 움직임의 모든 
것을 담아낸다고 하였고, <보기>에서 각 악기마다 
다른 선율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각 악기마
다 한 음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선율을 진
행해 몸을 기화시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화음이 만들어지는 것은 서양 음악이다.
한국 음악은 한 음을 중심으로 진행하므로 화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② 즉흥 연주는 시나위의 특징일 뿐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장단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기>에
서‘장단에 맞추어’연주한다고 했으므로 새로운 장단
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없다.
③ 두 음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것은 서양 음악의 
특징이다.
④ 역동성의 질적 변화는 서양 음악 움직임의 본질
에 해당하며 이는 화성을 전제로 한 두 음이 만들
어 내는 것이다.

32. 어휘의 문맥적 의미의 파악  정답 ⑤
ⓐ는‘물음을 풀다’로 사용되었으므로‘모르거나 복잡
한 문제 따위를 알아내거나 해결하다.’의 의미이다. 
‘암호를 풀다’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①‘일어난 감정 따위를 누그러뜨리다.’의 의미이다.
②‘액체에 다른 액체나 가루 따위를 섞다.’의 의미
이다.
③‘어려운 것을 알기 쉽게 바꾸다.’의 의미이다.
④‘피로나 독기 따위를 없어지게 하다.’의 의미이다.

현대소설 (고득점 300제)
이효석, ‘산’
이 소설은 중실이라는 인물이 주인 영감의 

첩을 건드렸다는 누명을 쓰고 머슴 산 지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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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년 만에 주인집에서 쫓겨나서 산에 들어
가 자연과 교감하며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음을 서정적인 문체로 그
려 낸 작품이다. 이효석은 여러 작품에서 자
아와 세계가 대립하는 문명의 공간과 자아와 
세계가 화합하는 자연의 공간이라는 이분법
적인 대립 구조를 보여 주는데, 이 작품에서
도 그 대립 구조가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즉, 
배반과 불합리의 공간인 마을과 만족과 행복
의 공간인 산의 대립이 그것이다.

주제 : 자연에 동화된 평화로운 삶

전체줄거리
중실은 주인 영감의 첩을 건드렸다는 오해

를 받고 머슴살이 칠팔 년 만에 맨주먹으로 
주인집에서 쫓겨난다. 그는 빈 지게를 지고 
사람을 배반할 것 같지 않은 산으로 들어간
다. 그는 벌집에서 꿀을 얻기도 하고 산불에 
타 죽은 노루를 얻는 등 먹는 문제를 해결한
다. 어느 날, 그는 나무를 팔러 장에 내려가 
나무 판 돈으로 감자, 좁쌀, 소금, 냄비를 사
는데, 거기서 주인 영감의 첩이 면 서기 최씨
와 줄행랑을 쳤다는 소식도 듣는다. 중실은 
지금쯤 자신을 내쫓고 후회하고 있을 주인 
영감을 생각했으나 이내 산이 그리워져 다시 
산으로 올라간다. 산에 올라온 중실은 문득 
이웃집 용녀를 생각한다. 그녀와 더불어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가축들을 기를 것을 상상
해 본다. 그리고 낙엽을 잠자리로 삼고 누워 
별을 세면서 잠을 청한다. 별을 세는 동안에 
중실은 자신이 스스로 별이 됨을 느낀다.
33.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 ②

중실은 마을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다. 
즉, 산이 중실의 삶의 공간이 된 것이다. 이 작품에
서 작가는 산에서 느끼는 중실의 내면 심리를 세밀
하게 묘사하고 있다.

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격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③ 이 작품에는 인물 간의 대화가 나오지 않는다.
④ 작품에서 ‘아니었다’, ‘배었다’, ‘않았다’ 등의 과거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형의 서술로 현장감과 극
적 효과를 더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자연물에 대한 비유적 묘사는 드러나 있지만 이는 중실의 
심경이나 상황을 표현한 것이지, 새로운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4. 다른 장르에 적용하기  정답 ④
중실은 산에서 산열매로 배를 채우거나 벌집을 따
서 꿀을 먹는 등의 생활을 해 나간다. 그러나 누에
를 키우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누에에게 
먹히우는 뽕잎같이 아물아물해지는 것 같으나’라는 
서술이 나오는데 이는 누에를 먹이는 생활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불 장면을 비유한 것이
다.

① ‘불 테두리를 뚫고 나오지 못한 노루는 산골짝에서 뱅뱅 
돌아 결국 불벼락을 맞은 것이다. 물론 그것을 얻은 때는 
불도 거의 다 탄 새벽녘이었으나 외로운 짐승이 몹시 가여
웠다.’라고 서술한 것을 근거로 연민의 표정을 연기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

② ‘옷 한 벌 버젓하게 얻어 입은 적 없다. 명절에는 놀이할 
돈도 푼푼이 없이 늘 개 보름 쇠듯 하였다.’를 근거할 때 
타당하다.

③ 중실이 산불을 보고 느낀 점을 ‘아귀의 혀끝같이 널름거리
는 불꽃이 세상에도 아름다웠다. 울 밑의 꽃보다도 비단결
보다도 무지개보다도 수탉의 맨드라미보다도 곱고 장하다.’
라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중실의 눈에 비친 산불을 아름답
게 영상 처리하자는 계획은 타당하다.

⑤ ‘아귀의 혀끝같이 널름거리는 불꽃이 세상에도 아름다웠다. 
울밑의 꽃보다도 비단결보다도 무지개보다도 수탉의 맨드
라미보다도 곱고 장하다. 중실은 알 수 없이 신이 나서 몽
둥이를 들고 산등을 달아오르고 골짝을 건너 불붙는 곳으
로 끌려 들어갔다.’라고 서술되어 있으므로 신나는 음악을 
활용하자는 계획은 타당하다.

3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이해  정답 ①
이효석의 작품에는 문명 세계와 자연 세계의 대립
이 종종 등장한다. 이 작품에서도 마을로 대변되는 
문명 세계와 산으로 대표되는 자연 세계의 대립이 
작품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중실은 마을에서 억
울하게 누명을 쓰고 상처를 입었지만 산은 그에게 
위로를 주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한다.

② 중실은 마을에서 얻은 마음의 상처를 산에 올라가 치유받
으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③ 산에서의 중실을 착취하는 인물로 그리고 있지는 않다.
④ 중실은 마을에서 누명을 썼지만 그에 항거하지 않고 물러

나 산으로 들어간다.
⑤ ‘제일 친한 곳이 늘 나무하러 가던 산이었다.’라는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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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중실은 마을에 살 때에도 산을 좋아했음을 알 수 있
다.

36.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A]에서는 서술자가 중실이 나뭇잎에 몸을 파묻었
을 때의 느낌을 ‘부드러운’과 같은 형용사와 비유를 
동원하여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으나, [B]에서는 서
술자가 배경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있을 뿐 
[A]처럼 인물의 느낌을 여러 장치를 통해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① [A]와 [B] 모두 하나의 서술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다.
② [A]에도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A]는 느낌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태도

로 서술했다고 할 수 없다.
④ [A]와 [B] 모두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 3인칭 시점이다.

인문 ( 고득점 300제 )

토마스 아키나리, ‘하룻밤에 읽는 서양사상’
플라톤은 이데아를 상대적인 세계를 초월

한 곳에 있는 변하지 않는 존재로 설명하고 
있다. 즉, 현실 세계를 초월한 곳에 이데아계
가 있으며 이데아는 바로 그곳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가 
개체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체에 
내재해 있다고 생각했다. 모든 사물은 그 상
의 형태(이데아)를 그 안에 내재하고 있으며 
이는 질료와 다양한 관련을 가지고 존재한다
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데아
를 눈앞의 사물로 되돌려 형이상학을 완성했
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를 탐구하는 것을 
중시하며 존재의 방식을 카테고리아라는 체
에 걸러 정리하고 술어의 형식을 분류했다. 
이로써 현실에 있는 개체로서의 실체는 자신
은 변화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양
한 술어를 받아들이는 존재로 파악된다.

주제 : 이데아는 사물 안에 있다는 아리스토
텔레스의 생각

•1문단：플라톤이 생각한 이데아계에 있는 

이데아
•2문단：아리스토텔레스가 파악한 개체에 내

재되어 있는 이데아
•3문단：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존재에 대

한 탐구의 중요성 및 탐구 방식
•4문단：아리스토텔레스가 파악한 실체
37.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①
이 글은 개체와 이데아의 관계에 대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차이를 중심으로 아리스토
텔레스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 있다.

② 사회적 문제에 대한 언급은 되어 있지 않다.
③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소개하고 있을 뿐 비판하고 있지

는 않다.
④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우수한 점은 부분적으로 드러나 있

으나 단점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사상적 유사점에 초점을 맞추

기보다는 차이점에 치중하여 설명하고 있다.

38.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 ⑤
<보기>의 진술을 카테고리아라는 체에 걸러 정리

해보면, ‘연필’이라는 실체에 대해 장소를 드러내는 
술어가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연필’이
라는 실체는 다양한 술어를 받아들일 수 있고, 술
어를 제거한다고 해도 그 자신은 변화하지 않고 동
일성을 유지한다.

① 둘째 문단에서 모든 개체는 형상과 질료의 결합체라고 언
급하고 있다.

② 질료는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연필의 재료인 흑연과 나무
는 연필의 질료라 할 수 있다.

③ 연필은 실체(본질)로, 다양한 술어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④ ‘책상 위에 있다’는 것은 카테고리아 중 장소의 범주에 해

당된다.

39. 미루어 알기  정답 ⑤
플라톤은 이데아란 상대적인 세계를 초월한 곳에 

있는 변하지 않는 존재라고 말하였다. 보이는 모든 
사물의 배후에는 이데아가 존재하며 이들은 이데아
의 참 실재를 나누어 갖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보이는 모든 것은 상대적인 세계에 속하므로 변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것이며(ㄱ) 이데아를 나누어 
갖고 있는 것이다(ㄷ). 또한 이상적인 것은 이데아
계에 존재한다(ㄹ).

ㄴ은 온전한 염소의 이데아가 염소 안에 내재해 있다고 인식
하는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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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수능완성 실전편 )
[이근삼,「어떤 노배우의 마지막 연기」
[ 해제 ] 이 작품은 어느 무명의 노배우가 

생의 마지막 몇 달 동안에 겪는 고단한 삶을 
통해 인간이 황혼기에 느끼는 고독감이 무엇
인가를 그리고 있다. 작가는 세속적인 명배우
의 굴절 많은 화려한 삶이 아니라 평범하기 
짝이 없는 한 이름 없는 배우의 일상적 삶을 
특별히 꾸밈이 없이 그리는 가운데 인간이 
노년기에 겪어야 하는 사건이 무엇이고 그들
이 이 사건을 통해 느끼는 무력감과 좌절감
이 어떤 것인가를 담담한 필치로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연극배우의 고단한 삶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노배우 서일을 통
해 이 시대 대다수 노년층의 외로움과 무력
감을 대변하기도 한다. 작품 속에 드러나는 
극단 동료 판실이의 장례식, 서일의 죽음, 서
일의 어려운 생활상 등을 통해 노인에게 죽
음과 돈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한다.

[ 주제 ] 무명 노배우의 고독과 고단한 삶

현역에서 은퇴한 노배우‘서일’은 도시 고지
대 다세대 주택에서 쓸쓸한 노후를 보낸다. 
현역 시절에도 별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늘 
이용만 당해 온 처지이다. 얼마 안 되는 연금
(원로 연극인 생활보조금)과 죽은 아내가 남
긴 점방의 임대 수입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그이지만 배우라는 자긍심을 잃지 않고 있다. 
옆방에 사는 김밥집 과부가 자기를 원로 배
우라고 치켜세우는 소리에 좋아하며 그녀의 
청혼을 기대한다. 어쩌다 결혼식 주례 청탁을 
받고 좋아하다가는 주례가 갑자기 다른 사람
으로 바뀌었다는 전화를 받고 실망하기도 하
고, 옛날 극단 동료가 연극을 하자고 해서 연

습을 하기도 하지만 금방 그것이 허무맹랑하
게 이루어진 일임을 알게 된다. 그의 하나밖
에 없는 자식이 외가가 있는 도시에서 소극
장을 꾸미고 의욕적으로 연극 활동을 벌이겠
다는 소리를 들어도 자식을 도와줄 힘이 없
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낀다. 매달 쏠쏠하게 
들어오던 원로 배우 보조금도 이유 없이 지
급이 중단되고, 우연히 굴러 들어온 연극상의 
상금으로 잠시 생활이 피는가 했는데 신문기
자의 농간으로 본인의 의사와 달리 상금을 
받지 못하고 지조가 있는 예술가라는 소리를 
듣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그런 중에 
김밥집 과부는 돈 많은 은방 주인에게 시집
을 가 버리고, 외로운 마음에서 얼마 전에 연
극 동료들이 자신을 지조 있는 예술가라고 
칭송했던 술집에 다시 찾아가 보지만 사람들
은 그를 본 척도 하지 않는다. 그는 심한 좌
절감에 휩싸여 혼잡한 네거리를 횡단하다가 
자동차에 치여 죽고 만다. 그는 자신의 장례
식을 지켜보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외
면한 사람, 그리고 관객에게 인사를 남기고 
쓸쓸히 퇴장한다.
40. 인물의 성격과 태도 파악  정답 ②
서일은 자신이 수상을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기자

에 대하여“할소리 다 씨부렁대고 공정이야?”,“자네 
조상 중에 상 타려고 환장하다 죽은 사람이 있나?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가 보라구. 내가 동정이나 
청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별 걱정 다하네.”등의 표
현으로 불만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① 기자는 중립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서일이 수
상을 거부하도록 유도하려는 저의를 보이고 있다.

③ 서일은 자기 생각과는 달리 보도된 신문 기사
를 읽으며 어리둥절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대
광의 행동에도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④ 대광은 신문 기사의 내용을 보고 서일이 소외
된 연극인으로 살아온 자신들의 한을 풀어 주었다
고 일방적으로 해석하면서 서일을 자신들의 영웅이
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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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광은 자신들의 명예를 살려 준 기자에게 감
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41. 희곡 실연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⑤
대광은 자신의 인터뷰가 실린 신문 기사의 내용

에 매우 흡족해한다. 또한 서일의 행동이 자신들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여 나를 듯한 기분이다. 이를 표
현하기 위해서는 자신감 있는 표정과 목소리로 연
기해야 한다.

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기자는 상의 가치를 별
로 인정하지 않는 투를 보이며, 서일에게 의연하게 
수상을 거부할 것을 넌지시 권유하는 태도를 보이
고 있다.

② 이 대목에서는 기자를 신뢰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이 대화에서 서일은 소외된 배우로서 
살아왔지만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상을 거부하라는 권유는 서일에게 부담을 주
는 말이긴 하나, 기자는 적극적으로 서일을 회유하
려는 태도로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대화에서 서일이 기자에게 하지 않은 이야기
가 신문에 보도되었으므로 서일은 왜곡, 과장된 보
도 내용에 놀라고 당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적
절하다.

42.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 ①
<보기>.1에 따르면 이 작품은 서사극 형식을 띠

고 있으며, <보기>.2에 따르면 서사극은 무대 위의 
모든 사건과 인물이 현실 그대로라는 무대 약속을 
거부하므로, 관객들이 서일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
건들을 현실 그대로라고 여긴다는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

② <보기>.2에서 서사극은 현실과 극중 상황을 
분리하여 관객을 관찰자로 만든다고 하였으므로 관
객들은 극중 상황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게 
된다.

③ <보기>.2에 따르면 배우가 관객에게 말을 건
네는 것은 서사극의 특징이며, <보기>.1에서 이 작
품은 전통적인 극적 연극 형식이 아닌 서사극 형식
을 띤다고 하였다.

④ 서일이 관객에게 직접 기자에 대한 불편한 심
기를 전달하는 장면은 서사극의 특성을 보여 주는 
부분으로서 <보기>.2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은‘낯설

게하기’의 기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⑤ 사회 부조리와 현대인의 위선적인 삶을 파헤

치는 작가의 작품 경향을 설명한 <보기>.1의 내용
을 바탕으로 한 이해로 적절하다.

기술 (고득점 300제)
월터모델,「약과 인체」
이 글은 신약의 약효를 평가하는 여러 단

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신약의 약효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동물 실험으로부터 임상 
실험에 이르는 일련의 단계를 거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신약의 안전성과 약효가 증명되
어야 비로소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고 하였다.
주제 : 신약 평가의 과정
1문단: 신약 평가의 어려움
2문단: 신약 평가를 어렵게 하는 요인
3문단: 신약 평가의 1단계 - 동물 실험
4문단: 신약 평가의 2단계 - 건강한 사람에 

대한 안전성 실험
5문단: 신약 평가의 3단계 - 환자에 대한 임

상 실험
6문단: 신약 평가의 4단계 - 위약을 이용한 

신약의 효과 판정

43. 새로운 정보의 구성 정답 ③
신약의 약효를 평가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환
자의 자연 치유력과 플라세보 효과 등에 대해서 말
하고 있으나, 자연 치유력과 플라세보 효과 중 어
느 쪽이 더 치유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언
급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① 신약 평가의 마지막 단계에서 병의 치유가 플라
세보 효과가 아닌, 신약의 약리 작용에 의한 것이
라는 사실을 판명하기 위해 플라세보를 이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동물과 사람의 종(種)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동물 실험 결과가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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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동물 실험을 통해 신
약의 안전성과 약효가 입증되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이 행해진다는 사실로부터 동물 실험 
결과가 인간에게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가정
을 하고 있음을 추리해 낼 수 있다.

44.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정답 ①
<보기>의 ⓐ는 사람과 동물의 종(種)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 언급한 ㉠과 관련되며, ⓑ는 약의 유해성에 
대해서 언급한 ㉢과 관련된다.

45. 내용의 구체적 적용 정답 ①
(가)에서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약을 투여하
고 이상 증세가 발생하면 투약량을 줄이는 과정을 
토대로 <증상 반응 그래프>를 작성한 후, 부작용 
없이 유효량을 투약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투약량과 효과의 상관 관계
를 나타내는 <용량 반응 그래프>를 만든다고 설명
하고 있다. 그런데 A의 투약량보다 많은 양을 투약
하면, 실험 대상에게 이상 증세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적정한 투약량을 A보다 많은 B로 변경한다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②, ③ <증상 반응 그래프>를 작성한 후, 투약량을 
바꾸면 효과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나타
내는 <용량 반응 그래프>를 만든다. 또한 B 이상의 
투약량은 효과의 변화가 없으므로 적정한 투약량은
B보다 높게 정한다고 할 수 없다.
④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량의 약물을 투여하
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투약량을 늘리다
가,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투약량을 다시 줄이는 
과정을 토대로 <증상 반응 그래프>를 만든다고 설
명하고 있다. 따라서 A에서 투약량을 줄인 것은 이
상 증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⑤ 증상 반응 그래프를 만든 후, 부작용 없이 유효
량을 투약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실험 대상을 
늘려 실험을 계속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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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 연상 (수능완성 실전편)  정답 ⑤
<보기>에는 독서 교육 전문가를 길러 내기 위한 

독서 지도사 과정 운영과 같은 스마트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양성 과정 등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①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소비자의 요구를 분석하
고 반영한다는 내용에서 이용자의 의견을 듣기 위
해 도서관에 이용자 소리함을 만든다는 내용을 연
상할 수 있다.

②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기획해 스마트폰 품질 이상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
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는 내용에서 마을 도서관
이 도서 열람, 대출뿐만 아니라 독서 모임, 특강, 
전시회 등의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떠올릴 수 있다.

③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전화기 고유의 의사소통 
기능을 넘어선 휴대용 컴퓨터의 기능을 소비자들에
게 제공하며 정보 나눔, 휴식 등 현대인의 일상생
활을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에서 소모임 공간, 실내·
외 휴식 공간 등을 마련해 도서관을 독서 공간과 
더불어 생활 공간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떠올릴 
수 있다.

④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제품 홈페이지를 구축해 

제품 소개, 성능 업그레이드, 고객 행사 안내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는 내용에서 마을 도서관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책의 정보, 운영 프로그램 등을 안내해 이용
자들의 편의를 꾀한다는 내용을 떠올릴 수 있다.

2. 조건에 맞게 표현(수능완성 실전) 정답 ⑤
⑤는 보도 사진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과 현장성
을 언급하며 보도 사진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
고,‘사진은 진실의 거울’이라는 부분에서 비유적 표
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사진이 전하는 세상 이
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아요.’라는 표현을 통해 사진
전 관람을 간접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따라서 <보
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⑤이다.
① 사진전 관람을 직설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②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지 않았다.
③ 보도 사진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사진전 관람을 직설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3. 고쳐쓰기 (수능특강) 정답 ②
‘기품 있는 우아함의 한복’은 수식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기품 있는’이‘우아함’을 수식하는지, ‘한복’을 
수식하는지 불분명하다. 그런데 이를‘기품의 우아함
의 한복’으로 고치더라도 불분명한 수식 관계가 명
료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현이 더욱 어색해진
다.‘ 기품있고 우아한 한복’으로 고쳐야 의미와 수
식 관계가 자연스럽다.
① 첫 문장의 주어는‘디자이너들은’이므로,‘노력이 
이어져 왔다’는‘노력을 이어왔다’로 고쳐야 한다.
③ 2문단의 내용은 앞 문단의 내용에 첨가되는 내
용이므로, ‘그런데’는‘또한’으로 바꾸어야 한다.
④‘톡톡이’는 단어의 맞춤법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톡톡히’로 바꾸어야 한다.
⑤ ㉤은 한복 입기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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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단체의 노력을 담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한
복 착용을 장려하는 정책과 관련되므로 2문단의 내
용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따라서 ㉤은 한국 드
라마의 한류 열풍이 한복의 세계화의 초석이 되고 
있다는 2문단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으므로 삭제해
야 한다.

4. 어휘의 의미와 쓰임 파악 (수능특강) 정답 ④
<보기>에서 선생님은 단어의 의미 자질이 어떤 개
념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아버지’와‘어머니’의 예
를 통해 의미 자질 분석의 시범을 보이고 있다. 그
리고 이를 이해한 바탕 위에서‘굵다’와‘두껍다’의 의
미 자질을 분석함으로써 의미를 구별해 보라는 과
제를 제시하고 있다.
‘굵다’와‘두껍다’는 모두 어떤 사물의‘부피감’을 나
타내는 형용사이므로 사물의‘상태’와 관련되어 있
다. 따라서 공통적 의미 자질로 [상태]와 [부피감]을 
꼽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굵다’가‘장작이 굵다.’
에서처럼 긴 물체의‘둘레’가 긴 것을 의미한다면, 
‘두껍다’는‘책이 두껍다.’에서처럼 어떤 물체의‘두께’
가 보통 정도보다 큼을 의미하므로, 차이를 지닌 
의미 자질로 각각 [둘레]와 [두께]를 드는 것이 적
절하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굵다’와‘두껍다’두 단어 모두‘동작’을 나타내는 말, 
즉 동사가 아니므로 공통적 의미 자질로 [동작]을 
꼽는 것은 옳지 않으며(①, ②), 어떤 대상과의‘거리
감’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므로 [거리감]을 공통적 
의미 자질로 꼽는 것도 옳지 않다(①, ③). 또한‘굵
다’가‘수직’인 물체에만 해당된다거나‘두껍다’가‘수
평’인 물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서로 다른 
의미 자질로 각각 [수직]과 [수평]을 드는 것도 적
절하지 않다(①, ⑤).

5. 어법의 이해 (수능특강) 정답 ⑤
‘-았-’은 특별한 어간 뒤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끝음절의 모음이‘ㅏ, ㅗ’인 용언의 어간‘(잡-’,‘가-’,
‘보-’등) 뒤에 붙는 형태소이다.‘-었-’은 끝음절의 
모음이‘ㅏ, ``ㅗ’가 아닌 용언의 어간에 붙는다. 그
러므로 ‘-았-’과‘-었-’은 음운론적 이형태 관계로 
볼 수 있다.
① 끝 음절의 모임이‘ㅏ, ㅗ’가 아닌 용언의 어간 
뒤에는‘-어’가 붙고, 끝 음절의 모임이‘ㅏ, ㅗ’인 용
언의 어간 뒤에는‘-아’가 붙으므로, 음운론적 이형

태이다.
② 앞 음절이 모음으로 끝날 때는 보조사‘는’으로, 
앞 음절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보조사‘은’으로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는 음운론적 이형태이다.
③ 앞 음절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목적격 조사‘을’
로, 앞 음절이 모음으로 끝날 때는 목적격 조사‘를’
로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는 음운론적 이형태이다.
④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형태소는‘-었-’이 기본 형
태이지만, 특별히‘하`-’어간 뒤에서는‘-였-’으로 바
뀌게 되므로, 이는 형태론적 이형태이다.

6. 자료 해석 및 활용 (고득점300제)  정답 ⑤
(나)－1은 걷기용 건강 신발의 국내 매출이 해마

다 급신장됐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2는 걷기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므
로 걷기 유의 사항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두 
자료에서 건강 증진을 배가하기 위해 걷기 자세의 
교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끌어내기는 힘들다. (나)
－1은 건강 증진의 배가와는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
이다.

① (가)의 신문 보도 내용과 (나)의 걷기 붐과 성인병 예방 
효과 등을 엮어 ‘걷기와 건강 증진’에 관한 내용을 언급할 수 있
다.

② (가)에서 걷기 붐과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언급하고 있
는데, 이는 (다)－1에서 밝힌 녹색 산업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
다. (다)－1에서 환경 선진국 독일의 경우, 과거 걷기 붐이 녹색 
산업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③ (나)－1의 걷기용 건강 신발의 국내 매출 신장은 걷기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입증하는 자료이고, (나)－2는 걷기가 성인
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이 둘을 엮
어 최근 걷기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건강의 증진을 연관 지을 수 
있다.

④ (나)－2에 제시된 걷기의 건강 증진 효과를 (다)－1의 자
연의 건강과 묶어 생각할 수 있다. (다)－1에서 독일의 경우, 걷
기 붐이 녹색 산업으로 연결되어 사람과 함께 자연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7. 개요의 작성과 수정 (수능완성 실전) 정답 ④
개요 Ⅲ에서는 Ⅱ.3에 대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문제점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
며, 수정 방안으로 언급된 하위 항목으로‘소질과 적
성을 고려한 진로 선택 유도’의 첨가도 Ⅱ.3에서 언
급한‘경제성과 안정성만을 고려한 진로 선택’의 문
제에 대한 적절한 보충 내용이기에 제대로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① 수정 방안으로 제시된‘진로에 대한 올바른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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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발’이‘진로 탐색 활동의 필요성’과 관계가 있
다 하더라도‘자기 탐색과 자기 이해의 기회 제공’이 
상위 항목과 관련성이 떨어지지 않기에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지적이라 할 수 없다.
② ㉡은 Ⅰ.2와 중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지적이라 할 수 없으며, ㉡을 삭제한
다는 수정 방안도 적절하지 않다.
③‘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부족’,
‘전문 진로 교육 담당 교사의 부족’, ‘경제성과 안
정성만을 고려한 진로 선택’은 ‘진로 탐색 활동의 
문제점’의 하위 항목이라 해야 적절하다. 따라서 ㉢
이 하위 항목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검토 내용은 
적절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수정 방안으로 제시된
‘진로 탐색 활동의 활성화 요인’도 하위 항목을 포
괄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올바른 검토 내용이라 할 
수 없다.
⑤‘진로 탐색 활동을 위한 안내서 개발·보급’은‘바람
직한 진로 탐색 활동’의 끝맺는 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글의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수정 방안으로 언급된‘진로 탐색 활동에 관
한 발상의 전환 촉구’역시‘바람직한 진로 탐색 활
동’의 끝맺는 글로는 적절하지 않기에 올바른 수정 
방안이라 할 수 없다. 끝맺는 글로는‘진로 탐색 활
동의 문제점 개선을 통한 바람직한 진로 탐색 활동
의 활성화 촉구’정도가 적절할 것이다.

현대시 (고득점 300제)
김소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민족 고유의 정서를 민요적인 가락으로 읊

은 김소월의 대표작 중의 하나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슬픔과 그것으로 인해 다시 
보이는 세계에 대해 반복, 점층, 감정 이입 
등의 표현 기법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
다. 1연의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은 
일상에 존재하던 달이었으나, 2연의 사무친 
그리움의 과정을 겪은 뒤의 달은 3연과 4연
에서 각각 너무나 밝은 달, 설움의 달로 감정 
이입된 대상으로 변화한다. 이 시에서의 달은 
화자의 서러움이 감정 이입되어 조응되는 대
상으로 인식의 주체에 따라 인식의 대상이 
새롭게 달라지는 시상의 심화를 보여 준다.

주제 : 임과의 이별로 인한 사무치는 그리
움과 설움

•1연：봄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
•2연：임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
•3연：예전에 미처 몰랐던 밝은 달빛
•4연：그리움으로 인한 설움의 달

박재삼, ‘겨울 나무를 보며’
고뇌하던 젊은 시절과 중년의 삶을 자연물

과 인간을 대응시켜 노래하고 있는 시이다. 
시인은 중년의 삶을 ‘벗을 것을 벗어버린’ 겨
울나무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1연에서는 
‘온통 산발을 하고 / 어지럽게 흔들’리는 모
습의 나무처럼 갈피를 못 잡는 그리움으로 
방황하고 사랑했던 젊은 날의 모습을 그려 
내고 있으며, 2연에서는 ‘이제 마흔 가까운 / 
손등이 앙상한 때’인 중년의 모습과, ‘잎사귀
들을 떨어내고’, ‘벗을 것을 벗어버린’ 겨울 
나무의 모습을 연계시킨다. 3연에서는 ‘비로
소’ 인식하는 중년의 홀가분함에 대해 ‘기쁘
게’라는 시어로 긍정적 수용의 정서를 드러내
고 있다.
주제 : 겨울나무를 통해 통찰하는 중년의 삶

에 대한 긍정적 수용
•1연：여름 나무에 빗댄 젊은 날의 삶의 모

습
•2연：겨울나무에 빗댄 중년의 삶의 모습
•3연：중년의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정현종,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 시는 삶의 매 순간이 가장 아름답고 소

중한 시간이었음을 몰랐던 것에 대해 반성하
며 새로운 삶의 태도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
날 열정을 다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며 
그때 좀 더 열심히 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과 반성을 드러낸다. 또한 앞으로의 삶
은 ‘열심에 따라 피어날 / 꽃봉오리’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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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내비치며 새로운 삶의 태도를 다짐하고 
있다.

주제 : 지난 삶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삶의 
태도에 대한 다짐

•1연：지난 삶에 대한 후회와 반성
•2연：열정을 다하지 못했던 과거의 시간

에 대한 아쉬움
•3연：매 순간의 소중함과 삶에 대한 새로

운 깨달음
8.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①

고백이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 
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하는 것이므로 고백
적 어조는 자신의 내면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어조
라 할 수 있다. (가)는 이별한 후 사무치는 그리움
으로 그동안 무심코 보던 달빛도 서러워 보이는 화
자의 내면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나)는 젊은 
시절의 방황과 중년이 되어 느끼는 홀가분한 기쁨
을 진솔하게 말하고 있다. (다)는 자신의 과거의 삶
과 태도에 대해 고백적 어조로 성찰하고 있다.

② 화자의 인식이 변화하는 것은 보여 주고 있으나, 공간의 
이동에 따른 변화는 찾을 수 없다.

③ (가)에서는 ‘달’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다)에서는 ‘꽃봉오
리’라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으나 현
실 극복의 의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가)와 (나)에서도 시
적 화자가 현실 극복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④ 역설적 표현을 찾을 수 없으며, (나)와 (다)에서는 현실에 
대한 고뇌보다는 긍정적으로 삶을 수용하는 가치를 드러낸
다.

⑤ (나)의 3연과 (다)의 1연에는 ‘나’라는 진술로 화자를 표면
에 드러낸다.

9.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 ①
(가)에서는 대상과의 재회를 확신하는 부분을 찾아
볼 수 없다. ‘봄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은 대상
과 헤어지기 전에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일상의 달
이므로 영원성을 지닌 ‘시혼’으로 볼 수 없다. 영원
성을 지닌 ‘시혼’을 뜻하려면 <보기>에서 말하는 깊
은 슬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② 매 연에 반복 제시되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는 1연에서
는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달이 돋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
이고, 2연에서는 사무치게 그리워하게 됨을 알았다는 것이
고, 3연에서는 밝은 달을 쳐다볼 줄(임을 그리워하게 됨)
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4연에서는 달이 설움인 줄을 알

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이별로 인한 깊은 슬픔을 겪고 
나서야 이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
는 것은 적절하다.

③ ‘달이 암만 밝아도 쳐다볼 줄을’ 몰랐던 화자가 ‘그리움’으
로 인해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달빛을 ‘이제금’ 깨닫게 된
다. 이것은 <보기>의 ‘산색(山色)’과 ‘수면(水面)’ 등의 음
영을 시혼으로 인해 인식하는 것과 같다.

④ 1연의 ‘밤마다 돋는’ 일상의 달이 4연의 ‘설움’의 달로 변했
다는 것은 동일한 대상인 달을 이별 후에 다르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뜻이므로, 이를 <보기>의 ‘때에 따라 달리 보이
게 하는 음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⑤ 임을 사무치게 그리워하게 된 이별 후에야 달의 밝음을 알
게 되었다는 것은, 깊은 슬픔을 계기로 터득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현재 처지에 대한 화자의 깊은 통찰
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

10. 시어 간의 기능과 의미 비교  정답 ③
(나)에서 ‘숨가쁜 나무’는 화자의 청년기를, ㉠(겨울
나무)은 중년의 삶을 상징한다. ㉠이 손을 흔들며 
기쁘게 다가오는 것은 화자가 이 소재에 대해 친근
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중년의 화
자와 겨울나무는 홀가분한 모습을 지녔다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화자의 현재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다)의 ㉡(꽃봉오리)은 열심히 살면 피어나게 되는 
것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상징한다. ‘모
든 순간이 다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 꽃봉오
리’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과거의 삶에 대한 반성
이자 다가올 시간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다. 따라서 
‘겨울나무’에는 화자의 현재 모습이, ‘꽃봉오리’에는 
화자가 깨달은 삶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① ‘겨울나무’와 ‘꽃봉오리’는 부정적인 세계에 맞서려는 화자
의 신념과 무관하다.

② ‘겨울나무’는 홀가분한 마음 상태로 바라보는 자신의 중년
의 모습이자 친근감을 느끼는 대상이므로 ‘대상에 대한 안
타까움’과는 거리가 멀다.

④ ‘꽃봉오리’는 화자가 추구하거나 동경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비판’과는 거리가 멀다.

⑤ ‘겨울나무’는 어려운 상황을 거쳐 지금은 삶을 관조하고 수
용하는 모습을 상징하므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
지’로 볼 수 없다. ‘꽃봉오리’는 허비한 시간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과 추구하려는 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도 
‘시련 극복을 통한 성취감’과는 거리가 있다.

11. 외적 준거에 다른 작품 감상  정답 ②
‘숨가쁜 나무’는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던 화자의 

과거를 나타내므로 과거와 현재가 중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현재의 화자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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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 
주고 있으므로 현재의 삶을 불안감과 고뇌로 표현
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

① 1연의 ‘먼 수풀이 온통 산발을 하고 / 어지럽게 흔들어 / 
갈피를 못잡는’은, 스물 안팎이었던 화자의 청년기를 말하
는 것이므로 이를 ‘격정의 시기를 거치던 화자의 젊은 시
절’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③ 시인은 이 작품에서, 스물 안팎의 시기를 무성한 잎사귀의 
고뇌와 갈피를 못 잡는 그리움에 휩싸인 여름 나무라고 보
고 있고, 마흔 가까운 때는 잎사귀를 떨어낸 홀가분한 모습
의 겨울나무라고 보고 있다. 이는 무성한 잎사귀는 과도한 
열정이나 고뇌를 뜻하고, 이를 떨어냈다는 것은 이러한 고
뇌를 벗어버린 모습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원
하게 벗은 나무’의 의미를 젊은 시절의 고뇌를 털어 낸 중
년의 홀가분함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④ ‘탕에 들어앉아’는 겨울나무가 ‘손을 흔들며 / 기쁘게 다가
오고 있는 것 같음’이라는 표현과 연계하여 파악할 때, 중
년이라는 현재의 시간에 대한 화자의 느긋한 심정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시간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
도를 보여 준다.

⑤ ‘부우연 노을’은 탕 속에 들어앉은 화자가 맞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저녁 무렵이라는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화
자의 현재 나이를 암시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과학 (고득점 300제)

박미용, ‘지구 내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
을까’

이 글은 인류가 그동안 지구 내부를 탐사
한 실적과 지구 내부를 탐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과학적인 의의를 밝히고 있다. 액체철을 
활용하여 지구 내부를 탐사할 수 있다고 생
각한 스티븐슨 교수의 탐사 방법을 소개하면
서 그것이 현재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현
실화될 수 없다는 점과 지구 내부 탐사와 관
련된 기술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주제 : 지구 내부 탐사의 실적과 전망
•1문단：지구 내부 탐사의 미미한 실적
•2문단：지구 내부 탐사의 최대 실적
•3문단：스티븐슨 교수가 고안한 탐사 방

법
•4문단：지구 내부 탐사의 과학적인 의의

•5문단：지구 내부 탐사의 실현 가능성

12. 개괄적 정보의 확인  정답 ⑤
5문단에서 과학자들이 실현 가능성 있는 탐사 방법
들을 꾸준히 고안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
을 뿐, 지구 내부를 탐사하는 경제적인 방법이 무
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언
급되지는 않았다.

①은 2문단에서, ②는 목적은 3문단에서, 의의는 4문단에서, 
③, ④는 5문단에서 각각 언급되고 있다.

13.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③
발트 순상지에 낸 구멍이 약 12km 깊이에 이르기
까지 확인된 것은 지하 10km까지 변성 퇴적암층이 
있고, 그 아래로는 화강암층이 존재한다는 점뿐이
다. 이러한 사실에서 발트 순상지에 낸 구멍의 깊
이로는 현무암층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과학자들이 약 7km까지 화강암층일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
제로는 10km까지 변성 퇴적암층이 있었다는 점과 12km 
아래부터 현무암층이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
거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절한 반응으로 볼 수 없
다.

② 현무암층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강암층 아래 반드시 
현무암층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현무암층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무암이 화강암으로 
변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⑤ 10km까지 변성 퇴적암층이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 아
래 현무암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4.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 ④
지구의 초고온 상태에서 견딜 수 있도록 고안된 재
킷의 보호를 받는 탐사 장비가 지구 중심부로 내려
가면서 지구의 내부를 탐사한다는 점에서 액체 철
이 고체화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액체 철 속에 
있는 탐사 장비가 지구 내부로 들어갈 때 속도가 
상당히 빨라 지구 중심부에 이르는 데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액체 철이 속도가 줄어들
면서 지구 중심부로 가는 데 몇 주 이상이 소요된
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단단한 지각에 틈을 내기 위해서는 원자 폭탄과 같이 강력
한 폭발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한 설명이다.

② 액체 철은 암석보다 밀도가 높아 암석에 난 틈 사이로 흘
러들어 가면서 지구 중심부로 내려가게 된다는 점을 잘 이
해한 설명이다.

③ 액체 철이 지나간 부분은 지구 내부의 압력에 의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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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워지면서 흔적만 남게 된다는 점을 잘 이해한 설명이다.
⑤ 2문단에서 콜라 반도에서 실시한 탐사 결과 지하 11km 부

근에 화강암층이 있었다는 점을 잘 이해한 설명이다.

예술 (수능 완성 실전)

채향순,「승무의 상징적 표현에 나타난 한
국적 정서」

[ 해제 ] 이 글은 한국 전통 무용의 하나
인 승무의 춤사위에 나타난 정신적 관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모음사위는 정적
인 느낌을 주면서 하심과 청정의 정신을, 뿌
림사위는 내면의 한과 슬픔을 힘껏 뿌려 새
로운 생명력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표현한다. 
휘감는 사위는 동적이고 유순하고 부드러운 
여성적인 동작을 통한 정신적 정화를, 활개펴
기는 내면의 한을 풀어 더 높은 경지로 나아
가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 주제 ] 승무의 춤사위에 나타나는 정신
적인 관념

�1문단: 승무의 춤사위에 나타나는 정신
적인 관념

�2문단: 모음사위에 나타나는 정신적인 
관념

�3문단: 뿌림사위에 나타나는 정신적인 
관념

�4문단: 휘감는 사위에 나타나는 정신적
인 관념

�5문단: 활개펴기에 나타나는 정신적인 
관념

 15. 서술 방식의 이해  정답 ③
승무를 구성하고 있는 춤사위를 모음사위, 뿌림사
위, 휘감는 사위, 활개펴기 등으로 나누고, 각각의 
춤사위에 나타나는 정신적인 관념과 특징들을 설명
하고 있다.
① 춤사위의 변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부분
은 찾아볼 수 없다.
② 승무의 춤사위가 보이는 특징(현상)은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원인을 규명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
다.
⑤ 묻고 답하는 방식을 찾아볼 수 없다.

16. 반응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⑤
우리 춤은 하체 동작에 비해 상체 동작이 서술적 
기능을 수행하는 빈도가 높으므로 승무에서도 주로 
상체 동작을 통해 내면의 관념이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상체 동작이 동적인 느낌
을, 하체 동작이 정적인 느낌을 준다는 의미는 아
니다. 더욱이 흥과 한이 어우러져 죄고 푸는 과정
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정중동이라는 진술을 상체와 
하체 각각의 동적인 느낌과 정적인 느낌이 만나서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의미로 볼 수 없다.

17. 핵심 정보의 파악  정답 ②
‘장삼을 통한 이미지는 수직선으로 늘어져 엄숙하고 
차분한 내면의 아름다움이 배어 있어 전체적으로 
정적인 느낌을 준다.(둘째 문단)’에서 정적인 느낌을 
주는 춤사위는 모음 사위임을 알 수 있다.‘이 휘감
는 사위에서 표출되는 자연적인 곡선은 자유롭고 
율동적이며 유동적인 연속성을 나타냄으로써 최고
의 표현력을 발산한다.(넷째 문단)’에서 연속적인 곡
선의 미가 주조를 이루는 춤사위는 휘감는 사위임
을 알 수 있다.‘수평은 고요하고 수동적이며 침착하
고 안정감을 준다.(셋째 문단)’에서 침착한 안정감을 
주는 춤사위는 수평 뿌림사위이고, ‘활개펴기의 내
면적 이미지는 현실의 억압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
계로 향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과 가능성의 모티브
를 제공해 준다.(마지막 문단)’에서 새로운 세계를 
향한 강한 욕구를 표현하는 춤사위는 활개펴기임을 
알 수 있다.

18.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 ③
활개펴기는 현실의 억압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향하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는 동작이다. ㉠은 내적 
갈등으로 가슴속 깊이 맺힌 한을 풀어 더 높은 수
준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므로‘어떤 현상이 더 
높은 상태로 발전함’의 의미를 가진‘승화(昇華)’가 
적절하다.
① 개선(改善): 잘못된 점을 고쳐 잘되게 함.
② 발달(發達): 차차 완전한 모양과 기능을 갖추게 

6



Ⅰ. 언어 - 2013 수능 언어 EBS 정선 모의고사 5회 풀이 • 161

됨.
④ 진전(進展): 일이 진행되어 나아감.
⑤ 함양(涵養): 능력이나 품성을 기르고 닦음.

갈래복합 (인터넷수능 운문)

가.작자미상, 우부가.
이 가사는 양반의 경제적 몰락과 도덕적 

타락을 풍자적으로 그려 낸 작품이다. 이 작
품에는 개똥이, 꼼 생원, 꾕 생원 등 세 명의 
양반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들은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도덕 질서와는 거리가 먼 
인물들로 오히려 타락하고 문란한 행동을 보
이고 있다. 특히 개똥이의 삶의 모습이 이 작
품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는 유복
한 집안 출신으로 호의호식하며 지낸다. 그렇
지만 도박이나 술에 빠져 타락한 생활을 일
삼다가 결국은 재산을 탕진하고 문전걸식을 
하게 된다. 작가는 이러한 타락한 양반들의 
모습을 통해, 봉건적 질서의 파괴와 혼란의 
양상을 거침없이 묘파하고 있으며 당대의 부
도덕성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주제 : 양반들의 경제적 몰락과 도덕적 타
락
- 내 말씀~구경하세: 부정적 인물에 대한 

비판
- 남촌 한량~위하는구나: 호의호식하며 사

치스럽게 사는 개똥이
- 자기가~앞장을 선다: 개똥이의 타락한 생

활과 잘못된 태도
- 대상에 대한 비판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

다.
- 대상의 비행을 다양하게 열거하고 있다.

나.유방선,. 늙은잣나무.
이 시는 늙은 잣나무의 모습에 빗대어 시

련을 견디며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학문을 닦아 온 선비를 예찬하는 작품이다. 

이 나무는 하늘이 낸 특별한 존재이며, 곧은 
마음으로 눈서리를 이기는 의지를 지니고 있
다. 또한 푸름과 서늘함을 변치 않고 간직한 
존재이기도 하다. 화자는 늙은 잣나무에게서 
곧은 지조를 지닌 선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시련과 쓸쓸함을 이겨 내는 곧은 정신을 예
찬하고 있다.
주제 : 눈서리를 이기고 푸름을 변치 않는 늙

은 잣나무에 대한 예찬
1, 2구(수련): 하늘이 낸 특별한 나무
3, 4구(함련): 눈서리를 이기는 곧은 마음
5, 6구(경련): 천 년의 푸름을 변치 않는 나

무
7, 8구(미련): 나라의 큰 기둥이 된 나무
- 대상에 대한 예찬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

다.
- 비교법, 설의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
- 대화체를 사용하고 있다.

다.이규보,. 방선부.
이 글은 거미줄에 걸린 매미를 놓아준 글

쓴이의 행위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에게 반박
하는 글이다.‘어떤 사람’은 거미나 매미 모두 
생명을 지녔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므로 차
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거미는 욕심이 많고 매미는 
욕심이 없으므로 도와 준 것이라 말하고 있
다. 쉬파리나 나비의 경우에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다가 거미줄에 걸린 것이므로 도
와 줄 일이 아니지만, 매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 글은 매미와 거미의 이야
기를 통해 인간 사회를 풍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깨끗하
고, 소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자신의 거취를 살피면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주제 : 매미와 거미 이야기를 통한 탐욕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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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인간 세태에 대한 비판
- 저 교활한~채우게 했는가: 거미의 탐욕 

비판
- 어떤 매미~하였다: 매미를 살려 준 일에 

대한‘어떤 사람’의 비판
- 나는~하였다: 탐욕스러운 거미의 위협으

로부터 욕심 없는 매미를 구해 준 것
임.

- 제 이익에~걸렸다: 쉬파리나 나비와는 다
른 매미

- 나는~있을 걸세: 세상의 탐욕과 위협으로
부터 벗어나 늘 경계할 것을 당부함.

- 매미와 거미 이야기를 통해 인간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대화체를 사용하고 있다.
19.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 ①
(가)는‘개똥이’의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서 사람이 지녀야 할 바른 태도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화자는 특정 대상인 개똥이를 통해 부정적인 
인물 유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는‘늙은 잣나무’
의 곧고 푸른 모습을 통해 지조와 의기를 지닌 인
물을 예찬하고 있다. (다)는‘매미’와‘거미’의 모습을 
통해 무욕의 자세를 지닌 인물과 탐욕적인 인물을 
대비하여 삶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세 작품 모두 특정 대상을 동원하여 인간으로서 지
녀야 할, 그리고 추구해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 말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가)에는 인간의 삶의 모습만 제시되어 있고, 
(나)는‘잣나무’를 통해 인간이 지녀야 할 바른 자세
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는‘거미’와‘매미’등의 대상
을 통해 인간들의 모습을 유추하고 있다. 따라서 
세 작품 모두 자연과 인간을 대조한다는 진술은 적
절하지 않다.
③ (나)에서‘눈서리’와‘천 년의 푸름’의 시각적 이미
지의 대비가 나타나지만 (가), (다)에는 나타나지 않
는다.
④ (가)~(다) 모두 대상의 범위를 점층적으로 확대
한 점층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⑤ (가)~(다) 모두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내용은 
없다.

20. 시적 화자의 태도 및 정서 추리 정답. ⑤
(다)의 글쓴이는 매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
고 있으며 남과 다투지 않는, 욕망이 없는 존재가 
세상을 살기에는 위험 요소가 많으므로 세상을 떠
나 위험이 적은 곳에서 살아가며 항상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여기에서‘어리석은 매미’라는 구절
은 밝은 눈을 가지고도 험한 세상을 살기가 어려운
데 하물며 그렇지 못한 존재들이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의 위험이 너무도 많음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
서 매미의 어리석음을 비판한다는 ⑤는 적절하지 
않다.
① 개똥이의 사람 사귀는 태도에 대해 비판하는 부
분이다. 개똥이의 부정적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개
똥이를 따르는 무리 역시 소인뿐이라 말하여, 개똥
이와 그 무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다.
② 개똥이의 행동에 대해‘개차반’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③‘거미’에 대한 글쓴이의 주관적 평가가 드러난 부
분이다.
④‘다 같이 하찮은 미물’이라는 말은 대상들에 대해 
모두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 주며, 중요
하지 않은 생물이라는 인식을 보여 준다.

21. 창작 의도의 추리 정답. ②
<보기>는‘우부가’가 풍자하는 것에 대해 설명한 글
이다. 표면적으로는 타락한 생활을 일삼는 부정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이지만, 이면에는 그러한 부정적 
인물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풍자까지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보기>의
‘당시의 사회에서 이러한 인물들을 쉽게 볼 수 있
었음’을 근거로 선택지를 찾아야 한다.
③ 봉건적 윤리 규범의 부정적인 양상을 반어적으
로 풍자한다고 한다면, 작품의 표면에는 봉건적 윤
리 규범의 긍정성이 드러나야 하며, 이것이 반어적
으로 읽혀야 한다. 그런데 이 작품은 윤리적으로 
타락한 인물들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기에 적절하
지 않다.
⑤ 부정적 양상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지, 새로운 
윤리 규범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22. 시상 전개 방식의 이해 정답. ③
[C]는 대구와 설의법을 동원하여 늙은 잣나무의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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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과 서늘함에 대해 예찬하는 부분이다. 추운 날씨
라는 외적 상황에도 늙은 잣나무는 그 푸름을 잃지 
않는다. 그늘은 성기지만 사계절의 서늘함은 변치 
않는다고 말하면서 잣나무의 긍정성을 강조한 것으
로, 역설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①‘어찌 평범하겠는가’에 설의법이 사용되었다.
② 늙은 잣나무는 고운 자태를 지닌‘도리화’와 비교
할 수는 없지만 곧은 마음을 보존하여 눈서리에도 
변함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④‘~말하지 마오’,‘동량이 되었다네’에서 말을 건네
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⑤‘나’는 특별함, 곧은 마음, 변치 않는 푸름, 사시
의 서늘함 등을 지닌 늙은 잣나무가 결국은 동량이 
되었음을 말하면서 장점을 종합하고 있다.

23.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⑤
‘나’는 매미의 처신에 대해 당부하면서‘이루’처럼 밝
은 눈을 가지고도 세상의 위험을 피하기 어려우므
로, 위험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갈 것을 말하고 있다.
‘이루’처럼 밝은 눈을 지니라는 것은 아니다.
① (다)의 마지막 부분에서‘나’는 매미에게 울창한 
숲으로 가서 자주 나다니지 말고, 같은 곳에 오래 
머물지도 말 것 등을 충고해 주고 있다.
②‘나’는 매미를 풀어 준 일에 대해 나무라는‘어떤 
사람’에게 거미는 욕심이 많은 반면, 매미는 욕심이 
적고 깨끗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③‘쉬파리’는 비린내 나는 음식을 찾아다니며,‘나비’
역시 향기 나는 것을 구하려 돌아다닌다고 하면서 
탐욕을 지닌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④‘버마재비’가 뒤에서 매미를 노리고 있다고 말하
는데, 이는 ‘버마재비’가 남을 해치는 존재임을 드
러낸 것이다.

 인문 (수능완성 실전)

[ 해제 ] 고대의 유물이나 인류 생활 전체
를 대상으로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학문을 
고고학(考古學{)이라 한다. 이 글은 바이킹
의 문자가 기록된‘룬 석판’과 관련하여 생긴 
궁금증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고고학적 연
구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다. 즉 북유럽의 바

이킹 족이나 그 이전 사람들이 남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서 남긴 흔적이냐, 다른 유사
한 유물이 있느냐, 연대는 언제이냐 등의 문
제가 거론되면서 이를 밝히기 위한 연구자들
의 노력이 뒤따랐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룬 석판이 위조된 것이라 보기도 
하지만 과학적, 언어학적 연구 방법으로 룬 
석판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판명이 났음을 
알 수 있다.
[ 주제 ] 고고학적 연구로 밝힌 룬 석판의 

진실
�1문단: 바이킹 족이 아메리카로 넘어가서 

남긴 증거물들에 관한 견해들
�2문단: 룬 석판이 위조된 것이라 보는 일

부 학자들의 견해
�3문단: 언어학적 관점과 과학적 연구 방법

으로 룬 석판의 진실을 밝힌 학자들
�4문단: 룬 석판의 진실과 함께 정체를 드

러낸 다른 유물들(바이킹 족의 흔적임
을 밝힘.)

�5문단: 오래 전부터 대륙 간 접촉과 교류
가 있었음을 말해 주는 유물들

라인하르트 하베크,「미스터리 박물관」
24. 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 ②
대륙 B에서 발견된 유물이 대륙 A에서 건너 온 

사람들이 대륙 B에서 남긴 유물이라는 것에 관한 
여러 고고학적 연구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대륙 A에서 대륙 B로 유물을 직접 운송했는지 그 
근거를 찾는 연구는 소개되어 있지 않다.

①‘북유럽의 바이킹 족이나 그 이전의 사람들이 
아메리카 쪽으로 찾아간 것은 언제일까?’라는 물음
처럼 룬 석판 연구를 통해 대륙 간의 첫 이동의 시
기를 알고자 한다.

⑤ 지질학자 월터의 연구처럼, 벼락 맞은 석판의 
흔적을 다른 시기에 만들어진 비석과 비교하여 이
를 14세기의 것으로 판정하기도 했다.

25. 핵심 정보의 파악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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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자들은 룬 석판의 비문에 몇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룬 석판이 14세기의 것이 아니라 후
대의것‘(현대적이라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브레다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며 룬 석판이 위조되었다고 
본 것이다. 여러 언어가 섞여 있는 것과 언어적인 
묘사 측면에서 후대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따
라서 14세기경에는 다른 언어들이 섞여 나타날 수 
없다고 보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14세기경에 다른 
언어들이 얼마든지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본 것은 
오히려 ⓒ의 관점임에 유의한다.

① 브레다의 문자 해독은 그 이후 홀란드와 퍼녹
스 등 다른 연구자들에게 유물을 연구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준 셈이다.

④ 월터는 전자 현미경으로 문자를 살펴보고 산
화물 잔재를 가지고 연대를 추정했다. 따라서 과학
적인 도구를 이용해 연대 추정을 한 인물이다.

⑤ 고든은 바이킹 이전에도 고대 민족들이 아메
리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6.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 ②
룬 석판과 본 스톤은 오래 전 시기의 문자인 라

틴 어가 후대에도 나오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보
기>는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제작된 토기 가운데서
도 고구려 토기의 특징과 형태를 가진 토기가 출토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즉 시기와 장소의 차
이는 있지만 앞 시기의 특징이 후대에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와 <보기>는 모두 후
대에도 앞의 시기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① 단순히 산지(출토지)가 다르다고 하여 유물의 
특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산지가 달라도 유사
한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⑤ ㉮와 <보기>에서 문헌상의 기록이 중요한가에 
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27.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정답 ⑤
㉤은 어떤 유물이 어떤 사실을 보여 준다는 것이

므로 증거로써 사물을 밝혀 확실하게 한다는 의미
의‘증명(證明)’이 가장 가깝다.

① ㉠은 추측(推測)의 의미이지 미리 추측한다는 
의미의 예측(豫測)과는 거리가 있다.

② ㉡은 어느 사물의 진위(眞僞) 등을 생각하여 
정한다는 의미의 판단(判斷)이 적절하다.

③‘탐색(探..)’은 드러나지 않은 사물이나 현상 따
위를 찾아내거나 밝히기 위하여 살피어 찾는 것을 
의미하므로 ㉢과는 거리가 있다.

④‘시인(是認)’은 어떤 내용이나 사실이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다는 의미로, ㉣의 의미와는 거리
가 있다.

사회 (고득점 300제)

김환준,「공적 연금의 경제적 쟁점」
주제 : 공적 연금 제도의 필요성
이 글은 여러 측면에서 공적 연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여러 국가에서 공적 연금 제도를 왜 실시하
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공적 연금 제도는 
역선택 현상과 도덕적 해이 현상을 해소하는 
수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보험의 취
지를 살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
다. 그리고 공적 연금 제도는 소득을 재분배
하는 수단도 된다. 시장 경제가 초래하는 소
득 계층 간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공적 연금의 급여
액이 민간 연금에 비해 많은 것도 중요한 장
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1문단：공적 연금 제도의 목적과 그에 관한 문제 
제기

�2문단：역선택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공
적 연금 제도

�3문단：도덕적 해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
한 공적 연금 제도

�4문단：공적 연금 제도의 소득 재분배 효과
�5문단：연금 급여액의 측면에서 살펴본 공적 연

금 제도의 장점

28. 중심 화제의 파악 정답 ①
이 글에서는 공적 연금 제도가 노후의 소득을 보장
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님에도 국가가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즉 공
적 연금 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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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적 연금 제도로 역선택, 도덕적 해이 등의 문
제를 해소할 수 있고,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으며, 공적 연금이 민영 연금과 달리 물가 
상승에 맞추어 급여를 탈 수 있다는 사실까지 제시
해 공적 연금 제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② 공적 연금과 민영 연금의 차이점은 4~5문단에 
제시되어 있을 뿐 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
기 때문에 글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이 글에서는 공적 연금 제도에 어떤 종류가 있
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④ 공적 연금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하고 있을 
뿐,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⑤ 이 글에서는 민영 연금 외에 공적 연금이 국가
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적 연금과 민영 연금을 구성하고 있는 요
소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29.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 ④
고소득자 중에 공적 연금의 미납자가 많다는 것은 
연금 보험과 관련해 역선택, 도덕적 해이 등의 문
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저소득자 
중에 공적 연금의 미납자가 많다는 것은 공적 연금
을 통해 노후를 안정적으로 대비하지 못하는 사람
들이 많아짐을 나타낸다. 이러한 사실은 연금 보험
이 민간 시장에서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반증해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역선
택에 의해 소득이 많은 사람들 중에 보험 가입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며, 저소득자들 중에 
도덕적 해이에 빠진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버는 돈
을 보험료로 납부하지 않기 위해 보험 가입을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오히려 민영 연금이 
민간 시장에서 성공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다.
① 기초 노령 연금 제도는 세금으로 만 65세 이상
의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보
험료 징수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청장년층이 낸 세금이 기초 노령 연금 제도로 지급
됨을 의미한다. 즉 기초 노령 연금 제도도 공적 연
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세대 간에 소득을 재분배하
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② 공적 연금 제도는 노령으로 인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소득이 줄거나 없어 국민연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
는 30~40대 청장년층이 많아지면 공적 연금의 재
원이 부족해져서 공적 연금 제도의 목적을 실현하
기가 힘들어진다.
③ 공공 부조 방식으로 기초 노령 연금 제도를 실
시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일정 조건이 갖추
어지면 기초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
는 것이다.
⑤ 고소득자들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저소득층에 비
해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충실하게 납부
해 주는 고소득자가 많을수록 국민연금이 안정적으
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중 미납자가 많아
지면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해지고 그에 따라 가입
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 연금 
보험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이 역으로 보험
에 가입하는 것을 꺼려 보험료 상승을 일으키는 것
과 유사한 것이다.

30. 추론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①
<보기>에서는 민영 연금의 보험 급여액 총액보다 
공적 연금 급여액 총액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
다. 그 이유로는 공적 연금이 민영 연금과 달리 물
가 상승에 맞추어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글에 따르면, 국가
는 강제력이 있는 징세권을 활용하여 보험료 수입
을 늘리거나 세대 간에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물
가가 상승된 만큼 공적 연금의 급여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 비율만큼 
연금 급여액 총액도 늘려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민영 연금의 급여액 총액은 공적 연금 급여
액 총액보다 작은 것이다.
② 민영 연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 혜
택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민영 연
금의 급여액 총액이 공적 연금의 급여액 총액보다 
작다는 것과 거리가 멀다.
③ 이 글에 따르면, 공적 연금의 보험료는 국가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민영 연금의 보험료
가 공적 연금의 보험료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는 정
보는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④ 민영 연금의 보험료 증가폭이 크면 가입자의 보

11



166 •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지도 자료집

험료 부담이 커지게 된다. <보기>에서는 매달 20만 
원을 낸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와 관련 
있는 설명이 아니다.
⑤ 민영 연금이 급여 지출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기금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과 관련 있는 정
보는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고소설 (수능완성 실전)
 작자미상,「매화전」
[ 해제 ] 조선 시대 판소리계 소설로 추정

되는 작품으로 작자와 연대가 정확하게 알려
져 있지 않다. 주인공 매화와 양유의 두 남녀 
이름을 따서‘매화양유전’이라고도 부른다.‘매
화전’은 한 작품 속에서 다양한 사건 모티브
가 결합되어 있는 작품으로 남녀 주인공인 
매화와 양유의 결연담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애정 소설로 볼 수 있으며, 매화의 아버지 김 
주부의 도술적인 행위와 신분을 놓고 보면 
도술·전기 소설의 경향도 짙다. 더불어 매화
와 양유의 혼사를 방해하는 인물로 양유의 
계모가 설정되어 있어서 가정 소설적인 요소 
또한 지니고 있다.

[ 주제 ] 남녀의 애틋한 이별과 우여곡절 끝
에 이루어진 남녀의 사랑

경기도 장단에 사는 김 주부라는 선비는 
도술이 능했는데 무남독녀 매화를 두고 있었
다. 조정의 간신배들이 김 주부를 해치려 하
므로 그는 매화를 남장(男裝)시켜 길에 버리
고 구월산으로 몸을 피한다. 매화는 조 병사
의 집에서 그의 아들 양유와 함께 공부하며 
자란다.

어느 날 매화는 양유에게 사연을 털어놓고, 
부모의 승낙을 받은 뒤 혼약하기로 한다. 한

편 관상쟁이가 와서 양유의 관상을 보더니 
귀하게 될 것이나 호환(虎患)이 있을 것이니 
매화와 혼인시켜야 한다는 글을 남겨 놓고 
사라진다. 악한 성품을 지닌 양유의 계모는 
매화를 자기 동생과 혼인시키려는 계략을 세
운다. 계모가 사람을 매수하여 매화의 아버지
가 나쁜 인물이라고 소문을 내자, 조 병사는 
이를 듣고 매화를 구박하다가 결국 내쫓는다. 
계모가 시킨 사람에 의해 납치될 위기에 처
한 매화는 강물에 몸을 던지나 아버지 김 주
부에 의해 도술로써 구출된다. 양유는 다른 
사람과 혼인하기 전날 호랑이에 물려 구월산
에 가서 혼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신부가 바
로 매화였다. 김 주부는 도사로 변하여 조 병
사를 구월산으로 불러 아들을 만나게 한다. 
이들은 그곳에서 임진왜란을 피하게 된다. 그 
뒤 김 주부는 신선이 되었고 나머지 사람들
은 고향에 돌아가 행복하게 살았다.

31. 서사 구조의 파악 정답 ①
매화는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남자인 것
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화가 자신의 정
체를 숨긴 이유를 파악할 수 없고, 또한 양유가 이
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지도 않다.
② 매화는 양유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싶지만 자신
의 처지와 부모의 허락을 얻지 못한 점을 내세워 
유보하고 있다.
③ 상객은 양유와 매화가 부부가 되지 않으면 양유
가 호랑이에게 잡아 먹힐 것이라 하면서 병사에게 
둘을 결혼시킬 것을 권유하고 있다.
④ 양유는 매화가 내당에 거처하게 되자 매화에 대
한 그리움으로 인해 안타까워하며 탄식하고 있다.
⑤ 최 씨 부인은 매화가 유리걸식하는 천한 자식이
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워 양유와의 혼인을 반대하
고 있다.

32. 소재의 역할 파악 .정답 ④
매화가 양유에게 화답한 한시의 내용‘나비가 꽃을 
알지 못하고, 원앙새가 물을 얻지 못하였도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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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와 ‘물’은 양유를, ‘꽃’과‘원앙새’는 매화를 비
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건의 흐름
으로 볼 때 양유가 매화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지 조롱의(냉소
적) 태도로는 볼 수 없다.
① 매화가 양유와 인연을 맺지 못하는 자신의 안타
까운 현재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매화는 한시를 통하여 자신이 여자임을 간접적
으로 밝히고 있다.
③ 양유가 매화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안타까
운 심정을 시를 통해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⑤ 한시를 통해 양유는 매화가 여자라는 사실을 알
아차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매화에게 함께 백년해
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유가 매화
에게 청혼하게 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3.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 ②
지문에서 최 씨 부인이 양유와 매화의 혼사를 방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양유와 최 씨 부인의 갈등이 
직접적으로 표출되어 있지는 않다.
① 지문에 등장하는 상객은 두어 걸음에 사라지는 
도술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고전 소설의 전기적 측
면이라 볼 수 있다.
③ 남녀 주인공인 매화와 양유의 아름다운 사랑 이
야기에 중점을 두면 애정 소설의 유형에 해당한다.
④ 매화와 양유의 혼사를 방해하는 인물로 계모인 
최 씨 부인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정 내의 
갈등을 다룬 가정 소설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대부분의 고전 소설이 일반적으로 행복한 결말 
구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때, 매화는 최 씨 부인의 
방해를 이겨 내고 양유와 백년해로할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

34. 어휘와 어구의 의미 이해  정답 ⑤
㉠에서 최 씨 부인은 매화를 상처한 자기 남동생과 
인연을 맺어 주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다. 그런데 
병사는 매화와 양유의 혼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상
황이다. 이에 최 씨 부인은 이러한 자신의 음모를 
숨기고 매화의 근본을 내세워 양유와의 혼사를 반
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 씨 부인의 행동을 나타
내는 한자 성어로‘은밀한 가운데 일의 실마리나 해

결책을 찾아내려 함’이라는 의미를 지닌‘암중모색
(暗中摸..)’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①‘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 자기의 주장하는 조건
에 맞게 만듦’이라는 의미이다. 본문에서 최 씨 부
인이 매화가 유리걸식하는 천한 아이라는 점을 내
세워 혼사를 반대하고 있으므로 말을 억지로 끌어
다 붙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②‘사사로운 마음이 전혀 없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
지 않고 공정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③‘마치 제 세상인 것처럼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
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이다.
④‘아무런 주관이 없이 남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좇
아 함께 어울린다’는 의미이다.

언어 (고득점 300제)

이관규, ‘문장 성분과 호응’
이 글은 서술어가 문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며,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 반
드시 있어야 할 문장 성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문장에서 쓰이는 
서술어의 성격과 의미에 따라 필수적인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점을 다양한 문장
을 예로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다.
주제 : 서술어의 쓰임과 자릿수
•1문단：문장 성분의 종류와 서술어의 역할
•2문단：필수 문장 성분으로 주어만을 필요

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
•3, 4문단：필수 문장 성분으로 주어 이외에 

목적어나 보어, 또는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

•5문단：필수적 문장 성분을 세 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

•6문단：문장에서 서술어의 중요성
35. 중심 화제의 파악  정답 ①

이 글에서는 문장에서 서술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이에 호응하는 문장 성분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내
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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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장 구조를 분석하고는 있으나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역할 
차이를 중심으로 서술하지는 않았다.

③ 문장의 서술어에 따라 달라지는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이
지, 문장의 의미와 느낌에 관해 설명한 글은 아니다.

④ 서술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호응하는 문장 성분에 대한 설
명이 중심이며, 다른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구와 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⑤ 부속 성분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필수 문장 성분의 쓰임
과 역할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서술어의 자릿수를 설명하
기 위해 관형어와 부사어 같은 부속 성분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36. 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 ④
서술어가 두 자리의 필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는 
경우, 목적어나 보어가 포함될 수도 있지만 4문단
에서 알수 있듯이 서술어 ‘되다’나 ‘싸우다’의 경우
에는 목적어나 보어 대신에 필수적인 부사어를 요
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④와 같이 말할 수는 
없다.

① 서술어 중에는 필수적 부사어를 반드시 동반해야 하는 것
들이 있다.

② 서술어의 특성에 따라 주성분 및 필수적 부사어의 출현 여
부가 결정된다.

③ 문장 구성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에는 네 가지 주성
분인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 외에 필수적 부사어도 있
다.

⑤ 문장에서 쓰이는 서술어의 성격과 의미에 따라 필수적인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달라진다.

37. 새로운 정보의 생성  정답 ⑤
A의 첫 문장에 쓰인 ‘논다’와 A의 둘째 문장에 쓰
인 ‘논다’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의 개수는 
같지 않다. 전자의 경우에는 주어만 있으면 문장이 
성립되기 때문에 한 자리 서술어이고, 후자의 경우
는 주어와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두 자
리 서술어이다. B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자의 경
우 ‘움직인다’는 주어만 있으면 되는 한 자리 서술
어, 후자의 경우는 주어와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동일한 서술어라도 사용되는 문맥적 의미에 
따라 자릿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덧붙일 수 
있다.

① ‘움직인다’는 ‘바위를 움직인다’ 외에도 ‘책상’을, ‘의자’를 
등 다른 체언과의 결합이 가능하므로 특정한 종류의 체언
을 요구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② ‘논다’와 ‘움직인다’는 한 자리 서술어와 두 자리 서술어 모
두 가능하므로 특정한 자릿수에 국한되어 사용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③ A에서 ‘논다’는 ‘아이들이’라는 주어만, B의 ‘움직인다’는 

‘자동차’라는 주어만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므로 특정 
동사가 서술어로 쓰일 경우에는 부사어가 필요하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④ <보기>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서술어가 상황에 따
라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를 찾을 수 없다.

38.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 ①
①의 ‘향했다’는 주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

술어이다.
② ‘먹였다’는 주어 ‘엄마는’과 필수적 부사어 ‘아기에게’, 목적

어 ‘젖을’을 요구하고 있다.
③ ‘여긴다’는 주어 ‘그는’, 목적어 ‘영희를’, 필수적 부사어 ‘애

인으로’를 요구하고 있다.
④ ‘불렀다’는 주어 ‘우리는’과 목적어 ‘그를’, 필수적 부사어 

‘형이라고’를 요구하고 있다.
⑤ ‘삼았다’는 주어 ‘그는’과 목적어 ‘길동이를’, 필수적 부사어 

‘양자로’를 요구하고 있다.

  현대소설 (수능완성 유형)

윤흥길,「황혼의 집」

주제 : 전쟁의 비극성과 그것을 통한 의식
의 성장

이 작품의 작가인 윤흥길은 여러 작품을 
통해 한국 전쟁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 증언
해 왔다. 이 작품 또한 그러한 맥락에 맞닿아 
있다. 이 작품은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와 청
각적 이미지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시각적 
이미지는‘황혼의 붉은빛’이며 청각적 이미지
는‘경주 어머니의 처절한 울음소리’이다. 이 
두 이미지가 소설 전체를 지배하는 가운데,
‘나’의 눈에 비친 폭력과 슬픔의 세계가 제시
되고 있다.‘나’에게 폭력의 세계를 보여 주는 
인물은 경주이다. 경주는 전쟁의 피해자이다. 
경주는 전쟁 때문에 아이의 순수함을 잃어버
리고 극도의 폭력성을 보여 준다. 이는 어머
니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을 드러내는 것이나 
개미를 잔인하게 죽이는 데서 드러난다. 이러
한 경주와 어울리며‘나’는 폭력과 죽음의 세
계를 접하게 된다.‘나’는 경주와 경주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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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을 통해 폭력과 죽음의 세계가 존재함을 
인식하게 되며, 그것들에 내재해 있는 슬픔도 
인식하게 된다. 의식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작품 말미에서 경주네 주막은 폭격을 
당하고 경주네 모녀도 사라진다. 그리고 이듬
해 전쟁으로 불에 타 버린 담쟁이덩굴이 자
라 벽돌집 전체를 푸른빛으로 둘러싼다. 이는 
고통 뒤에 희망이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나’는 자신을 괴롭히던 충치를 뽑아 지붕에 
던지는데, 이는 미성숙했던 주인공이 새로운 
세계를 인식함으로써 의식의 성장을 이루었
음을 암시한다.

‘나’의 가족은 과거 경주네가 살던 기와집
으로 이사를 온다. 해방 직후 경주네는 집을 
잃고 옛 철공소 옆에서 주막을 하며 살아왔
다. 전쟁을 겪으며 경주네는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데, 오빠는 북한군의 유격대가 되어 집을 
떠나고, 큰언니는 자살을 한다. 그리고 어머
니의 울음소리를 못 견딘 작은언니는 가출을 
해 돌아오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주는 
아이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극도의 폭력적 
성향을 띠게 된다. 경주는 울기만 하는 엄마
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을 표출하고, 살아 있
는 새의 털을 뽑으며 개미를 잔인하게 죽인
다.‘나’는 경주와 접하며, 점차 경주의 폭력성
에 감염되어 간다. 그러던 중 경주가 열병으
로 위독해졌을 때, 경주 엄마는‘나’를 납치해 
반 강제로 술을 먹이고 병든 딸을 위로하게 
한다. ‘나’는 아버지에 의해 구출되고, 경주도 
함께‘나’의 집에 와 치료를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날 밤 전투가 벌어지고 
유탄에 경주네 집은 불타 없어지고 두 모녀 
역시 행방불명된다. 이듬해 봄, 철공소 건물 
벽에 담쟁이덩굴이 파랗게 되살아난다. 이를 
본‘나’는 그동안 앓던 충치를 뽑아 지붕에 던
지며 까치가 물어다 줄 새 이를 기다린다.

39.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이 글의 서술자는 1인칭인‘나’이다.‘나’는 자신이 본 
경주네 주막의 모습, 황혼 녘이 되면 하늘을 올려
다보며 처참한 소리로 울부짖던 경주 어머니의 모
습, 경주와 함께 화경(火鏡)을 이용해 개미를 죽였
던 체험 등을 서술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러한 체
험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함께 서술하고 있다.
① 이 글은 서술자인‘나’의 시각을 통해 사건을 전
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질적인 시선을 대비해 가며 
서술하고 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③ 시·공간적 배경이 바뀌고 있지만 그에 따라 서
술자를 교체하고 있지는 않다. 황혼 녘이 되면 경
주 어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처참한 소리로 울
부짖었다는 내용과‘나’가 경주와 함께 화경으로 개
미를 죽인 일의 서술자는 동일하다.
④ 시대적 상황을 묘사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⑤ 현재의 사건과 과거의 사건이 교차되고 있는 부
분을 찾아볼 수 없다.

40.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①
‘나’는 경주 어머니의 얼굴이 항상 붉은 이유가 술
을 자주 마셔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다
가 경주 어머니가 황혼 녘에 하늘을 보며 처참한 
소리로 우는 것을 보면서 저녁놀이 얼굴에 묻어 지
워지지 않아 얼굴이 붉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다. 이는‘나’가 경주 어머니가 슬픔과 한을 지니고 
있어 얼굴이 붉게 된 것이라고 어렴풋이나마 인지
하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런 점에서 경주 어머
니의 얼굴이 붉은 이유를‘나’가 인지하게 된 것이 
경주네의 고통이‘나’의 가족에게 전이될 것임을 암
시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경주는‘화경’으로 개미를 태워 죽이고 있다. 강
자로서 약자인 개미에게 폭력을 가해 죽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년기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모습에 
해당한다.
③‘나’는 처음에는 경주가 개미를 죽이는 장난에 함
께 하는 것을 꺼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나’
는 경주가 개미를 죽이는 데에 적극 동참하고 있
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표출하며 
집으로 달려가는 경주를 도와주겠다며‘아버지가 쓰
던 헌 명주 넥타이’를 떠올리고 있다. 이러한 모습
은‘나’가 폭력의 세계에 감염되었음을 보여 준다.
④ 강자가 약자에게 폭력을 가하면서, 약자를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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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할 수 있다고 우쭐한 기분을 느끼는 것은 또
다시 강자로 하여금 약자에게 폭력을 가하도록 만
드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한다. ‘나’는 경주와 함께 
개미를 죽이면서‘하느님이라도 된 듯 우쭐한 기분’
을 느끼고 있다. 이 기분은 강자가 약자에게 폭력
을 가하는 심리적 기제에 해당한다.
⑤‘나’는‘그 울음소리가 들리면 나는 벌레 먹은 어
금니 하나가 쑤셔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경주 어머니의 울음 소리는 그녀가 심한 고
통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고통이 ‘나’에게 
전이되어‘나’또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나’가 
느끼는 이러한 육체적 고통은 성장의 통과 제의로
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41. 제목의 의미 파악 정답 ①
‘나’는‘손님이 안 오는 한적한 저녁이면 유리창 안
쪽에서 멀거니 바깥 하늘만 쳐다보는 경주네 엄마
의 희끄무레한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러면서
‘나’는 경주 어머니가 집채를 사를 듯한 붉은 햇살
이 주막 창문에 번득이기 시작하는 황혼녘이면 으
레 하늘을 올려다보며 처참한 소리로 울부짖는 모
습을 보게 된다. 이러한 경주 어머니의 울음은 경
주 어머니가 깊은 슬픔과 한을 품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황혼의 붉은 이미지가 경주 어머니의 울
음소리와 결합되어 경주 어머니의 슬픔과 한을 선
명하게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② 황혼의 붉은 이미지는 경주 어머니의 슬픔과 한
을 부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주 어머니의 바
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상징하고 있지 않
다.
③ 황혼의 붉은 이미지는 전쟁이라는 상황과 관련
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과 대
조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전쟁의 부정적 속성을 
부각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황혼 녘에 슬프게 우는 사람은 경주 어머니이
다. 경주는 이러한 어머니에 대한 애증의 심정을 
지니고 있다.
⑤ 경주는 전쟁으로 인한 폭력성을 직접 접하고 어
린아이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인물이다. 그에 따라 
폭력적 성향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러한 경주로부
터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품고 있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42. 인물의 의식 파악 정답 ①
경주는 집채를 사를 듯한 붉은 햇살이 주막 창문에 
번득이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처참한 소리로 우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증오를 품고 있다. 이는 경
주 어머니가 울자 개미를 죽이는 장난을 하던 경주
가‘죽여 버려야지, 죽여 버려야지……’하고 되뇌면
서 쏜살같이 내닫는 데서 드러나고 있다. 경주의 
증오는 전쟁이라는 폭력적 상황으로부터 비롯된 것
으로, 작가는 경주를 통해 전쟁이 인간을 극도로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나’는 이러한 경주와 개미를 죽이며 공범 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그 연장선으로 어머니에 대한 증오
심을 표출하며 어머니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를 돕
겠다는 생각을 한다.‘나’는 자신의 이러한 생각을 
경주에게 말한다. 그런데 경주는‘나’의 예상과는 전
혀 다르게‘나’를 할퀴고 쥐어뜯는다. 이는 경주의 
어머니에 대한 증오심 이면에 어머니에 대한 애정
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나’는 경주의 뜻밖
의 반응을 접하고 폭력의 주체가 되고자 했던 자신
의 생각에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깨
닫고 있다.
②‘나’는 경주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벌레 먹
은 어금니 하나가 쑤셔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경주 어머니를 두려워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자신
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나’는 경주에게 경주를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말
했다가 봉변을 당하고 있다. 뜻하지 않게 경주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
④ 경주 어머니는 집채를 사를 듯한 붉은 햇살이 
주막 창문에 번득이기 시작하면 하늘을 올려다보며 
처참한 소리로 울부짖는다. 그만큼 깊은 슬픔과 한
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주 어머니의 처지
와 관련해‘나’는 경주 어머니에게 도움을 주려는 행
동을 취하고 있지 않다.‘나’가 도와주려고 한 사람
은 경주 어머니가 아니라 경주이다.
⑤‘나’는 경주에게 뜻하지 않은 봉변을 당함으로써 
경주가 어머니에 대해 증오의 감정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경주와 경주 
어머니의 갈등이 해소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발
견하게 된 것이다.

기술 (고득점 300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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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실, ‘방사선 검출 안전 장치- 가이거 계
수관’

가이거 계수관의 등장 배경과 원리, 기능, 
활용 분야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가이거 계
수관은 방사선의 강도를 측정하여 수치로 나
타내는 기구로 독일의 물리학자 한스 가이거
가 발명했다. 가이거 계수관의 금속 원통 안
에는 아르곤 가스가 채워져 있다. 이때 원통 
안은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 즉 방전이 일
어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여기에 방사선
을 쬐면 방전이 일어나 전압에 변화가 나타
나고 이를 통해 방사선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 가이거 계수관은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
어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원
자력을 연구하는 데 큰 기여를 한 발명품이
다.

주제 : 가이거 계수관의 기능과 원리
•1문단：방사선 강도 측정의 어려움
•2문단：방사선 강도 측정을 가능케 한 가

이거 계수관
•3문단：가이거 계수관의 작동 원리
•4문단：가이거 계수관의 추가된 기능과 

활용 분야
43. 개괄적 정보의 확인  정답 ⑤

이 글에 가이거 계수관의 사용법이나 사용시 주의
할 점 등은 소개되지 않았다.

① 2문단에 한스 가이거가 1908년에 발명했다고 나와 있다.
② 3문단에 가이거 계수관의 작동 원리가 소개되어 있다.
③ 4문단에 ‘방사선을 다루는 연구실, 공장, 우라늄 탄광’ 등에

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④ 2문단에 방사선의 강도를 수치로 보여 줄 수도 있고 소리

로 들려줄 수도 있다고 하였다.

44. 시각 자료를 이용한 정보의 이해  정답 ④
[A]를 보면, ㉮는 ‘심선’으로 양극이며, ㉯는 ‘금속
벽’으로 음극이다. ㉰는 ‘금속선’을 가리킨다. 금속 
원통에 방사선을 쬐면 이온화 현상이 일어나 아르
곤의 음전하가 양극인 ㉮로 이동하게 된다. 하지만 

전류는 음전하의 이동 방향과 반대이므로 ㉮에서 
㉯, 그리고 ㉰로 흐르게 된다. 금속 원통에 방사선
을 쬐지 않았을 경우, 이온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
으므로 전류의 흐름은 ㉯에서 ㉮로 바뀌는 것이 아
니라, 발생조차 하지 않는다.

① ㉮와 ㉯는 절연체로 차단되어 방전이 일어나지 않다가, 금
속 원통에 방사선을 쬐면 아르곤의 이온화가 일어나 ㉮와 
㉯ 사이에 방전이 일어난다.

② 금속 원통에 방사선을 쬐면 ㉮와 ㉯ 사이에 갑자기 방전이 
일어나 전류가 흐르고 ㉮와 ㉰ 사이의 전압에 변화가 생긴
다. 그리고 이러한 전압의 변화를 통해 방사선의 양을 측정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사선의 양의 변화는 ㉮와 ㉰ 사이의 
전압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는 양극, ㉯는 음극으로 서로 닿아 있으면 전류가 흐르
게 된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 절연체가 있으므로 ㉰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⑤ 금속 원통에 방사선을 쬐면 이온화 현상이 발생하여 아르
곤의 음전하가 양극인 ㉮로 이동하게 되고 방전이 일어난
다. 또한 ㉰에 음전하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45. 전제의 추리  정답 ③
㉠을 달리 말하면, 가이거 계수관이 일찍 발명되었
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연구 속도가 빨라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가이거 계수관이 원자
력 연구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방사선
의 피해로부터 원자력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안전하
게 보호하고 그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해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원자력에 대한 연구 속도는 가이거 계수관의 발명 시기와 
관련이 있지, 판매량과는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② 가이거 계수관이 원자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
식을 바꾸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가이거 계수관은 방사선의 위험성을 미리 알려 주는 것이
지 효용성을 알리는 기능을 한 것은 아니다.

⑤ 가이거 계수관이 원자력을 연구하는 사람들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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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석(울산제일고)                  
   ․ EBS 수능 완성 집필                    
   ․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 김철종(삼일여고)                    
   ․ EBS 수능 완성 집필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토                   
   ․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 안세봉(울산외국어고)                
   ․ EBS 수능 완성 집필                    
   ․ EBS 수능 특강 외 검토                 
   ․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 김경식(삼일여고)
   ․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 전국연합학력평가 검토
   ․ 영남권연합학력평가 검토

○ 권용철(울산여고)
   ․ 전국연합학력평가 검토
   ․ 영남권연합학력평가 검토
                   

○ 김일순(울산여고)
   ․ 전국연합학력평가 검토
   ․ 영남권연합학력평가 검토

기획 및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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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BS 교재활용 5회분 모의고사의 편집 
방향

본 교재는 울산 지역 고교 수험생의 언어영역 성적 향상을 위해 EBS 관련교재 수록 
문항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문항을 선정하여 모의고사 형태(듣기 
제외)로 편집했다. 수학능력시험이 EBS 교재의 연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관
련 교재에서 영역별로 추출한 문제를 다시 선별하여 모의고사 형태로 편집하였기 때문
에 수학능력시험 실전을 대비한  마무리 교재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교재의 편집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문항별 편집 방향

가. 5회분 모의고사의 문항에 대한 편집은 기출 수학능력시험과 기출 모의학력평가의 출제영
역 및 방향을 기본으로 삼았다. 문항 수는 듣기영역 5문항을 제외한 45문항으로 하였고, 
번호는 6번으로 시작하여 실제 수능시험을 대비하였다. 

나. EBS 관련 교재 중 영역별로 쓰기, 읽기로 구분하고 읽기는 다시 문학영역과 비문학영역
으로 세분하여 이와 관련된 문제를 선별하였다. 

다. 쓰기 영역은 모의고사 당 6문제를 배분하여 연상하기, 고쳐쓰기, 표현하기, 자료활용하기, 
개요수정하기와 어휘와 어법으로 배분하여 부분적으로 섞바꾸어가며 편집하였다. 

라. 문학영역은 크게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산문은 필수문제로, 시가복합문제와 수필 및 극
문학은 선택문제로 세분하되 수필과 극문학을 동시에 출제하지는 않았다. 영역별 문항 수
는 4-6문항으로 고려하였다. 

마. 비문학 영역은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언어의 6개 영역을 빠짐없이 배분하였으며 
각 영역별 문항 수는 최대 5문항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2. 내용별 편집 방향

가. 쓰기 영역은 신유형 문제의 출제 경향이 크기 때문에 ‘봉사활동’, ‘일자리 창출’과 같은 
시사성이 강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하였다. 

나. 문학영역은 가능하면 기출문제에 언급되지 않은, 다소 생소한 작품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편집하였다. 

다. 비문학 영역은 세분화된 부문에 맞는 내용을 선별하되 가능하면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는 
내용의 문제들을 선별하여 편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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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답 및 해설 편집방향
가. 각 모의고사별 문항별 정답을 먼저 제시하여 채점하기 용이하도록 편집하였다. 
나. 해설은 문제 유형을 괄호로 묶어 제시하고 다시 정답을 표기하여 확인하기 쉽도록 하였

고, 해설은 정답에 대한 해설을 먼저하고 오답풀이를 각 문항별로 처리하여 완전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Ⅱ. 영역별 학습 방법 

1. 어휘 어법 영역의 문제는 < 보기 > 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간혹 학생들
의 입장에서 보면 난해하고 어려운 개념들이 제시되기도 하는데 익숙한 개념을 중심으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선택지에 개별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2. 문학의 경우, 낯선 작품이 나오더라도 침착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갈래의 특성에 맞게 해
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시의 경우, 제목이나 시어 등에 주목하며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고, 준거를 제시하고, 그것
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문항을 먼저 푸는 것도 한 방법이다. 

   소설은 고전소설, 현대소설의 차이점을 알고 특성에 맞게 접근하며, 문제와 보기를 먼저 
읽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후 본문을 읽는다면 효율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필, 극문학 등의 산문문학의 경우와 비문학 영역은 오답률이 높았던 지문을 중심으로 특
징 등을 정리한다. 

   비문학 독해는 지문을 통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글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다. 그리고 쓰기는 문제는 기출 유형을 파악하여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2012. 8.

현대고 국어 교사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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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기>에 착안하여‘효과적인 공부법’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한
다.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제가 다승왕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많

은 연습량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에는 연습량
이 부족해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자신을 믿을 수 없었고 중요한 순간에 집중력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 왜소한 몸
이면서 무조건 힘으로만 공을 던지다 보니 부상도 당했습
니다. 올해는 감독님의 도움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짜
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또한 내 몸에 맞는 투구 
방법을 익힌 후 이를 실전에 잘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경
기에 참가할 때에는 스스로를 믿으며 꼭 이기겠다는 마음
으로 마지막 타자까지 최선을 다해 던졌습니다.”

-프로야구 투수 ��� 선수의 인터뷰-

①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교사의 지도가 도움이 된다.
②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는 어려운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야 한다.
③ 자신의 특성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④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⑤ 시험을 볼 때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집중력을 가져야 한다.

7. <보기>는‘청소년의 바람직한 여가 생활’에 대한 글을 쓰기 위
해 작성한 개요이다. 새로운 글감을 활용하여 개요를 보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주제 : 청소년 여가 생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서론 : 청소년 여가 생활의 실태
본론
Ⅰ. 청소년 여가 생활의 의미
  1. 청소년 성장에 긍정적 영향
Ⅱ. 청소년 여가 생활의 문제점
  1. 학생 개인의 인식상의 문제점
  2. 국가적 차원의 문제점
    가. 시설적인 문제점
    나. 비용적인 문제점

Ⅲ. 바람직한 여가 생활을 위한 대책
  1. 학생 개인의 인식상 문제에 대한 대책
  2. 국가적 차원의 문제에 대한 대책
    가. 시설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
    나. 비용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
결론 : 바람직한 청소년 여가 생활의 효과 강조

새로운 글감
� 올해부터 주 5일제 수업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

지만 학교에서는 아직 준비가 덜된 상황이다. 학생들이 시
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 청소년들은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기고 싶지만 비용과 시
설 등의 문제로 제대로 여가 활동을 못하고 있다. 이제 여
가 활동 문제를 학생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 독일은 ‘청소년 여가 센터’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 여가 활
동에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

① ‘서론’에‘성인들의 여가 문화와 청소년의 여가 문화’를 비
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한다.

② ‘본론Ⅰ’에‘학교에서의 체계적 준비’를 다루는 하위 항목을 
추가한다.

③ ‘본론Ⅱ’에는‘학부모의 인식상 문제점’을,‘본론Ⅲ’에는 ‘학부
모의 인식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다루는 하위 항목을 
추가한다.

④ ‘본론Ⅱ-2’에는‘제도적인 문제점’을‘, 본론Ⅲ-2’에는‘제도
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다루는 하위 항목을 추가한다.

⑤ ‘결론’에‘학생들의 지나친 여가 활동 몰두의 부작용’을 추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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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
료이다. 이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신문 보도 내용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다른 기업이나 단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나서서 창출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일자리를 직접 만들다 보니 일자리 수 늘
리기에만 급급해 저임금 임시직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
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자리에 대한 불안감과 낮은 보수
로 종사자의 자존감도 떨어진다고 한다.

(나) 통계 자료
1.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사업 현황

          

2. OECD국가의 GDP 대비 일자리 예산(단위%)
          

*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 : 정부가 주관해서 직접 일
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한 예산

(다) 사례 보고서
��학교 재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학교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재단에 속한 57명의 강
사들은 안정적인 일을 하고 있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세운 계획에 따라 하루 4시간씩 주5일 수업으로 월 100
만원을 받는다. 수준 높은 강사진과 프로그램에 대한 소
문이 나면서 지난해 5개 학교의 위탁 운영으로 출발하여 
현재 21개 학교의 방과후 수업을 맡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강사들을 채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① (가)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
하고 논의의 필요성을 설명해야겠어.

② (나)를 활용하여 최근 우리나라의 전체 일자리 예산과 규
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여 일자리 창
출 예산이 모자라다는 점을 강조하겠어.

③ (다)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기획력을 가진 사회적 기업을 
통해 만들 수 있는 일자리의 특징을 보여 주겠어.

④ (가)와 (나)를 활용하여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모자
란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을 더 많이 집행하는 것이 안정
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임을 지적해야겠어.

⑤ (가)와 (다)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
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해야겠어.

9. 그림과 함께‘봉사활동에 참여를 유도’하는 공익광고 문안을 만
들고자 한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 보 기 >
� 그림의 내용이 잘 드러날 것.
� 감각어를 활용할 것.
� 대조와 대구를 사용하여 연결할 것.

① 우리의 손길이 이어진 자리
   우리의 마음도 이어지리
② 두 줄로 이어지는 연탄의 행렬
   하나로 전해지는 우리의 정성
③ 건넨 것은 차가운 연탄 한 장
   받은 것은 뜨거운 사랑의 마음
④ 검은 연탄이 타면서 내는 따뜻함
   나 혼자만이 느낄 수 있는 포근함
⑤ 전할수록 가벼워지는 연탄의 무게
   그것을 나르면서 나는 사랑을 느끼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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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기>는「마당을 나온 암탉」을 읽고 쓴 독후감이다.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마당을 나온 암탉」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쉬운 이
야기이다. 하지만 이 작품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 작품은 영화로 만들어지기
도 했다. 먼저 주인공 잎싹은 자신의 소망을 굳게 간직하
고 이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 편하게 살 수 있는 양계
장이 있었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곳을 스스로 
나온 것이다. 우리들도 많은 꿈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다면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은 많았
지만 실천하지 않았던 나 자신의 언행에 대해 잘못이 없
었는지 ㉢반성하며 돌이켜보았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인 인식이 
나타나 있다. 잎싹은 홀쭉한 배에 눈만 커다란 잠자리를 먹
고 싶지는 않지만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한다. 또한 
잎싹은 죽으면서 자기를 뜯어 먹을 족제비 새끼들을 ㉣웬지 
자기가 마지막으로 낳았던 알처럼 느낀다. 우리는 먹는 것은 
좋은 일, 먹히는 일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
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삶과 죽음이 서
로 얽히면서 순환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① ㉠은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해야지.
② ㉡은 문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그래서’로 고쳐야지.
③ ㉢은 의미가 겹치므로‘반성하며’를 생략해야지.
④ ㉣은 맞춤법을 고려하여‘왠지’로 바꿔야지.
⑤ ㉤은 문장의 호응을 고려하여‘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로 수정해야지.

11. <보기2>의 예문 중, <보기1>의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것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 보 기 1 >
주격 조사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쉽게 생략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의 일반적인 어순대로 말할 때 주어를 쉽게 
예측할 수 있어 생략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주
어임이 분명한 경우라도 주격 조사를 생략하면 문장이 어
색한 경우도 있다.

*김 선생님Ø 전화했어요. (*)
*영수Ø 그린 그림이 좋다. (*)
*Ø: 주어의 생략을 표시함.
*(*): 문장이 어색함을 표시함.

< 보 기 2 >
ㄱ. 너Ø 나를 찾았니?
ㄴ. 철수Ø 학교에 갔어?
ㄷ. 우리 애Ø 소풍 갔어요.
ㄹ. 영희Ø 불쌍하게 여겼다.
ㅁ. 그 여자Ø 무엇을 주려고 하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ㅁ      
⑤ ㄹ, ㅁ

12. <보기>는‘중’에 대한 정보이다. 용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중(中)
의존 명사 1. 여럿의 가운데 ◯예 영웅 중의 영웅
   2. 무엇을 하는 동안 ◯예 근무 중
   3. 어떤 상태에 있는 동안 ◯예 임신 중
   4. 어떤 시간의 한계를 넘지 않는 동안 
            ◯예 오전 중으로 다 못하면
   5. 안이나 속 ◯예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

①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떠다닌다.
② 그는 대학 재학 중에 입대하였다.
③ 책상을 정리하던 중 편지를 발견했다.
④ 이 등산 코스는 난이도 중에 해당한다.
⑤ 그는 오늘내일 중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13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이오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거울속의나는왼손잡이오
내악수를받을줄모르는 ─ 악수를모르는왼손잡이요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료마는
거울이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라도했겠소
나는ⓐ지금거울을안가졌소마는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있소
잘은모르지만외로된사업에골몰할게요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요마는
또꽤닮았소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진찰할수없으니퍽섭섭하오

- 이상,「거울」-
(나)  옹관(甕棺) 속에

큰 숯덩이처럼
들어앉아 있던 스님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
항아리 어둠 속에 오래 죽은 채
그렇게 안 썩을 수도 있는 것인지.
밤,
대형 상점,
이 철면피 통조림들은
죽음 창고에서 왔다.
지게차가 옹관 같은 상자들을 들어올리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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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늘한 창고에서
조명 눈부신 이곳으로
엄청난 양이 왔다.
통조림으로 만리장성(萬里長城)을! 그 앞을 황제펭귄들이
열을 지어 걸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뚜껑에 찍힌 날짜들은
유통 기간,
ⓑ그 검은 날짜들을 읽어 본다.
고불(古佛)도 예수도
이런 깡통 무덤 속에서는
부활하지 못했으리라.

- 최승호,「통조림으로 만리장성을」-
(다)  아침마다 거울을 본다

거울 속의 나를 본다
거울이 물속 같다
물속에 내가 빠져 있다. 물 먹고 있다
잡을 것이 없는 물속에서
나는 허우적거린다
아무도 물속에 있는
내 속을 모른다. 몰라준다
내 심장의 고랑
내 늑골 밑의 습지
내 머릿속 웅덩이 그리고 나의 무덤
나에게는 다시 써야 할 생이 있다
세상이 잘못 읽은 나의 生
수몰된 生
암매장된 生
누가 읽기도 전에 나를 써 버렸다
그들에게 도난당한 장편의 문장들
그 때문에 틀린 생의 제목들
내 생, 너무 오래 생매장되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본다
거울 속의 나를 본다
나는 곧 재조명될 것이다. 밝혀질 것이다
거울같이 환하게.

- 천양희,「아침마다 거울을」-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② (가)와 (다)는 시간의 역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
하고 있다.

③ (나)와 (다)는 어둠과 밝음의 이미지를 활용해 시적 상
황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 (나), (다)는 모두 처음과 마지막을 변주하여 시상
의 반전을 꾀하고 있다.

⑤ (가), (나), (다)는 모두 명사로 끝맺은 시행을 반복하여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14. (가)와 (다)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와(다)의‘거울 속’은 화자의 내면 공간이기도 하다.
② (가)와 (다)의 화자는‘거울 속의 나’를 가엾게 여기고 있다.
③ (가)와 (다)의‘거울 속의 나’는 거울 밖의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
④ (가)의 화자는 (다)와 달리 문제 상황의 극복에 대해 회의

적이다.
⑤ (다)의 화자는 (가)와 달리‘거울 속의 나’와 대립되어 있다.

15.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구속의 시간이며, ⓑ는 소멸의 시간이다.
② ⓐ는 분열의 시간이며, ⓑ는 절망의 시간이다.
③ ⓐ는 화해의 시간이며, ⓑ는 해방의 시간이다.
④ ⓐ는 자립의 시간이며, ⓑ는 생명의 시간이다.
⑤ ⓐ는 고독의 시간이며, ⓑ는 안식의 시간이다.

16.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현대의 대도시를 소재로 한 최승호의 시들은 화려한 물

질문명의 이면에 깃들인 삶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그는 이런 시들에서 자연이 지닌 순환과 재생의 순리가 
제거된 현대 문명의 반생명성을 고발하기도 하고, 획일화
된 세속적 질서에 갇힌 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
여 주기도 한다.

① 옹관과 통조림 속에 든 내용물들은 모두 죽었으나 썩지 
않으므로 자연의 이치를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어.

② 통조림이 쌓여 있는 창고를‘죽음 창고’라고 한 대목에서 현
대 물질문명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 인식을 엿볼 수 있어.

③ 어떤 부활도 일어날 수 없으리라고 한 대목은 시대와 무
관하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지닌 운명적 한계를 드러
내고 있어.

④ 만리장성처럼 진열된 통조림 앞을 황제펭귄이 열을 지어 
가는 대목에서 도시인들의 획일화된 삶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도 있어.

⑤ 고불이나 예수가 통조림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서 현대인의 삶이야말로 바로 저 통조림 속에 밀폐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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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과를 본 철수가 ‘사과는 붉다’고 지각(知覺)했을 때, ‘사과’

는 지각의 대상, ‘철수’는 지각의 주체, ‘사과가 붉다’는 지각의 
내용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지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경험주의는 인간의 정신이 개입되지 않는 객관적인 세계가 
있고, 그 세계가 인과적으로 지각된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대
상이 주는 자극과 대상으로부터 얻는 지각의 일 대 일 대응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 철수가 사과를 지각하는 경험을 예로 
들면, 대상인 사과에서 자극된 색깔의 요소가 철수에게 감각되
고, 그 요소가 뇌에 전달되어 ‘사과는 붉다’는 식으로 지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험주의의 관점으로는 붉은 색
과 녹색이 뒤섞인 사과를 회색으로 지각하는 경우처럼, 대상과 
일치하지 않는 지각 경험은 설명하기 곤란하다. 

주지주의는 인간의 지각에서 정신 작용을 강조했다. 달리 
말해, 지각은 인간의 정신에 존재하는 개념에 감각된 요소들을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철수가 ‘사과는 붉다’
고 지각했다면, 철수의 정신에 존재하는 ‘사과’, ‘붉다’ 등의 개
념을 중심으로 감각된 요소들을 재구성하는 것이라는 식의 설
명이다. 주지주의의 이론대로라면 정신 내에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대상은 지각이 불가능해야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메를로 퐁티는 경험주의와 주지주의의 지각에 대한 설명을 
비판했다. 그는 경험주의가 지각 주체에 비해 대상을 지나치
게 중요시하는 ㉡오류를 범했고, 주지주의는 대상에 비해 지
각 주체의 정신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본
다. 그리고 그러한 오류의 공통된 원인은 지각 과정에서 지각 
주체인 인간의 ‘몸’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메를로 퐁티는 인간의 ‘몸’에 ㉢주목한다. 그가 말하는 ‘몸’
은 정신을 주관하는 주체이고, 육체와 정신으로 분리되지 않
으며, 무엇인가를 의식하는 지향성을 지닌 ‘몸’이라는 점에서, 
생리학적인 몸과 구별된다. 그는 ‘몸’을 핵심으로 하는 ‘현상
학적 장’ 개념을 도입해 지각을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지각
은 ‘몸’이 특정한 상황에서 대상과 마주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간성과 공간성을 지닌다. 즉, 의식의 주체로서의 
‘몸’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대상과 마주하는 장면이 ‘현
상학적 장’이고, 이러한 ‘현상학적 장’에서 ‘몸’이 ㉣체험한 것
이 곧 지각이라는 것이다.

메를로 퐁티의 관점에 따르면, 붉은 색과 녹색이 뒤섞인 
대상이 회색으로 지각된 것은, ‘몸’의 착각이나 시간과 공간 
등의 ㉤변수에 영향을 받은 현상학적 체험으로 설명할 수 있
다. 또, 인간의 의식에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지
각도 ‘몸’이 의식과 구분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이 형
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몸’의 체험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런 의미에서 메를로 퐁티의 지각에 대한 설명은 경험주의와 
주지주의의 틀을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17. 위 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철수는 장미꽃이 놓인 식탁에 앉았다. 철수는 그 꽃을 빨간 
흑장미라고 생각했다. 잠시 후, 실내가 어둡다고 생각한 철수
가 커튼을 걷고 보니 그 꽃은 노란 빛깔의 장미꽃이었다.

① 경험주의의 관점에 따르면 ‘장미꽃이 놓인 식탁’은 객관적
인 세계에 해당하겠군.

② 주지주의의 관점에서는 ‘장미꽃’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식
탁’보다 ‘철수’의 정신 작용을 더 중요시하겠군.

③ 메를로 퐁티의 이론에 따를 때 동일한 ‘식탁’이더라도 시
간이 달라지면 ‘현상학적 장’은 다른 것이겠군.

④ 경험주의에서는 ‘철수’가 ‘노란 빛깔’의 장미를 ‘빨간 흑장
미’로 지각한 것을 지각 주체의 개념 형성 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설명하겠군.

⑤ 메를로 퐁티의 이론에 따르면 ‘철수’가 ‘노란 빛깔의 장미
꽃’을 ‘빨간 흑장미’로 지각한 것은 ‘커튼’이 처진 어두운 
실내 공간이 변수로 작용한 것이겠군.

18. 위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① 경험주의는 대상과 지각이 일치하지 않는 원인을 해명하

고자 했다.  
② 주지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감각된 요소들을 중심으로 개

념을 재구성한다.
③ 메를로 퐁티는 주지주의와 달리 인간의 ‘몸’에 주목하여 

지각을 설명한다
④ 메를로 퐁티는 경험주의가 지각 주체의 정신을 지나치게 

중시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⑤ 메를로 퐁티의 지각 개념보다 경험주의의 지각 개념이 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19. 위 글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핵심 용어를 설명하며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② 논의 대상을 대비하여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다.
③ 의문을 제기하여 독자의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④ 상반된 이론을 절충하면서 논지를 종합하고 있다.
⑤ 구체적 사례를 활용하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20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웃에 장씨 성을 가진 자가 살았다. 그가 집을 짓기 위하

여 나무를 베려고 산에 갔는데, 우거진 숲 속의 나무들을 모
두 둘러보았지만 꼬부라지고 뒤틀린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
다 산꼭대기에서 한 그루의 나무를 발견하였는데, 정면에서 
바라보나 좌우에서 바라보나 곧았다. 장씨가 쓸 만한 재목이
다 싶어 도끼를 들고 다가가 뒤쪽에서 바라보니, 형편없이 ㉠
굽은 나무였다. 이에 도끼를 버리고 탄식하였다. 

‘아, 재목으로 쓸 나무는 보면 쉽게 드러나고, 판단하기도 
쉬운 법이다. 그런데 이 나무를 내가 세 번이나 바라보고서도 
재목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러니 겉으로 후덕해 
보이고 인정 깊은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그 본심을 알 수 있겠
는가? 말을 들어 보면 그럴 듯하고 얼굴을 보면 선량해 보이
고 세세한 행동까지도 신중히 하므로 우선은 군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큰일이나 중대한 일에 당하여서는 그의 
본색이 드러나고 만다. 국가가 망하는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이
러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런데 나무가 자랄 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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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의 게임이론이란 상호의존적 상황에서의 전략적 의
사결정 결과를 밝히는 모형을 말한다. 특정 제품에 대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복점기업의 경우, 한 기업의 의사결정은 다른 기
업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호 의존적 상황이 된다. 복점기업의 게
임은 의사결정이 동시적이냐, 순차적이냐에 따라 그 양상이 달
라진다.

의사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점기업의 게임 상황을 보자. 
게임에서 얻는 이득을 보수라 하는데, <표>는 두 기업이 각각 
얻게 될 보수를 나타낸 것이다. A사와 B사는 제품 가격을 결정
할 때, 고가전략과 저가전략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A사가 
고가전략을 선택할 경우 B사는 고가전략에서 8억, 저가전략에
서 10억의 보수를 얻게 되므로 저가전략이 유리하다. A사가 저
가전략을 선택할 경우에도 B사는 저가전략이 유리하다. A사 역
시 B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저가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
한데, 이처럼 상대방의 전략 선택 여하에 관계없이 각 기업에게 
보다 안정적인 보수를 가져다주는 전략을 우월전략이라 한다. 
얼핏 보면 8억씩의 보수를 얻을 수 있는 고가전략이 우월전략
처럼 보이지만 상대의 전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두 
기업은 저가전략에서 우월전략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 

기업은 최대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A사와 B사는 
우월전략 균형 상태에서 4억씩의 보수를 얻기보다는 고가전략

(A)

“그대는 정말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서경> 「홍범편」에 오행(五行)을 
논하면서, 나무를 곡(曲)과 직(直)으로 설명하였습니
다. 그렇다면 나무가 굽은 것은 재목감은 안 될는지 
몰라도 나무의 천성으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공자
(孔子)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
게 살아가는 자는 요행히 죽음만 모면해 가는 것이
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직하지 못한 자가 죽음
을 모면하고 살아가는 것 또한 요행일 것입니다. 그
러나 내가 보건대, 이 세상에서 굽은 나무는 아무리 
서투른 목수일지라도 가져다 쓰지 않는데, ㉡정직하
지 못한 사람은 잘 다스려지는 세상에서도 버림받지 
않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큰 집의 구조를 살펴보십시
오. 공(公)과 경(卿)과 대부(大夫) 그리고 사(士)가 
예복을 갖추어 입고 궁전에 드나드는데, 그중 정직한 
도리를 간직하고 있는 자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굽은 나무는 하상 불행을 겪고 사
람은 정직하지 않은 자가 항상 행운을 잡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옛말에 ‘곧
기가 현(鉉)과 같은 자는 길거리에서 죽어 가고 굽기
가 구(鉤)와 같은 자는 공후(公侯)에 봉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굽은 나
무보다 많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는 짐승들에게 짓밟히거나 도끼 따위로 해를 받은 일이 없이 
오직 이슬의 덕택에 날로 무성하게 자란다. 따라서 마땅히 굽
은데 없이 곧아야 할 텐데 꼬부라지고 뒤틀려서 이처럼 쓸모 
없는 재목이 되고 말았다. 하물며 요즘 같은 세상살이에 있어
서이겠는가? 물욕이 진실을 어지럽히고 이해가 판단력을 흐리
게 하기 때문에 천성을 굽히고 당초에 먹은 마음에서 떠나고 
마는 자가 많다. 때문에 속이는 자가 많고 정직한 자가 적은 
것을 이상하게 여길 일은 아니다.’ 

                                                        
  - 장유, 「곡목설」-

․ 물욕(物慾) : 재물에 대한 욕심
․ 오행(五行) :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원소, ‘쇠
(金) ․ 물(水) ․ 나무(木)  불(火) ․ 흙(土)’을 가리킴

․ 구(鉤) : 갈고리

20.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유추의 방식을 통해 사회 현상을 비판하고 있다.
 ② 권위자의 견해를 끌어들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③ 자연과의 대비를 통해 인간사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생활 주변에서 소재를 취해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⑤ 대화와 행동 위주로 내용을 전개하여 극적 효과를 거두

고 있다.

21. ㉠과 ㉡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차이점
 ․천성(天性)에서 기인함 
  ………………………………①
 ․버림을 받음
 ․‘줄〔鉉〕’에 비유됨   
  ………………………………③

 ․물욕(物慾)에서 
  기인함   
 ․요직에 기용됨
  ……………………② 
 ․‘갈고리〔鉤〕’에 
  비유됨

공통점  ․ 내실을 갖추지 못함〮 …………………④  
 ․ 본색이 잘 드러나지 않음……………⑤

22. (A)에 쓰인 진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비유를 들어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 내고 있다.
② 상대방과 같은 처지임을 내세워 공감을 얻어 내고 있다.
③ 서적의 내용을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④ 고사(故事)를 동원하여 자신의 박식함을 자랑하고 있다.
⑤ 상대방의 논지를 발전시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

[23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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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담합함으로써 8억씩의 보수를 얻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두 기업이 현재 모두 8억씩의 보수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는 담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A사가 담합을 깨고 저
가전략을 선택하면 일시적으로는 10억의 보수를 얻을 수 있지
만, B사도 곧바로 저가전략으로 선회할 것이므로, 이후로는 두 
기업 모두 4억의 보수를 얻게 된다. 따라서 담합에서 이탈하는 
것보다 담합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한편 복점기업 중 한 기업이 먼저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반
응하여 다른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순차게임이라 한다. 
순차게임에서 기업은 의사결정 순서와 예상 결과를 나타낸 ㉠
‘의사결정나무’의 분석을 통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저지할 수
도 있다. 가령, A사가 특정 지역에 매장을 개장하기로 먼저 결
정하고 이어서 B사도 같은 지역에 진입하려 한다고 하자. 이때 
A사는 대형 매장을 선택하는 경우와 소형 매장을 선택하는 경
우에 따라 얻게 되는 수익률을 분석하여 매장의 규모를 결정하
게 된다. A사의 선택 여하에 따라 B사는 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의사결정나무’의 분석을 통해 A사는 B사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최대의 이윤을 얻는 매장 규모를 선택하
게 된다. 

이처럼 경쟁 관계의 복점기업들은 상호 의존성이 강하기 때
문에 제품 가격, 생산량, 시장 진입 등을 결정할 때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23. <보기>는 ㉠의 사례이다.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

한 것은?
< 보 기 >

  A사는 ○○ 지역에 직판매장 개점을 결정하고 아래의 
의사결정나무를 분석하여 매장의 규모를 선택할 예정이다. 

(단, B사는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최소 10% 이상의 수
익률을 낼 경우에만 매장을 개점한다고 가정함.)

① ‘A사’가 대형매장을 선택하고 ‘B사’가 시장에 진입하면 ‘B
사’의 수익률은 ‘A사’보다 더 높을 것이다.

② ‘A사’가 소형매장을 선택하고 ‘B사’가 시장에 진입하면 ‘A
사’의 수익률은 ‘B사’보다 더 높을 것이다.

③ ‘A사’가 소형매장을 선택한다면 ‘B사’의 진입 여부와 상관
없이 ‘A사’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을 것이다.

④ ‘A사’가 대형매장을 선택한다면 ‘B사’는 최소 10%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없어 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것이다.

⑤ ‘A사’가 선택한 매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B사’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A사’는 최소 10%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4. 위 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음료를 생산하는 복점기업인 ‘갑’과 ‘을’은 저가전략을 유지

하다가, 동시에 음료의 가격을 10%씩 인상하기로 담합하였다.

① ‘갑’과 ‘을’은 담합 이전에는 최대의 보수를 얻을 수 없었
겠군.

② ‘갑’과 ‘을’은 담합을 통해 우월전략의 균형을 이루고자 했
겠군.

③ ‘갑’이 담합을 깨고 가격을 인하한다면 ‘을’도 곧 가격을 
인하하겠군.

④ ‘갑’과 ‘을’은 고가전략을 선택함으로써 더 많은 보수를 얻
고자 했겠군.

⑤ 담합 이후 ‘갑’이 독단적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면 일시적으
로는 ‘갑’의 보수가 증가하겠군.

2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게임 상황에서 얻게 되는 이득을 보수라 한다.
② 순차게임에서는 의사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③ 복점기업이란 특정 제품에 대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기업을 의미한다.
④ 복점기업들은 상호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의사를 결정

할 때 게임이론을 활용한다.
⑤ 우월전략은 안정적 보수를 얻을 수 있는 전략으로, 상대 

기업의 전략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

[26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제2 언어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

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만난다. 태어나서 처음 습득한 언어를 
L1이라 하고 L1을 습득한 후 배우는 언어를 L2라 할 때, 그
들에게 한국어는 L2가 된다. L2를 배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L1도 L2도 아니면서 L1과 L2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언어를 ⓐ 중간 언어라고 한다. 중간 언어의 체계는 L2에 비
해 단순하며, L2를 목표로 발달해 간다.

한국어가 L1인 사람과 L2인 사람은 동일한 랑그를 공유하
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장애를 받는 경우가 많다. 랑그란 
동일 언어 공동체 구성원의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언어 규
칙의 총체를 이른다. 한 언어 내의 서로 다른 방언 화자들이 
의사소통에 특별히 장애를 받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동일한 
랑그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중간 언어는 L2를 목표로 발달하
는 과정에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학습자마다 개별적이고,　그래
서 하나의 동일한 랑그를 가진 L2 학습자 집단을 상정할 수 
없다. L1이 서로 다르더라도 같은 L2를배우는 학습자 간에는 
불완전하게나마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이는 그들이 습득한 L2 
규칙을 활용해서이지 중간 언어가 같아서는 아니다.

L2 학습자는 오류를 생성하기 마련이다. 과거에는 오류를 
성공적인 L2 습득을 위해서는 나타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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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19세기 말 하와이에 사탕수수 농장이 늘어나 노동력 수

요가 증가하자 중국, 일본, 한국, 포르투갈 등에서 많은 노동
자들이 이주하였다. 이들은 언어가 서로 달라 함께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새로운 언
어가 만들어졌다. ㉮ 이 언어는 여러 언어의 특성이 혼합된 

제3의 언어였다. 초기에는 어순이 불안정하고 어휘의 수가 적
으며 문법도 단순하였으나, 이들은 이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
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휘의 수도 늘어나고 문법도 정교해
졌지만 여전히 일반적인 언어에 비해서는 단순했다.

간주하였다. 하지만 유아의 언어 습득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언
어 발달의 자연스러운 신호로 보는 것처럼, 지금은 ㉠L2 학습
자의 오류도 같은 관점으로 해석한다. 많은 경우 오류는 L1의 
부정적 간섭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오류 중에는 L1이나 L2의 
어느 규칙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 이는 L2 학습자
의 중간 언어 규칙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중간 언어가 실재한
다는 증거가 된다. 오류는 L2 습득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
하는 부산물이다. 우리는 그 내용을 분석하여 특정 시점에서의 
학습자의 중간 언어 체계와 L2의 습득 정도를 알 수 있다. 또
한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L2의 교수·학습에 활용
함으로써 오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유아의 언어 체계도 성인의 언어에 비해 단순하다는 점에
서는 중간 언어와 같다. 하지만 두 언어 이상이 혼종된 언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중간 언어와 다르다. 또한 유아의 언어는 성
인의 언어로까지 발달하지만, L2 학습자의 중간 언어는 L2가 
모국어인 화자의 언어로까지는 발달할 수 없으며 발달 정도도 
개인별로 차이가 크다

2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L2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에게도 중간 언어가 형성될 수 

있다. 
② 중간 언어는L1과L2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언

어이다. 
③ L1이 같은 언어 집단은 동일한 랑그를 가지고 있다. 
④ 중간 언어 간의 이질성은 한 언어 내의 방언 간의 이질성

과 그 성격이 다르다. 
⑤ 유아는 L2 학습자와 달리, 배우는 언어를 최종적으로 완

전하게 습득한다. 

2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L2 학습자의 중간 언어 발달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② L2 학습자에게 가르칠 내용을 교사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③ L2 학습 과정에서 자연적이면서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④ L2의 학습 기간이 같은 학습자들에게서는 동일한 양상으

로 나타난다. 
⑤ L1과의 비교를 통해 부정적 간섭의 요인을 찾는 데 활용

할 수 있다.

28. <보기>의 ㉮를 ⓐ, ⓑ와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와 ⓐ는 혼종된 언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② ㉮는 정교화 과정이 있다는 점에서 ⓐ와 같다.
③ ㉮와 ⓑ는 단순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

다. 
④ ㉮는 L1을 습득한 후에 배운 언어라는 점에서 ⓑ와 다르

다. 
⑤ ㉮는 발달의 목표가 되는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 ⓐ, ⓑ와 같다. 

[29 ~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습곡’이라는 용어는 퇴적층과 같은 원래 판상의 구조가 휘

어져 굽은 것을 의미한다. 습곡 작용은 지각에서 수평 방향의 
힘이나 수직 방향의 힘에 의해 야기되는데, 이는 종이의 양쪽
을 밀거나 한쪽을 위 또는 아래로 밀면 습곡이 만들어지는 것
과 같다.

ⓐ단층과 습곡은 크기가 다양하다. 많은 조산대에서 웅장하
고 광범위한 습곡은 수 킬로미터 이상 나타날 수 있다. 매우 
작은 규모에서는 아주 얇은 층들이 휘어져 수 센티미터 정도
로 나타나기도 한다. 가해진 힘의 크기와 힘이 가해진 기간 그
리고 층이 변형 작용에 견딜 수 있는 능력에 좌우되어 습곡이 
완만하거나 극심할 수 있다.

위로 볼록하게 만들어진 지층을 배사라고 하고, 아래로 볼록
하게 만들어진 지층을 향사라고 한다. 습곡의 기울어진 양쪽 
지층을 날개라고 한다. 축면은 습곡을 가능한 한 대칭적으로 
나눈 가상의 면을 말한다. 습곡을 이루고 있는 지층의 양 날개
가 만나는 점을 연결한 선을 습곡축이라 한다. 습곡 중에서 수
평한 습곡축을 갖는 습곡을 수평 습곡이라고 한다. 그런데 습
곡축이 수평한 경우는 드물다. 야외에서 어떤 습곡이라도 그 
습곡축을 따라가면 습곡축이 곧 소멸하거나 지하로 침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습곡축이 앞뒤로 기울어져 수평하지 
않으면 침강 습곡이라고 부른다.

또한 변형력이 증가하면서 습곡은 밀려서 한쪽 날개의 경사
각이 다른 쪽 날개의 경사각보다 큰 비대칭 형태가 될 수 있
다. 이러한 습곡을 비대칭 습곡이라 한다. 비대칭 습곡은 또한 
변형력이 층리면*에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할 때 만들어질 
수 있다. 변형 작용이 극심하여 한쪽 날개가 수직면을 지나쳐 
기울어지면 역전 습곡이라고 부른다. 역전 습곡의 양쪽 날개는 
같은 방향으로 경사하지만 날개의 지층 생성 순서는 원래 지
층 순서와 반대로 더 오래된 암석이 더 젊은 암석 위에 놓인
다.

그런데 야외에서의 관찰로 지질학자들이 완전한 정보를 얻
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기반암*은 위에 덮인 토양층으로 인해 
불분명해지거나 침식으로 인해 이전의 구조에 대한 증거의 많
은 부분이 사라졌을 수 있다. 따라서 지질 학자들은 한 층과 
다른 층 사이의 관계를 밝혀 실마리를 찾아낸다. 예를 들면 야
외에서 더 오래된 암석층이 습곡 중심부를 이루면서 중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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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에 더 젊은 층들이 중심부 반대쪽으로 경사하는 것으로부
터 ㉠침강 배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침강 향사에서는 습곡 
중심부에 더 젊은 암석이 있고, 그 양쪽에 더 오래된 암석이 
중심부 쪽으로 경사한다.

*층리면_ 성질이 다른 지층이 서로 접하는 면.
*기반암_ 겉흙의 아래에 놓여 있는 굳은 암석.

29. 위 글의 중심 내용을 드러내는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습곡의 구성 요소
② 습곡의 생성 원인
③ 습곡의 변화 원리
④ 습곡의 종류와 특징
⑤ 습곡과 단층의 관계

30.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야외에서 수평 습곡을 관찰하기는 쉽지 않다.
② 습곡 작용은 지각에서 수평이나 수직 방향의 힘과 관련

이 있다.
③ 습곡을 가능한 한 대칭적으로 나눈 가상의 면을 축면이

라고 한다.
④ 역전 습곡의 아래쪽 날개 지층에는 젊은 암석이 오래된 

암석 위에 놓인다.
⑤ 침강 향사의 습곡 중심부는 그 양쪽에 있는 암석보다 더 

젊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31.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에 해당하는 것은?

32. <보기>는 ⓐ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에 해당하는 사
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는 ‘단층은 크기가 다양하다.’와 ‘습곡은 크기가 다양하

다.’라는 두 개의 문장이 접속조사 ‘과/와’에 의해서 이
어진 문장이다.

㉮ 그런데 접속조사‘과/와’에 연결되었다 하더라도 두 문장
으로 나누기에 불완전한 경우 이어진 문장이 아니다.

① 주희네 집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기른다.
② 승호와 진수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였다.
③ 서해안과 남해안은 갯벌 체험 장소가 많다.
④ 예지와 수연이가 십년 만에 극장에서 마주쳤다.
⑤ 성난 시민들이 국회의 앞문과 뒷문으로 들이닥쳤다.

[33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진사 신영의 유복자로 태어난 신유복은 부

모와 유모를 모두 잃은 뒤, 사방으로 유리걸식한다. 이후 우연
히 상주 목사를 만나 그의 아전인 호방의 딸과 결혼하게 되나 
곧 쫓겨나와 궁핍하게 살아간다. 그러나 장원급제하여 병조판
서가 된 후, 명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원병장으로 출전하게 된
다.

신 원수가 대사를 향하여 큰절을 하니 노승이 몸을 굽혀 답
례하며 말했다.

“손님은 어디 계시며 무슨 일로 산중에 오셨습니까?”
신 원수가 공손하게 대답하였다.
“소생은 조선 사람으로 구원병 장수가 되어 이 땅을 지나가

다가 법사의 높으신 이름을 듣잡고 한번 뵈옵고자 하여 찾아
왔나이다. 정결한 산중에 더러운 몸이 들어왔더니 존사께옵서 
잠이 들어 계시기에 이제까지 기다렸습니다.”

노승이 신 원수의 말을 듣고 놀라는 체하며 동자를 꾸짖어 
말했다.

“귀한 손님이 오신 지가 오래 되었거늘 어찌하여 나를 깨우
지 않았느냐?”

동자로 하여금 자리를 마련케 하고 앉았다. 저녁밥을 올리었
다. 신 원수가 밥상을 받아 보니, 사치 같은 것은 없고 소담하
나 맛이 있었다. 세상에는 없는 음식이었다.

밥을 물리고 후식을 먹은 뒤에 주머니에서 원강 대사의 편
지를 드리며 말했다.

[A][“소생이 구원병 대장으로 왔으나 지략이 부족하옵고 재
주가 얕고 짧아서 포악한 도적을 맞당겨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원강 대사는 소생의 스승이십니다. 사제의 정의를 생각하시고 
이곳으로 오던 길에 찾아와 이 편지를 주시면서 법사의 높으
신 이름을 일러 주셨습니다. 법사의 도학을 자세히 들었습니
다. 청컨대 선생은 소생의 사정을 특별히 생각하시어 도적을 
치는 데 참모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노승이 산에서 내려가지 않은 지 만 십오 년이나 되는데 
무슨 정신이 있겠소. 원강이 잘못 지시하였구려.”

신 원수가 다시 간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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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소생이 잘못 들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도적이 성
하여 중원을 침범하여 위태하게 되었으므로 천자가 깜짝 놀라
시어 조선에 구원을 청한 것이옵니다. 만일 도적이 중원을 함
몰하면 명나라 사직은 일조에 망할 것입니다. 선생이 비록 산
중에 계시나 이 산은 명나라 땅입니다. 물과 흙이 명나라 것일
진대 어찌 나라를 내어 버려두시겠습니까?”]

노승이 탄복하였다.
“소신이 어찌 사태가 그런 줄 모르겠소마는 첫째는 내 나라

를 아끼고, 둘째는 원강의 부탁을 저버리지 못하겠기에 어제 
천문을 살펴보았소. 그러했더니 규성(奎星)이 산 어귀에 비치
었기에 귀한 손님이 오실 줄 알았소.”

과실이 나와서 서로 권하며 이슥하도록 이야기하며 밤을 지
새웠다. 일향 대사가 동자에게 절을 잘 지키라고 당부하고 산
문을 나섰다.

<중략>
신 원수는 갑주를 갖추고 천리 대완마를 타고 진전에 나서

며 크게 꾸짖었다.
“무지한 도적아. 천자의 자리를 모르고 대국을 침범하니 하

늘님이 어찌 무심하겠느냐. 나는 조선국에서 온 구원 대장이
다. 너희들을 씨도 없이 함락시키리라.”

적장 통골이 이 말을 듣고 말을 내어 몰며 크게 노하였다.
“소국의 어린아이로 감히 대국을 구원하려 한들 나를 저항

할쏘냐. 부질없이 기운만 허비하지 말고 목숨을 부지하려거든 
말에서 내려와 항복하라.”

신 원수가 크게 웃으며 말을 내달아 싸웠다. 칠십여 합에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 통골이 고함치고 달려드는 것을 원수가 
철퇴를 들어 통골의 가슴을 치니 통골이 몸을 날려 피하고 다
시 싸우니 두 장수의 재주는 서로 맞먹는 적수였다. 칼 빛은 
햇빛에 번쩍이고 말굽은 분분하여 자웅을 분별치 못할 지경이
었다. ㉠진시에서 술시까지 싸우나 그 우열을 가리지 못하였다.

두 진영의 장졸들이 서로 바라보니 천둥 번개 치는 것같은 
요란한 소리 속에 쌍룡이 여의주를 다투어 서로 희롱하는 것 
같으며, 두 범이 먹이를 다투어 태산을 움직이는 듯하였다. 정
신이 아득하여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광경이었다. 일향 대사가 
두 장수의 싸움을 보다가 징을 울려 군을 거두니 두 장수가 
각각 본진으로 돌아갔다.

원수가 물었다.
“선생님은 왜 징을 쳐서 소장을 부르셨습니까?”
“원수의 검술도 비상하오나 적장의 검술도 당대 영웅이니 

힘으로 잡을 것이 못 되오. 묘한 계교가 있소이다.”
여러 장졸을 불러 계교를 각각 가르쳤다. 본진 사면에 매복

하였다가 이리이리 하라 하였다. 여러 장졸들이 장군 명령을 
듣고 각각 진지로 갔다.

이튿날 적장 통골이 진전에 나와서 크게 외쳤다.
“어제 해결 못한 싸움을 결단하자.”
원수가 노기등등하여 맞서 싸운 지 오십여 합에 이르러 원

수가 거짓으로 패하는 체하고 본진으로 달아났다. 통골이 승세
하여 급히 달려 붙었다. 명나라 진영에 들면서 짙은 안개가 일
어나고 흑운이 일어나 천지를 분별하기 어려웠다. 좌우 복병이 
일시에 일어났다. 원수가 급하게 말을 몰고 나와 치니 통골이 
비록 영웅이라 하더라도 어찌 벗어날 수 있으랴. 통골이 정신
이 아득하여 미처 손을 놀리지 못할 때 원수의 칼이 빛나며 
통골의 머리가 땅에 떨어졌다.

- 작자 미상,「신유복전」-

3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신 원수는 노승을 깨우지 않은 동자에게 서운해 했다.
② 일향 대사는 신 원수의 방문을 예견하고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다.
③ 동자는 신 원수를 돕기 위해 일향 대사와 함께 떠나고자 했다.
④ 두 진영의 장졸들은 통골과 신 원수 사이에 벌어진 싸움

의 결과를 예상했다.
⑤ 통골은 신 원수의 능력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월등하다

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3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에서는 발화자가 자신의 소망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② [A]에서는 발화자가 상대방에게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자

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다.
③ [B]에서는 발화자가 근거를 들어 가며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④ [B]에서는 발화자가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에

게 동의를 구하고 있다.
⑤ [A]에서 발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강조한 반면, [B]에서는 

국가적 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35.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에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영웅 군담 소설 속에는 일반적으로 조력자가 나와 영웅에

게 능력을 전해 주거나 영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
건을 만든다. 또한 영웅의 비범함을 드러내기 위해 영웅과 맞
서는 적대자의 능력이 부각되기도 한다. 한편 병자호란 이후
의 영웅 군담 소설에는 위기에 놓인 명나라를 돕는 조선의 
영웅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손상된 민족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민족적 우월감을 은근히 과시했다.

① 일향 대사가 짙은 안개와 흑운을 일으킨 것은 영웅의 승
리를 돕는 여건 조성에 해당하는군.

② 통골과 신 원수 간의 대결과 그 결과는 민족적 우월감이 
과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군.

③ 원강 대사와 일향 대사는 신 원수가 위기에 놓인 명나라
를 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 볼 수 있군.

④ 신 원수가 일향 대사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조선에 대한 
신 원수의 자부심과 긍지를 읽어 낼 수 있군.

⑤ 당대 영웅의 검술 능력을 가진 통골과 대적하여 승리하는 
모습 속에서 신 원수의 비범함이 부각되고 있군.

36. ㉠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 적절한 것은? 
① 권토중래(捲土重�) 
② 기호지세(騎虎之勢)
③ 백중지간(伯仲之間) 
④ 일도양단(一刀�斷)
⑤ 파사현정(破邪顯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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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회화적 재현이 성립하려면, 즉 하나의 그림이 어떤 대상의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림과 대상이 닮아야 할까? 입체주의�

의 도래를 알리는「아비뇽의 아가씨들」을 그리기 한 해 전, 
피카소는 시인인 스타인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완성된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스타인의 초상화가 그녀
를 닮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피카소는 “앞으로 닮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에피소드는 미술사의 차원과 
철학적 차원에서 회화적 재현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를 제공
한다.

우선 어떻게 닮지 않은 그림이 대상의 재현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시 피카소와 브라크가 중심이 되었던 입
체주의의 예술적 실험과 그것을 가능케 한 미술사의 흐름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원근법을 사용
하여 ‘세상을 향한 창’과 같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다. 현대 
회화를 출발시켰다고 평가되는 인상주의자들이 의식적으로 추
구한 것도 이러한 사실성이었다. 그들은 모든 대상을 빛이 반
사되는 물체로 간주하고 망막에 맺힌 대로 그리는 것을 회화
의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빛을 받는 대상이면 무엇이든 주제
가 될 수 있었고, 대상의 고유한 색 같은 것은 부정되었다. 햇
빛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그려진 모네의 낟가리 연작이 그 예
이다.

그러나 세잔의 생각은 달랐다. “모네는 눈뿐이다.”라고 평했
던 그는 그림의 사실성이란 우연적 인상으로서의 사물의 외관
보다는 ‘그 사물임’을 드러낼 수 있는 본질이나 실재에 더 다
가감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세잔이 그린 과일 
그릇이나 사과를 보면 대부분의 형태는 실물보다 훨씬 단순하
게 그려져 있고, 모네의 그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자연스러
운 윤곽선이 둘러져 있으며, 원근법조차도 정확하지 않다. 이
는 어느 한순간 망막에 비친 우연한 사과의 모습 대신 사과라
는 존재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을 포착하려 했던 세잔
의 문제의식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를 계승하여 한발 더 나아간 것이 바로 입체주의이다. 입
체주의는 대상의 실재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 시점에서 본 대
상을 한 화면에 결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비록 스타인의 초상
화는 본격적인 입체주의 그림은 아니지만, 세잔에서 입체주의
로 이어지는 실재의 재현이라는 관심이 반영된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인 것은‘닮게 될 것’이라는 말의 의미이
다. 실제로 세월이 지난 후 피카소의 예언대로 사람들은 결국 
스타인의 초상화가 그녀를 닮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를 설명하려면 회화적 재현
에 대한 철학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데, 곰브리치와 굿맨의 
이론이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순수한 눈’ 같은 것은 없
으며,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성이란 없고, 사실적인 그림이란 
결국 한 문화나 개인에게 익숙한 재현 체계를 따른 그림일 뿐
이라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지각은 우리가 속한 관
습과 문화, 믿음 체계, 배경지식의 영향을 받아 구성된다고 한
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작가와 작품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믿음은 그 작품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피카소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 그림이 피카소가 그린 스타인의 초상’이라는 우

리의 지식이 종국에는 그림과 실물 사이의 닮음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지각을 형성해 냈을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
다. 사실성이라는 것이 과연 재현 체계에 따라 상대적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피카소의 수수께끼 같은 답변과 자신감 
속에는 회화적 재현의 본성에 대한 이러한 통찰이 깔려 있었
다고도 볼 수 있다.

37. 스타인의 초상화와 관련된 피카소의 의도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어느 한순간의 스타인의 외양이 아니라 그녀의 본질을 재

현하려 했다. 
②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훗날 변하게 될 스타인의 모습을 

나타내려 했다. 
③ 고전적인 미의 기준에 맞추어 스타인을 이상화된 모습으

로 나타내려 했다. 
④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스타인의 모습을 가감 없이 정확

히 모사하려 했다. 
⑤ 정지된 모습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인의 모

습을 재현하려 했다.

38. 곰브리치와 굿맨이 인상주의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망막에 맺힌 상은 오히려‘순수한 눈’을 왜곡할 수 있다. 
② 객관적인 사실성은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우연

의 산물이다. 
③ 망막에 맺힌 상을 그대로 그린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

실성은 얻을 수 없다. 
④ 대상의 숨어 있는 실재를 지각하기 위해서는 눈 이외의 

감각 기관이 필요하다. 
⑤ 인상주의의 재현 체계는 다른 유파의 재현 체계에 비해 

사실성을 얻기가 어렵다. 

39. ㉠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절한 것은
① 서양 사람이라도 동양의 수묵화나 사군자화를 감상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② 그림에 재현된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능력은 서로 다

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 간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③ 대상의 그림자까지 묘사한 그림이 그렇지 않은 그림보다 

공간감과 깊이를 더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듯이 재현 체
계는 발전할 수 있다. 

④ 그림에서 대상을 알아보는 능력은 선천적이어서 생후 일
정 기간 그림을 보지 않고 자란 아이들도 처음 그림을 대
하자마자 자신들이 알고 있는 대상을 그림에서 알아본다. 

⑤ 나무를 그린 소묘 속의 불분명한 연필 자국은 나무를 보
게 될 것이라는 우리의 사전 지식으로 인해 나무로 보이
고, 소 떼 그림에 있는 비슷한 연필 자국은 소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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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나는 이층에 새로 이사 온, 광고 사진을 컴

퓨터 편집하는 사내로부터 댈러웨이라는 사진작가와 그의 사
진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다．댈러웨이의 작품은 대상을 직접 
찍는 것이 아니라, 숟가락이나 병, 그리고 안경 등의 사진 속
에 비친 또 다른 사물을 통해서 세상을 보여 주는 독특한 기
법을 사용한다．그의 사진은 평범해 보이지만 고도의 기술과 
주제 의식이 들어간 최고의 걸작이다. 세상은 댈러웨이의 열풍
에 빠져 있다. 사진작가인 나는 댈러웨이의 작품 세계에 매혹
돼 스스로의 보잘것없는 사진 작업을 포기하고 사진 아카데미
에 내가 사용하던 기자재를 기증하러 간다.

나는 그만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다 문득 벽에 결려 있는 사
진 때문에 멈출 수밖에 없었다. 내가 앉아 있던 방의 벽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같은 크기의 사진이 한가득 붙어 있었다. 
아마도 사진을 배웠던 원생들의 졸업 작품을 걸어 둔 것 같았
는데, 거기에 댈러웨이의 작품이라고 들은 사진이 붙어 있었
다. 언젠가 사내에게서 들은「야경」이라는 작품이었다. 사내
가 설명한 것과 똑같았다. 확대경이나 돋보기가 없어 확인할 
수 없었지만 네온사인과 가로등에는 사내가 설명한 것 같은 
모습이 희미하게나마 담겨 있었다. 더욱 놀란 것은 사진 아래
에 있는 이름 때문이었다. 16기라는 기수와 함께 명조체로 인
쇄되어 있는 이름은 계약서를 쓸 때 보았던 사내의 이름이었
고, 또한 근 일 년 가까이 내가 사내를 부를 때 사용했던 이름
이었다.

“아이구, 반갑습니다. 들어오면서 미스 김한테 이야기 들었
습니다. 그래, 암실 용품을 기증하시겠다구요.”

원장이 다시 커피를 주문했지만 나는 사양했다. 대신 원장에
게 혹시 ㉠댈러웨이에 대해 잘 아느냐고 물어보았다. 원장은 
겸연쩍은 듯이 너털웃음을 지어 보였고, 미스 김이라는 여직원
이 커피를 갖다 주자 말을 꺼냈다.

“벌써 몇 주째 댈러웨이의 사진에 대해 특강을 하고 있습니
다만……지금도 댈러웨이에 대해 토론을 하고 나오는 길이죠. 
허참……부끄럽습니다만, 사실 저도 댈러웨이에 대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쯤에 한 수강생으로부터 처음 듣고 알게 되었어요. 
AFI까지 유학을 다녀왔어도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저는 당시
에 댈러웨이에 대해 처음 들었지만 모른다고 할 수는 없었어
요. 그래서 질문한 수강생에게 댈러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느냐고 오히려 되물어보았지요. 그러면 혹시 댈러웨이가 누구
였는지 생각이 날까 해서요. 그랬더니 수강생이 댈러웨이에 대
해 설명하더군요. 사실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뒤로 저
도 댈러웨이에 대해 연구를 했고, 비단 저뿐만 아니라 강사들
과 수강생 모두 댈러웨이 증후군에 빠졌지요. 댈러웨이 증후군
이라 이름 붙일 만하지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 죽었다고 하니, 
아마 그에 대한 연구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이겠지요?”

그러면서 원장은 커피로 목을 축였다. 내가 혹시 댈러웨이의 
사진을 구했냐고 물었지만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어디 그 사진을 쉽게 구할 수 있겠어요? 미국에 있는 동료
에게까지 구해 달라고 했지만 그 친구도 사진을 구하는 것만
은 두 손 들겠다는군요. 그래서 다음달에 저희 아카데미에서 
댈러웨이 사진 기행을 떠나지요. 그런데 준비를 하다 보니 걸
리는 게 너무 많아요. 도대체 댈러웨이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
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워낙 비밀에 가려진 사람이라 

구라파다, 호주다, 미국이다……여러 설만 난무하니까……댈러
웨이 사진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물어보았지만 
이 사람들이 끝까지 어디서 봤는지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 
참, 더러워서……자기들만 지식을 독점하겠다는 건지, 뭔지……
원……댈러웨이 증후군이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댈러웨이 강좌
를 개설한 후 실기나 실습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보다 댈러웨
이에 관한 토론 수업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광고 보셨
죠? 댈러웨이 기법으로 촬영한…….”

당시에 댈러웨이에 대해 처음으로 질문했던 수강생이 누구
였는지 물었지만 원장은 이름을 기억해 내지 못했다.

나는 대신에 16기생들의 사진집이 있으면 한 권 줄 수 없냐
고 물었고, 원장은 흔쾌히 한 권을 캐비닛에서 꺼내 주었다. 
나는 사진집을 받으면서 원장에게 혹시 작년이나 재작년 졸업
생들 중에서 댈러웨이 사진을 흉내내 찍은 사람이 있냐고 물
어보았다. 원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댈러웨이가 국내에 알려진 게 불과 얼마 전인데……그리고 
딴은 작가주의 정신을 가진 학생들인데 모두가 뻔하게 아는 
댈러웨이 기법을 따라해서 뭐하겠어요? 광고나 영화면 몰라
도…….”

아카데미에서 가져온 사진집을 펼쳤다. 책 안에 숨겨진 지폐
를 찾는 것처럼 빠른 동작으로 책장을 넘기던 나는 어느 한 
사진에서 시선을 멈추었다. 사내의 이름이 또박 박혀 있었고 
또한 사내의 증명 사진이 아래켠에 붙어 있었다. 그리고 사내
의 증명 사진 위에는 사내의 작품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그
것 역시 댈러웨이 작품으로 알려진 사진이었다. 한 사내가 평
범하게 웃고 있는 인물 사진이었고, 사진 속 남자의 눈동자를 
자세히 보면 뭔가가 분명 비치고 있었다.

“가끔은 제 직업을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진실을 외면하여 
거짓을 만들어 내는 게 제 직업이죠.”

순간 사내가 이사 온 날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리고 
사내가 집들이 때 댈러웨이 사진을 보면서 왜 그렇게 풀죽은 
표정을 지었는지 그때야 알 것 같았다.

- 박성원,「댈러웨이의 창」-
40.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② 극적인 반전을 제시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 있다.
③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사건 전개에 속도감을 부여하고 

있다.
④ 서술자가 사건을 주관적으로 논평해 주제를 뚜렷이 드러

내고 있다.
⑤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상황을 입체적으

로 드러내고 있다.

41. 위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① 댈러웨이의 사진은 사내가 조작한 것이다.
② 댈러웨이는 사내가 꾸며 낸 가공의 인물이다.
③ 아카데미 학원은 댈러웨이 증후군에 빠져 있다.
④ 아카데미 원장은 댈러웨이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다.
⑤「야경」은 네온사인과 가로등에 비친 사물을 통해 세상을 

보여 주는 기법이 쓰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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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위 글과 <보기>를 참고할 때 ‘나’가 느꼈을 감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창을 통해서 사각의 벽 속에 있는 실제를 엿볼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실제가 아닌 그림자일 뿐이다. 바로 빛이 만
들어 낸 그림자.

진실이 창을 향해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림
자를 보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아직도 사각의 벽 안
에 웅크리고 있는데 말이다. 결국 창은 진실을 보여주지 않
는다. 실제는 사각의 벽 속에 온전히 있을 뿐이고 창은 다만 
진실을 향한 허망한 갈망일 뿐이다.

① 세상은 끊임없이 진실과 거짓이 대립하며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아.

② 세상은 거짓을 진실로 알고 있어. 결코 진실에 닿을 수 
없을 거야.

③ 거짓 세상 속에서 진실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의미 있는 
일로 보여.

④ 세상은 거짓과 진실이 공존하고 있군. 거짓 속에 진실의 
가치는 더욱 빛나게 될 거야.

⑤ 거짓과 진실의 구별은 틀에 박힌 것이니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43. <보기>의 ⓐ~ⓔ 중 ㉠과 가장 유사한 것은?
< 보 기 >

이강백의「파수꾼」은 1970년대 ⓐ‘체제 유지를 위한 안
보 정책’을 향한 통렬한 풍자이다. 들판 저 너머에는 ⓑ흰 구
름만 있을 뿐 이리 떼라고는 없는데도‘ⓒ이리 떼가 나타난다’
라는 공포 속에서 평화를 유지한다는 아이러니의 상황이 계
속된다. 그러던 중 한 ⓓ파수꾼에 의해 알려진 진실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가상의 적이 필요하다는 ⓔ촌장의 설득으로 
철저하게 무시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44 ~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저 청청한 하늘

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
왜 날 울리나
날으는 새여
묶인 이 가슴
밤새워 물어뜯어도
닿지 않는 밑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여
피만이 흐르네
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
낮이면 낮 그여 한 번은
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
함께 답새라

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소리여 새여
죽어 너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여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 가는 / 넋 속의 저 짧은
여위어 가는 저 짧은 볕발을 스쳐 / 떠나가는 새
청청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
왜 날 울리나
덧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구름
아아 묶인 이 가슴 

- 김지하,「 새」
(나) 우리는 어디로 갔다가 어디서 돌아왔느냐 자기의 꼬리

를 물고 뱅뱅 돌았을 뿐이다 대낮보다 찬란한 태양도 궤도를 
이탈하지 못한다 태양보다 냉철한 뭇별들도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므로 가는 곳만 가고 아는 것만 알 뿐이다 집도 절도 죽
도 밥도 다 떨어져 빈 몸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보았다 단 한 
번 궤도를 이탈함으로써 두 번 다시 궤도에 진입하지 못할지
라도 캄캄한 하늘에 획을 긋는 별, 그 똥, 짧지만, 그래도 획을 
그을 수 있는, 포기한 자그래서 이탈한 자가 문득 자유롭다는 
것을 

- 김중식,「 이탈한 자가 문득」
(다) 벗님네 남산에 가세 좋은 기약 잊지 마오

익은 술 점점 쉬고 지진 화전 상해 가네
자네가 아니 간다면 내 혼자인들 어떠리.               

   <제1수>
어허 이 미친 사람아 날마다 흥동(興動)*일까
어제 곡성 보고 또 어디를 가자는 말인고
우리는 중시(重試)* 급제하고 좋은 일 하여 보려네.    
                                         <제2수>
저 사람 믿을 형세 없다 우리끼리 놀아 보자
복건 망혜(幞巾芒鞋)*로 실컷 다니다가
돌아와 승유편(勝遊篇)* 지어 후세 유전(後世流傳) 하리라.  
                                          <제3수>
우리도 갈 힘 없다 숨차고 오금 아파
창 닫고 더운 방에 마음껏 퍼져 있어
배 위에 아기들을 치켜 올리며 사랑해 보려 하노라.    
                                          <제4수>
벗이야 있고 없고 남들이 웃거나 말거나
양신 미경(良辰美景)*을 남이 말한다고 해서 아니 보랴
평생의 이 좋은 회포를 실컷 펼치고                   
                                          <제5수>

- 권섭,「 독자왕유희유오영(獨自往遊t有五詠)」
[어휘 풀이]
* 흥동(興動) : 흥에 겨워 다님.
* 중시(重試) : 당하관 이하의 문무관에게 10년마다 한 번씩 
  보게 하던 과거 시험.
* 복건 망혜(幞巾芒鞋) : 머리에 쓰는 쓰개와 삼이나 노 따위
  로 짚신처럼 삼은 신.
* 승유편(勝遊篇) : 즐겁게 잘 놀았던 일을 적은 글.
* 양신 미경(良辰美景) : 좋은 시절과 아름다운 경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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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엘리베
이터는 대부분 로프를 걸어 탑승박스를 
오르내리게 하는 로프식이다. 그런데 만약 
지진이나 화재처럼 예측할 수 없는 원인
으로 인해 엘리베이터의 로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탑승 박스가 바닥으로 추락
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럴 경
우를 대비해 엘리베이터에는 비상 정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엘리베이터는 
상부의 전동기에 연결된 메인 로프가 탑
승 박스를 위아래로 오르내리게 하는 구
조로 되어 있다.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비
상 정지장치는 전동기의 아래쪽에 설치된 
거버너에 의해 작동된다. 거버너는 탑승 
박스를 매달고 있는 메인 로프가 끊어져 
탑승 박스가 추락하는 것을 감지하는 장
치로 플라이 볼, 시브, 누름자, 거버너 로
프, 트립 레버, 브레이크 슈, 거버너 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

엘리베이터의 메인 로프가 끊어져 탑승 박스가 추락하게 
되면 탑승 박스에 고정되어 있는 거버너 로프 또한 탑승 
박스와 같은 비정상적인 속도로 하강하게 된다. 그렇게 되
면 거버너 로프를 지탱하고 있는 도르래와 연결된 플라이 
볼이 정상적인 작동 상황일 때의 회전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회전하면서 원심력에 의해 위로 떠오르게 된다. 플
라이볼이 떠오르게 되면 플라이 볼이 상승하는 힘에 의해 
시브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시브가 올라가면 트립 레
버를 누르고 있던 누름자의 끝부분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면서 누름자가 트립 레버를 풀게 된다. 누름자에 의해 트
립 레버가 풀리면 트립 레버의 아랫부분이 스프링의 장력
에 의해 당겨지면서 트립 레버 위에 얹혀 있던 브레이크 
슈가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브레이크 슈와 
거버너 틀이 서로 맞물리면서 거버너 로프를 고정하게 되
고, 거버너 로프가 고정되면 이에 연결되어 있는 캐치 레
버가 당겨지면서 탑승 박스의 아래에 있는 비상 정지 장
치를 작동하여 엘리베이터가 정지하게 된다. 

  비상 정지 장치는 탑승 박스의 동선이 직선이 되도록 유
도하는가이드 레일을 이용하여 탑승 박스를 제동하는 것으로, 
정지 방식에 따라 ㉠순간식 비상 정지 장치와 ㉡점진식 비상 
정지 장치가 있다. 순간식 비상 정지 장치는 가이드 레일과 
가이드 레일을 감싸고 있는 탑승 박스의 블록 사이에 막대기
처럼 생긴 롤러

를 물려 롤러가 탑승 박스의 추락을 순간적으로 저지하는 
방식으로,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고 정지거리가 짧다. 하지만 
탑승 박스에 가해지는 정지력*이 순간적으로 급상승하기 때
문에 탑승자가 충격으로 부상을 입을 염려가 있어 주로 저속 
엘리베이터에 설치한다.  

  점진식 비상 정지 장치는 탑승 박스의 블록에 설치된 브
레이크 슈가 레일의 양쪽을 조여 탑승 박스의 추락을 저지하
는 장치로 탑승자의 신체적 부담이 적다. 하지만 순간식 비상 
정지 장치보다 구조가 복잡하여 주로 중·고속 엘리베이터에 

4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는 상황의 대비를 통해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② (가)와 (다)는 처음과 끝을 유사하게 표현하여 주제를 강

조하고 있다.
③ (나)와 (다)는 복수의 화자를 통해 사회에 대한 비판 의

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다)는 모두 비판적 목소리를 사용하여 시적 긴장감

을 고조하고 있다.
⑤ (가)~(다)는 모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45.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하늘’과‘산맥’을 자유롭게‘날으는 새’는‘나’의 울음을 유발하

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②‘밤새워 물어뜯어도 / 닿지 않는’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바가 

실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③‘낮이 밝을수록 침침해 가는 / 넋’에서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커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날으는 새’를‘떠나가는 새’로 바꿔 부르는 모습에서 현재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좌절감이 깊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화자는 묶여 있는 상태이기에, 닿을 수 없는‘눈부신 구름’
을‘덧없’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6. 다음 글을 참고할 때, (나)와 (다)를 연결하여 읽은 학생들
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는 희곡에서 등장인물들이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각 
수별로 화자를 달리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작가 혼자 봄나들
이를 다녀오게 된 일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이 작품에서 작가
의 목소리는 1, 3, 5수에 드러난다. 2수와 4수는 각각 작가의
‘벗님네’인 제문관(諸文官)과 타객(他客)의 대답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친구들에게 봄나들이를 청하지만 친구들은 
이러한 청유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나)의‘나’의 눈으로 볼 때, (다)의‘제문관’은‘자기의 꼬리
를 물고 뱅뱅’도는 사람일 수 있겠네요.

② (나)의‘가는 곳만 가고 아는 것만’아는 태도는 (다)에서‘타
객’이‘더운 방에 마음껏 퍼져 있’으려는 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③ (다)의‘제문관’이 원하는‘중시 급제’는 (나)에서‘궤도를 이
탈’하는 수단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④ (다)에서처럼‘벗이야 있고 없고 남들이 웃거나 말거나’자
신이 추구하는 행위를 하면 (나)에서처럼‘두 번 다시 궤도
에 진입하지 못할’수도 있겠네요.

⑤ (다)의‘제문관’의 눈으로 볼 때, (나)의‘이탈한 자’는‘이 미
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47 -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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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며, F·G·C형과 ㉢F·W·C형이 있다. F·G·C형은 레일을 
서서히 강하게 조이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조이는 힘을 일정
하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동작 시점에서 탑승 박스에 
가해지는 정지력이 서서히 상승했다가 일정해지는 양상을 보
인다. F·W·C형은 레일을 서서히 강하게 조이다가 조이는 힘
이 일정한 시점에도달하면 레일을 조이는 강도를 이전보다 
천천히 높여 나간 다음 정지 시점 앞에서는 일정하게 조이는 
방식이다. 따라서 동작 시점에서 서서히 상승했던 정지력이 
특정 시점에서 이전보다 완만하게 상승했다가 정지 시점 근
처에서 일정해지는 양상을 띤다. F·W·C형은 작동 시 탑승객
이 느끼는 신체적 부담을 최대한 고려한 반면 F·G·C형보다 
제동 장치의 구조가 더 복잡하고 크기가 커 비용이 많이 들
고, 이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주로 F·G·C형이 사용되고 있다.

* 정지력：어떤 물체를 정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힘의 크기.
47.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비상 정지 장치의 필요성
② 비상 정지 장치의 내구성
③ 비상 정지 장치의 작동 시점
④ 비상 정지 장치의 설치 위치
⑤ 비상 정지 장치의 제동 방법

48. ㉢의 정지력이 변화하는 양상을 그래프로 나타내고자 한다. 
가장 적절한 것은?

      

4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에 비해 구조가 복잡해 비용이 많이 든다.
② ㉡은 ㉠에 비해 탑승자가 느끼는 신체적 부담이 적다.
③ ㉠은 롤러, ㉡은 브레이크 슈가 저지하는 힘을 이용한다.
④ ㉠과 ㉡은 가이드 레일을 이용하여 탑승 박스를 멈춘다.
⑤ ㉠과 ㉡은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50.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는 탑승 박스가 비정상적인 속도로 추락하면 위로 떠오
른다.

② ㉯는 ㉮에 의해 위로 올라가면서 ㉰가 ㉳를 풀 수 있게 
한다.

③ ㉱는 비상시 탑승 박스를 잡아당겨 추락하는 것을 차단한다.
④ ㉲는 ㉳가 스프링의 장력에 의해 당겨지면 아래로 내려온다.
⑤ ㉴는 ㉲와 서로 맞물리면서 ㉱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

킨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시오. 

15



Ⅰ. 언어 - 2013 수능 언어 EBS 정선 모의고사 2회 • 193

< 보 기 >
한옥을 지을 때에는 재료들에 인공적인 손질을 많이 하지 

않았다. 장인들이 가급적 본래 상태대로 재료를 사용한 이유
는 건축 재료 하나하나를 모두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

2013 수능 언어 EBS 
정선 모의고사 2회

1

6.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보기>의 글쓰기 구상을 구체화
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주제 : 참여와 감동의 졸업식을 만들자.
�예상 독자 : 교사, 학생, 학부모
�주요 내용
  문제점 -                                  
  방  안 -                                  
  기대효과 -                                

< 자 료 >
� 대다수 학교가 졸업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다함께 

어울리는 행사 없이 소수 학생을 위한 시상식 위
주의 졸업식을 진행하고 있음.

� 졸업생 위주의 행사에서 탈피하여 재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난타 공연, 졸업생들의 합창 공연으로 졸
업식을 축제의 한 마당으로 만든 학교가 있음.

� 외국에는 졸업생들이 자신의 꿈을 소개하는 동영
상을 UCC로 제작하여 졸업식 때 상영함으로써 졸
업식의 의미를 되새기는 경우도 있음.

� 교사와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글을 
졸업생이 직접 작성하여 졸업식 날 전시한 사례가 
뉴스에서 보도된 적이 있음.

① 대다수 졸업생들이 들러리가 되고 있는‘형식적이고 획일적
인 졸업식’을‘문제점’으로 제시하자.

② 주제와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함께 어울리는 졸업식 행사 
개발’을‘방안’으로 제시하자.

③ 많은 구성원의 참여와 다양한 행사 경비 마련을 위해 ‘지
역사회의 재정적 지원 촉구’를‘방안’으로 제시하자.

④ 졸업생들에게 졸업식이 새로운 출발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졸업식의 의미 되새기기’를‘기대 효과’로 제시하자.

⑤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졸업식은 구성원 간의 화합
을 촉진하므로, ‘바람직한 학교 공동체 문화 형성’을‘기대 
효과’로 제시하자.

7. 08‘언론 보도의 공정성’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하여 <보기>와 같이 
개요를 작성하였다. 개요를 검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Ⅰ. 서론
  1. 언론의 불공정한 보도로 인한 피해 사례
  2. 언론 보도용 영상물의 보존 실태  ㉠
Ⅱ. 본론
  1. 불공정한 언론 보도로 인한 문제점
    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 ㉡
    나. 편파적인 보도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함.
    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집
       단이 영향력을 행사함. ㉢
  2. 언론 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가. 논쟁적 사안의 보도 내용이 공정성을 위배할 경우 

보도하지 못하게 하거나 보도 후에 정정하도록 함.
    나.               ㉣                
    다. 언론이 특정 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함.
Ⅲ. 결론 : 언론 스스로 편파 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
          해야 함. ㉤

① ㉠은 글의 취지와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어울
리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② ㉡은‘Ⅱ–2–가’를 고려하여‘논쟁적 사안에 대해 불공정한 보
도를 할 경우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 구체화한다.

③ ㉢은‘Ⅱ–1’에서 다루려는 내용에 어긋나므로‘불공정한 정책
이나 권력 집단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됨.’으로 고친다.

④ ㉣에는‘Ⅱ–1–나’와 관련지어‘보도 내용에 의해 심각한 영향
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입장도 보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함.’을 추가한다.

⑤ ㉤은 본론의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언론의 보
도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언론과 사회 모두가 노력
해야 함.’으로 수정한다.

8. <보기>에 착안하여‘리더의 자세와 역할’에 대한 글을 쓰기 위
해 이끌어 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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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장인들은 집을 짓는 기술을 단순한 손재주로 생각하지 
않고, 각 재료의 고유한 성질이 잘 발현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라고 생각했다. 휜 나무, 못난 돌이 있으면 불안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재료들이 최적의 위치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
력했다. 장인들은 각 재료만이 지닌 좋은 점을 잡아냈고, 자신
의 손재주로 못나게 보이는 부분을 갈아 없애지 않았다. 

이처럼 한옥은 제각각의 재료들이 장인의 손에 의해 잘 어
울려 있기 때문에 늘 보아도 질리지 않는 묘한 매력이 있다.

착안점 
재료≒구성원, 
장인≒리더

< 보 기 >
둘 이상의 문장을 나란히 이어서 더 큰 문장을 만들 때‘연

결 어미’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봄이 오니 꽃이 핀다.’
는 두 개의 절이 연결 어미‘-니’에 의해 서 결합된 것이다. 
이러한‘연결 어미’가 사용된 문장은 독특한 의미나 통사적 특
징을 지닌다.

ㄱ.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ㄴ. 비가 와서 길이 질다.
ㄷ. 철수가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

① 구성원들에게 선입견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② 구성원들의 특성에 맞는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③ 구성원들의 장점을 살려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구성원들의 개성이 어우러지도록 융화시켜야 한다.
⑤ 구성원들에게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9~10] 다음은‘착한 사마리아 인 법’에 대한 토론을 위해 수집한 
글이다. 9번과 10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프랑스, 폴란드, 독일, 포르투갈,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
아,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러시아, 루마니아, 헝가리, 중국 
등의 국가에서는 형법전 속에‘착한 사마리아 인 조항’을 설치하
여 놓고,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위험에 빠진 사람
을 구조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는 장치를 마
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폴란드에서는 자기가 위험하지 않으
면서 타인을 구조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에 처하
도록 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착한 사마리아 인 조항을 둔 이유는 ⓓ타
인의 위험을 외면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윤리적으로 비난하고, 
윤리의 틀에서 해결하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
다. 그리고 점점 더 각박해지는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동기
가 있다.

요컨대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은 비인간화된 사회에‘새로운 
각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9. <보기>에 따라 요약하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요약의 원칙

ㄱ. 열거하는 말은 포괄할 수 있는 말로 바꾼다.
ㄴ. 부연이나 예시하는 내용은 제외한다.
ㄷ. 지시어나 접속어를 사용하여 긴밀하게 연결한다.
ㄹ.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문장들을 재구성한다.
ㅁ. 주제가 집약된 문장은 그대로 살린다.

① ㄱ에 따라 ⓐ를‘세계 여러 나라’로 바꾸는 게 좋겠군.
② ㄴ에 따라 ⓑ의 내용은 제외하는 게 좋겠군.

③ ㄷ에 따라 ⓒ에‘이로 말미암아’를 넣어 문장 연결을 긴밀
하게 하는 게 좋겠군.

④ ㄹ에 따라 ⓓ를‘윤리만으로 각박해지는 세상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이다.’로 재구성하는 게 좋겠군.

⑤ ㅁ에 따라 ⓔ는 그대로 살리는 게 좋겠군.

10. 위 글을 바탕으로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의 제정에 찬성하는 
문구를 작성하려고 한다. <보기>의 구상이 모두 충족된 것은?

< 보 기 >
� 법의 취지나 배경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자.
� 역설법을 사용하여 호소력을 높이자.

① 당신의 외면으로 세상은 더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법은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② 조금만 주위를 돌아보면 세상은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윤리를 제시한 법으로 세상을 바꾸어 갑시다.
③ 내가 내민 작은 도움의 손,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손.
   착한 악당을 위한 법이 여러분의 선행을 지켜 줍니다.
④ 부당한 법으로 인해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선량한 범죄자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⑤ 행동하지 않는 당신으로 인해 세상은 위험해집니다.
   적극적인 행동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11.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여 ㄱ~ㄷ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ㄱ은 앞 절과 뒤 절의 자리를 바꾸어도 의미상 큰 차이가 
없다.

② ㄱ은 앞 절이 뒤 절의 안으로 이동해도 의미상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 ㄴ은 앞 절과 뒤 절의 주격 조사‘이/가’대신에‘은/는’이 모
두 결합할 경우 어색하거나 비문이 된다.

④ ㄴ과 ㄷ은 앞 절과 뒤 절의 자리를 바꿀 경우 의미상 큰 
차이가 발생하거나 비문이 된다.

⑤ ㄷ은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동일하며, 그 주어가 앞뒤 
절에 모두 나타날 경우 어색한 문장이 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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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이 할거나
  아─ 나는 사랑을 가졌어라
  남 몰래 혼자서 사랑을 가졌어라!
  천지엔 이미 꽃잎이 지고
  새로운 녹음이 다시 돋아나
  또 한 번 나─ㄹ 에워싸는데
  못 견디게 서러운 몸짓을 하며
  붉은 꽃잎은 떨어져 나려
  펄펄펄 펄펄펄 떨어져 나려
  신라(新羅) 가시내의 숨결과 같은
  신라(新羅) 가시내의 머리털 같은
  풀밭에 바람 속에 떨어져 나려
  올해도 내 앞에 흩날리는데
  부르르 떨며 흩날리는데……
  아─ 나는 사랑을 가졌어라
  꾀꼬리처럼 울지도 못할
  기찬 사랑을 혼자서 가졌어라

                            - 서정주,  ‘신록(新綠)’-
(나)
 〔A〕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B〕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C〕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D〕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 정호승,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다)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 장석남, ‘배를 매며’-

12. <보기>는‘놓다’의 유의어와 반의어를 조사한 자료이다. ㉠~
㉤에 대응하는‘놓다’의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① ㉠ : 과일 상자는 어디에 놓을까요?
② ㉡ : 베갯잇에 오색실로 수를 놓다.
③ ㉢ : 겨울이면 들에 쥐불을 놓아 해충을 막았지.
④ ㉣ : 너무 서두르다 보니 지갑을 놓고 왔어요.
⑤ ㉤ : 김 화백은 삼 년 전에 붓을 놓았다네.

[13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는 시구의 반복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② (가)와 (다)는 관조적 자세로 주변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③ (나)와 (다)는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가), (나), (다)는 연쇄법을 사용하여 시적 정황을 구체

화하고 있다.
⑤ (가), (나), (다)는 영탄적 어조를 통해 정서의 변화를 드

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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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언론을 빗대어 수용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라
고 한다. 이 비유는 수용자가 언론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비유를 조금 더 확대하면, 
뉴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준다기보다는 현실의 일부
분을 선택, 강조, 요약해서 보여 주며, 수용자는 뉴스를 통해 
선택, 강조, 요약된 현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뉴스는 하나의 이야기로 된 줄거리를 가지며, 이를 통
해 현실에 대한 강력한 이해와 해석의 틀을 제공한다고 한
다. 이렇듯 뉴스가 현실을 특정한 방식으로 선택, 강조, 요약
해서 나타냄으로써 수용자의 이해와 해석의 범위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는 효과를 ㉠'틀짓기 효과'라고 한다. 

대부분의 언론인은 같은 사건이라도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주요 인물의 설정, 그리고 이야기의 전개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뉴스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언론인은 이렇게 다른 이야기로 구성된 뉴스는 
당연히 뉴스 수용자에 대해 다른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처럼 같은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뉴스를 만들
어 내는 뉴스 이야기의 줄거리 구성 방식을 '뉴스의 틀' 또
는 '프레임(frame)'이라고 부른다. 틀짓기 이론은 같은 사안
에 대한 뉴스라고 할지라도 그 뉴스 이야기가 구성되는 방
식에 따라 수용자의 이해와 해석에 미묘한 효과를 유발한다
는 것을 보여 준다. 

뉴스의 틀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 과연 무
엇이 뉴스의 틀이냐는 질문에 대해 합의된 대답이 없는 것
이다. 어떤 연구자는 뉴스의 헤드라인과 도입 문장의 구성을 
뉴스의 틀이라고 하고, 어떤 연구자는 뉴스가 선택적으로 강
조하는 모든 내용적인 특성을 뉴스의 틀이라고 한다. 하지만 
뉴스의 틀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는 데 큰 공헌을 한 갬슨
이 뉴스의 틀을 '구성적인 줄거리'라고 개념화한 이후, 대다
수의 연구자가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뉴스
의 틀을 '뉴스 스토리의 줄거리 구성 방식' 정도로 보면 될 
것이다. 

그런데 한 사건에 대한 어떤 뉴스의 틀은 그 사건의 맥락
이나 역사적 배경, 또는 그 사건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더 
잘 맞아떨어지고, 어떤 뉴스의 틀은 그렇지 않다. 즉 어떤 뉴
스의 틀은 다른 뉴스의 틀보다 현실적 맥락과 더 잘 ⓓ조응
해서 보다 큰 ⓔ반향을 유발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뉴스의 
틀과 현실적 맥락의 조응을 뉴스의 틀의 '공명'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뉴스 수용자는 뉴스의 틀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
어 있는 수동적인 존재인가? 뉴스의 줄거리를 구성하는 뉴스
의 틀이 현실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뉴스의 틀이 
어느 정도 수용자의 지식 체계와 상호 조응해야 한다. 뉴스를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수용자의 지식 체계를 '수용자의 틀' 또
는 '해석의 틀'이라고 부른다. 이는 뉴스 수용자가 특정 사건
에 대해 기억하거나, 어떤 판단을 위해 기억을 되새길 때 그 
기억의 구조는 일종의 줄거리를 갖는 이야기로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뉴스의 틀이 수용자에게 구체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 구조 자체가 현실적인 맥락과 
어느 정도 조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 뉴스 수용자의 지식 체
계의 이야기 구조, 즉 수용자 틀하고도 어느 정도 조응해야 
한다. 

틀짓기 효과는 뉴스가 특정한 이야기 줄거리를 강조한 결
과 수용자의 지식 가운데 일정한 이야기 구조를 이루는 개
념 및 주제의 집합이 활성화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즉 틀짓기 효과는 ㉡'뉴스의 틀의 이야기 구조와 수용자 
지식 가운데 이와 조응하는 이야기가 활성화되어 사건에 대
한 해석을 낳는 것'이다.

14. (가)를 읽고 쓴 감상문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의 화자는 ①‘남 몰래 혼자서 사랑을’하게 되었음을 고백
합니다. 꽃잎이지고, 새로운 ②녹음이 돋아나는 계절에 화자
는 오히려 서러움을 느낍니다. 화자는 ③붉은 꽃잎이 떨어지
는 것을 음성 상징어를 통해 표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
내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④신라 가시내 같았던 여인의 모습
을 떠올리며 추억에 잠기는 것입니다. 화자의 사랑은 ⑤함부
로 말할 수 없고, 쉽게 고백할 수 없는 것이기에‘기찬사랑’이
라고 표현된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15. (나)를 [A]~[D]로 구조화하여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는[C]와, [B]는[D]와 각각 구조적으로 대응을 이루고 

있다. 
② [A]의 핵심 소재가‘그늘’이라면, [C]의 핵심 소재는‘눈물’

이다. 
③ [A]의 네 번째 행은[C]에서는 끝의 두 행으로 확장되고 

있다.  
④ [B]와[D]는 보는 대상을 달리하여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⑤ [B]는 화자의 깨달음을, [D]는 청자의 깨달음을 보여 주

고 있다.

16. (다)의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다가온 사랑을 비유

한 표현이야. 
② ㉡은 사랑에 빠져 상대방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드

러낸 것이지. 
③ ㉢에서는 사랑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화자의 심리를 발

견할 수 있어. 
④ ㉣은 화자 주변의 모든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해된다는 뜻이지. 
⑤ ㉤은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사랑에 빠져 설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 

[17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어떤 것을 미리 간접적으로 표현해 줌
② ⓑ : 어떤 개념이나 범위를 명확히 하거나 범위를 확실히 함
③ ⓒ : 정하여 세움
④ ⓓ : 둘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 또는 말과 글의 앞뒤 따위

가 서로 일치하게 대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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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침묵의 나선 이론은 미디어를 통한 여론 형성 과정에서의 

사회적 동조에 주목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고립되는 것을 두
려워하거나 꺼려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 소
수 의견에 속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
보다는 감추어야 한다고 느끼며, 반면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의견과 일치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 보 기 >
㉮~㉰는 아래의 사실에 대한 각기 다른 뉴스 보도이다.
사실 : 2001년 11월 15일 오후 6시, 한국의 우익 운동 단체

인 '신국민 운동 본부'가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국가 보안
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의원들에 대한 규탄 대회를 갖고, 행
진을 시도하다가 30분 만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해산되었다.

㉮ '신국민 운동 본부'가 국가 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
회 의원을 (…)라고 규탄했다.

㉯ 사회 운동 단체가 일부 국회 의원들을 규탄하는 시위로 
여의도 일대가 최루 가스에 덮이고 교통이 일시적으로 마비

되었지만, 경찰의 진압으로 평온을 되찾았다.
㉰ 극우 운동 단체가 진보적 법안을 발의한 국회 의원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이념적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⑤ ⓔ : 어떤 사건이나 발표 따위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어 일
어나는 반응

18. ㉡을 유추를 통해 이해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한자 문화권의 사람과 영어 문화권의 사람은 세계를 바라

보는 방식이 다르다.
② 동일한 목표를 지닌 사람들의 경우, 상대의 행동이 지닌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③ 문학 작품 속 인물과 상황이 자신의 경험과 유사할 때, 독

자는 작품을 보다 잘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④ 나라마다 고유한 음악이 존재하지만, 그 기저에는 세계 모

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감성이 존재한다.
⑤ 미술 전시회에 가서 작품들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전시된 작품을 개별적으로만 감상할 것이 아니라 작품들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감상해야 한다.

19.  ㉠과<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은 미디어의 구성 방식에 대해,<보기>는 미디어의 효과
에 대해 살피고 있다.

② ㉠은 미디어의 전달 과정을,<보기>는 미디어의 생성 과정
을 단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③ ㉠은 미디어의 영향력을 사회적 효과의 측면에서,<보기>
는 내면적 인식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④ ㉠은 미디어 수용에 있어서의 개인의 인식 과정에,<보기>
는 타자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⑤ ㉠은 미디어의 이해와 관련하여 인간 심리의 측면에서,
<보기>는 사회 구조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20. 위 글을 읽은 독자가<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
지 않은 것은?

① ㉮~㉰는 서로 다른 뉴스의 틀을 가지고 있기에 독자의 반
응은 각각 다를 것이다.

② ㉮보다는 ㉯가, ㉯보다는 ㉰가 수용자의 틀을 중시하고 있
다.

③ 독자에게 이념 대립으로 인한 구체적인 경험이 있다면 ㉰
가 더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④ 만약 당시의 상황이 사회적 혼란 시기라 한다면, ㉮보다는 
㉯와 ㉰가 '공명'이 더 잘 될 것이다.

⑤ ㉮는 ㉯와 ㉰에 비해 선택강조요약의 효과가 적으며, 이에 
따라 독자의 이해와 해석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2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이론의 발전 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② 이론이 지닌 여러 속성을 분류하여 체계화하고 있다.
③ 이론이 지닌 장단점을 분석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

다.
④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요소에 대해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⑤ 두 이론의 대립 지점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할 새로운 이

론을 내세우고 있다.

[22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에스토니아의 기호학자 유리 로트만은 정물화에 대해 기호

학적 분석을 시도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모든 문화적 현상 
속에는‘낱말과 사물의 대립’이 존재하는데, 정물화는 이 두 요
소가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고 한다. 낱말과 사물은 정물
화에서 대립되는 두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나는 그림이 
낱말이 되는 길로, 대표적인 예는 바니타스 정물화이다. 거기
에 그려진 사물은 특정한 의미를 지닌 낱말을 대신하는 것이
다. 다른 하나는 그림이 사물을 지향하는 길로, 대표적인 예가 
트롱프뢰유 정물화이다. 여기에 그려진 사물은 진짜 사물로 착
각되거나 아예 그것을 대체하려 한다. 이러한 로트만의 분석에 
따르면 바니타스 정물화와 트롱프뢰유 정물화는 정물화의 두 
극단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바니타스(vanitas)는 라틴어로 ‘허무, 허영, 덧없음’을 뜻한
다. 바니타스를 주제로 한 정물화는 인생의 허무함을 정물 소
재를 통해 드러낸 그림을 말한다. 바니타스 정물화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많이 그려졌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상업의 
발달로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된 시민 계층이 등장하게 되었
다. 이들이 미술품의 주요 소비층으로 급부상하면서 귀족이나 
교회 세력이 선호했던 역사화나 종교화 같은 거창한 주제와 
형식의 그림보다 그들의 취향에 맞는 작은 크기의 정물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이처럼 정물화가 등장한 배경에는 유럽 
사회의 물질적 풍요와 욕망이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독교적 윤리관에 따라 물질적 욕망의 추구를 견제하려는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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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 남아 있어 종교적이고 도덕적 함의를 지닌 그림도 많이 
그려졌다. 또한 이 시기에는 삼십 년 전쟁(1618~1648)의 영
향으로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
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

바니타스 정물화의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 있는 판 데르 빌
리허의「허망한 영광의 알레고리」에는, 가운데에 죽음을 상징
하는 해골이 있고 인생의 유한함을 나타내는 모래시계가 보인
다. 그림에 있는 악기는 세상의 즐거움이 덧없음을, 칼은 무력 
혹은 권력의 무상함을 드러낸다. 해골 밑에 깔린 종이에는 부
와 영광의 허무함을 노래한 시가 적혀 있다. 명성과 영광의 허
무함을 드러낸 이 작품은‘영광의 절정에 있을 때 죽음을 생각
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바니타스 정물화는 그
림에 그려진 사물이 낱말을 지향하고 있다. 이런 그림을 벽에 
걸어 놓고 감상하던 당시 네덜란드 시민들은 일상적인 표현 
속에서 신의 뜻을 ㉠읽고 스스로를 일깨우면서 근면하게 살고
자 노력했다. 한편으로는 예술과 세속적인 아름다움을 즐기면
서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생활을 추구한 그들
의 태도가 절묘한 균형을 이루어 탄생한 것이 바니타스 정물
화였다.

트롱프뢰유(trompe-l’eil)는 ‘눈속임’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로, 트롱프뢰유 정물화는 그림을 실제 사물로 혼동하게 만드는 
매우 사실적인 표현 기법으로 그려진 그림을 일컫는 말이다. 
트롱프뢰유라는 말은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생겨났지만 이런 
눈속임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의 화가 제욱시스와 파라시우스
의 에피소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제욱시스가 포도를 얼마나 
실물과 똑같이 그렸는지 새들이 날아와 쪼아댈 정도였다. 이 
소문을 들은 파라시우스가 자신도 그에 못지않은 묘사 능력이 
있다며 제욱시스를 자신의 작업실로 초대했다. 제욱시스가 파
라시우스의 작업실에 들어가 파라시우스의 그림을 보려 하는
데 커튼이 그림을 가리고 있었다. 제욱시스가 커튼을 치우려는 
순간 커튼 역시 그림의 일부임을 알게 되었다. 제욱시스가 파
라시우스의 솜씨에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간 것이다.

서양화는 이차원 평면을 삼차원 공간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원근법이 발달한 미술이었던 까닭에 태생적으로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서양 그림을 보고 
우리가 사실적이라고 느끼기는 해도 그것을 실물로 혼동하지
는 않는다. 그런데 트롱프뢰유 정물화는 서양 미술 특유의 사
실성을 고도로 부각시켜 의도적으로 착각을 유도한다. 그림 속
에 그려진 대상이 진짜 사물을 지향하는 것이다. 트롱프뢰유 
정물화는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은 즐거움을 선사하는 데 창작
의 주된 목적이 있다. 미술이든 마술이든 눈속임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쉽게 착각하고 혼동하는지 깨닫는 일은 유쾌
하다. 트롱프뢰유 정물화는 이렇듯 우리가 가진 한계를 새삼 
되돌아보게 하고 그 한계를 새로운 상상과 가능성의 세계로 
이어 주는 아주 특별한 그림이다

22.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② 용어의 개념을 제시한 후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③ 두 대상이 지닌 한계를 지적한 후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④ 두 대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각 대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⑤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하

고 있다.

23. 위 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바니타스 정물화와 트롱프뢰유 정물화는 모두 미술품 소

비층의 요구를 반영하여 그려졌겠군.
② 트롱프뢰유 정물화와 달리 바니타스 정물화는 작가가 전

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뚜렷하군.
③ 바니타스 정물화를 그리는 작가는 작품의 주제를 상징적

으로 나타낼 수 있는 소재들을 모아서 그림을 그렸겠군.
④ 트롱프뢰유 정물화가 그려지게 된 것은 이차원 평면을 삼

차원 공간으로 느끼게 하는 원근법의 발달과 관련이 있겠
군.

⑤ 작품의 오락적 성격이 강한 트롱프뢰유 정물화보다, 신의 
뜻을 전달하고자 했던 바니타스 정물화가 종교화와 성격이 
더 유사하겠군.

24. 문맥적 의미가 ㉠과 가장 유사한 것은?
① 선생님은 내 의도를 훤히 읽고 있었다.
② 아버지께서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다.
③ 그림을 자세히 보면 화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④ 초등학생이 되어서야 비로소 한글을 읽을 수 있었다.
⑤ 뉴스를 보면 사회가 변하는 사태를 읽을 줄 아는 눈을 기

를 수 있다.

[25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 약주가 취하셔서 안 될걸요.”
술 핑계로 발뺌을 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여자는,
“뭘 이만 것쯤 두어 줄 휙휙 적어 주시면 그만인걸…….”
하고 종잇조각을 받으려고 아니한다. 영수 부인은 슬며시 화

가 나면서 망단하였다*. 배짱이 이만이나 하기에 젊은 여자의 
몸으로 이 판에 공으로 집 한 채를 우려낸 것이겠지마는, 또다
시 남편에게 입을 벌렸다가는 당장 이 여자를 앞에 세워 놓고 
불호령이 나올 것이요, 그랬다가는 이 집에 하루도 더 붙어 있
지는 못하고 쫓겨날 것이다. 바로 보름 전에 본 일이지마는, 
저 안채에 든 사람을 하루 전에 나가라고 통고를 하여 놓고 
이튿날 ××가 오고 어쩌고 떠들썩하더니 세간을 끌어 길거리
에 내놓고 식구들을 등덜미를 밀듯이 하여 당당으로 내쫓아 
버리는, 그런 당당한 권력들을 가진 사람들이다. 어떻든지 덧
들여서는 당장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두구 들어가슈. 딸년이 변변치는 못해두 이만 것은 번
역할 듯하니 시켜 보죠.”

하고, 또 한 번 자기가 꺾이는 수밖에 없었다.
“아, 따님이 그렇게 영어를 하셔요?”
안라는 눈이 더 둥그레지며 놀랜다. 이름은 서양 여자같은 

이름을 붙이고, 양장에 얼굴을 서양 여자는 못 되어도 튀기만
큼이라도 보이려고 갖은 솜씨를 부려서 도깨비 탈은 썼으나, 
영어의 비럭질을 다녀야 하느니만치, 매우 안타까운 모양이요, 
영어를 한다는 사람이면, 더구나 여자로서 영어를 하다니 부럽
고 저만치 쳐다보이는 모양이다. 그러나 영어를 하는 남편과 
딸을 둔 이 부인에게는 조금치도 경의를 표하는 눈치가 없이 
명령하듯이 떼만 쓰니, ㉡이 부인이 영어를 몰라서 그러는지, 
집 한 칸이 없고 곁방살이를 하는 이재민이라 해서 그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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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염상섭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어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세태를 소설화하여 당대에 대한 비판 의식을 보여 주었다. 
그는 이후 해방기에도 이와 비슷하게 영어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소설화했
다. 그는 소설을 통해 민족적 주체성을 잃어버린, 왜곡된 시
대와 이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는 인간 군상을 보여 주려 
하였는데‘영수’는 이러한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알 수가 없다.
마침 일요일이라, 저편 방에 들어앉아 책을 보고 있던 보배

는 ㉢모친이 부르는 소리에 마루 끝으로 나왔다.
“너 이것 좀 번역해 드릴 수 있겠니?”
모친은 딸이 L여중학 5년생이지만 영어 실력을 알 수가 없

다.
“네? 어디 내가 뭐 아나요.”
보배는 호기심이 나서 생글 웃으며 탐탁히 ⓐ종잇조각을 모

친에게서 받아 들고 한번 쭉 훑어본다.
부모 닮아서 키가 훌쩍 크고 날씬한 몸매가, 앞에 섰는 이 

여자와 좋은 대조가 되거니와, 빛깔이 희고 갸름한 상이 귀염
성 있는 예쁜 판이요, 더구나 상큼한 콧날과 또렷또렷한 눈매
를 보면, 그 아버지의 그 딸답게, 맑고 강직한 성격이 엿보인
다.

“해 드리죠.”
보배는 청하는 이 여자보다도 도리어 상냥한 웃음을 생글 

웃어 보이며 손쉽게 맡는다. 돈은 군정청 사환 아이만큼도 못 
벌어들이는, 대학의 시간 강사이지마는, 영어로 소설도 쓰고 
시도 읊는 영문학자인 자기 부친에게 이따위 대서소(代書所) 
쇰 직한 일을 청하는 것부터 ㉣딸의 생각에도 싫은 일이지마
는, 보배는 제 영어의 실력을 실지에 써 보는 데에 흥미와 만
족을 느끼는 것이다.  <중략>

영수는 저리 밀어놓은 ⓑ과자갑을 또 한 번 돌아다본다. 집
을 내놓으라고 들것질을 하는 판이요, 음식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터도 아닌데, 안집에서 별안간 무슨 마음 먹고 그런 것을 
주었을까 하는 약간의 호기심도 있고, 어느 틈에 여편네끼리 
사이가 좋아졌나 싶어 그것이 궁금한 것이다. 안에서들 친해져
서 대립 관계가 다소라도 완화되었다면, 당장 거리에 나앉는 
수는 없으니 싫어도 삼동을 예서 나게 될까 하는 일루의 희망
이 없지 않은 것이다.

“그야말로 공짜가 어디 있습디까?”
마님은 ㉤영감의 구두를 치우고 마루 끝에 앉으며 대꾸를 

한다.
“그럼 왜……?”
마님은 사내가 그까짓 것쯤 본체만체할 일이지 잘게도 묻는

다는 듯이 잠깐 잠자코 있다가,
“그것이 영어 덕이라우. 우리는 영어 덕두 고작해야 그런 것

밖에 더 걸린답디까?”
하며 또 영어 덕을 쳐들며 코웃음을 친다.
“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영감은 눈살이 찌푸려졌다.
“쟤가 또 편지를 번역해 주었다우. 쥔 딸이 제게 온 영어 편

지를 가지고 나와서 읽어 달래서 번역을 해 주었더니 그 인사
루 지금 손수 가지구 나왔구먼…….”

“흠…… 무슨 편진데?”
영감의 낯빛은 좀 더 흐려졌다.
“정말 무슨 구락분지 요릿집인지 꾸미나 보군요. 조금 전에 

서양 사람한테서, 훌륭한 양가구(洋家具)를 한 토라크 실어오
구 그걸 받으라는 편진데, 어떤 놈팽인지 내일은 제 집으루 와 
달라는 그런 편진가 보던데…….”

“흠…….”
세번째‘흠’에는 영감의 입귀가 뒤틀리며 눈에 모가 났다.
마나님은 좀 점직한 생각이 들어서 영감을 달래듯이,
“저두 그런 편지를 읽어 달래 놓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는

지, 입을 막느라고 그런지, 이때껏 얼씬두 안 하던 이쁜 아가
씨가 손수 그걸 들고 나와서 살살대며 보배더러 놀러 들어오
라 하구 친하자는 눈치군요.”

하며 마나님도 그러는 동안에는 집 내놓으란 성화가 식어질
까 하는 생각에 웃음이 떠오른다.

“그까짓 것들하구 친해서는 무얼 해…….”
- 염상섭,「양과자갑」-

*망단하다_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처지가 딱하다.
2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인물들의 대화 전후에 인물의 의도와 심리가 직접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② 내적 독백을 통해 사건 전개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③ 사건의 원인에 대한 추리 과정을 통해 특정 사건의 의미
를 밝히고 있다.

④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바꾸어 새로운 사건을 끌어들이고 
있다.

⑤ 간결한 문체를 써서 이야기의 극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①
보배가 영어를 잘하

는 자신의 모습에 자부
심을 갖게 한다.

안라에게 미국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만든
다.

②
영수 부인에게 집이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떠올리게 한다.

영수에게 세 들어 사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한
다.

③
안라가 영어를 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안
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보배 가족과 안라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

④
영수가 자신의 가족

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
다고 느끼게 만든다.

안라가 영수 가족보다 자
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⑤
보배에게 지식인인 

아버지의 처지를 생각나
게 한다.

영수 부인에게 상황이 나
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한다.

27. <보기>를 참고해‘영수’의 태도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
은 것은?

① 영수가 일말의‘희망’을 갖는 것은 왜곡된 현실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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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소설에서 서술자는 어떤 이야기를 독자에게 중개한다. 서

술자는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자신의 시점으로 전달하기도 하
지만 등장인물의 시점을 빌려 전달하기도 한다. 특히 한 인물
을 다른 이름으로 부름으로써 등장 인물 간의 심리나 정서, 
등장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입장이나 태도 등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② 영어를 할 수 있으나‘영어 덕’을 거부하는 것은 현실에 대
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③ 부인의‘코웃음’에 눈살을 찌푸린 것은 부정적 현실에 동조
하는 모습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다.

④ 안라가‘양가구’등을 얻는 것이 주체성을 잃어버린 삶의 양
상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못마땅해 하고 있다.

⑤‘그까짓 것들’이라고 말한 것은 해방기의 상황에 발빠르게 
적응한 사람들에 대한 비하가 담겨 있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
지 않은 것은?

① ㉠ : 영수 부인의 눈에 비친 안라를 표현한 말로, 안라에 
대한 영수 부인의 부정적 감정이 묻어나는군.

② ㉡ : 영수 부인을 가리키는 말로, 등장인물의 눈을 빌리지 
않고 서술자가 영수 부인을 바라보고 있군.

③ ㉢ : 영수 부인을‘모친’으로 서술한 것을 보니, 서술자는 
보배의 눈을 빌려 영수 부인을 바라보고 있군.

④ ㉣ : 보배를 지칭하는 말로, 서술자가 영수 부인의 시선을 
통해 보배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⑤ ㉤ : 영수 부인의 눈에 비친 영수를 표현한 말로, 영수의 
무능함에 대한 영수 부인의 생각이 드러나 있군.

[29 -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로토닌은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이다. 신경 전달 물질은 

뇌를 비롯한 체내의 신경세포에서 방출되어 인접한 신경세포 
등에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이다. 그 중에서 뇌에 존재하는 신
경 전달 물질은 도파민, 세로토닌 등이 있는데 이들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고 방출하는 신경세포를 각각 도파민 신경세포, 
세로토닌 신경세포라고 한다.

세로토닌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 흥분이 신경세포 말단에 
도달하면 세로토닌을 가득 담은 소포체가 신경 세포막과 결합
하여 터지면서 안에 있던 세로토닌이 시냅스 틈으로 방출된다. 
이때 시냅스 틈으로 방출된 세로토닌을 인접한 다른 신경세포
의 수용체가 받아들이면서 흥분이 전달된다. 세로토닌은 이처
럼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의 정보만 받아들이는 수용체를 ⓐ매
개로 작용하며, 시냅스 틈으로 방출된 세로토닌 중에서도 세로
토닌 수용체와 결합하지 않고 남은 것은 세로토닌 신경세포 
말단에 있는 세로토닌 수송체로 다시 흡수돼 재활용된다.

도파민 신경세포와 달리 세로토닌 신경세포는 깨어 있는 동
안에는 다른 신경세포에서 자극을 보내오지 않더라도 낮은 빈
도로 규칙적인 전기 신호를 계속 보낸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
나 수면 상태에서는 그 신호가 멈춘다. 또한 세로토닌 신경세
포는 그 자체에 스스로를 조절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를 

세로토닌 자기수용체라고 하는
데 이 자기수용체는 세로토닌
의 양이 지나치게 늘어나 과잉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제어
하는 역할을 한다. 일종의 자
기 억제 회로에 해당된다. 세
로토닌이 과다 방출되지 않아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마음의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다.

그런데 세로토닌 자기수용체
는 자극에 따라 유전자의 발현 
여부가 달라져서 그 수가 달라

질 수 있다. 즉, 신경 세포가 받는 자극이 적거나 없으면 유전
자가 ⓒ발현되어 자기수용체 수가 늘어나게 되고 지속적인 자
극을 받게 되면 자기수용체 수는 적은 상태가 된다. 만일 자기
수용체 수가 늘어나면 세로토닌 신경세포의 ⓓ활성 수준이 낮
아져 지나친 자기 억제로 시냅스 틈에서 작용하는 세로토닌의 
양이 감소되어 깨어 있는 동안에도 사소한 일에 쉽게 화를 내
거나 우울한 기분이 되는 등 감정이나 충동 성향을 제대로 ⓔ
조절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세로토닌 신경세포의 활성 수준이 ㉡자기수용체 
수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세로토닌 자기수용체를 만드는 유전
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알면 세로토닌 신경세포를 
활성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로토닌 신경세포가 활성화
되면 모든 일을 평상심으로 바라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걱
정거리가 별안간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근심이나 불안에 휘
둘리지 않게 된다.

29. 위 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세로토닌 100% 활성법
   - 세로토닌의 전달 과정과 기능
② 세로토닌 신경세포의 비밀
   - 불안과 우울을 치유하는 행복 호르몬
③ 세로토닌 기능의 새로운 발견
   - 세로토닌 신경세포의 자기 억제 시스템
④ 세로토닌 신경세포의 구조와 기능
   -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을 통제하는 세로토닌
⑤ 세로토닌 신경세포의 기능과 작용 원리
   - 자기수용체 수와 심리의 조절의 관계

30. ㉠과 ㉡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을 많은 상태로 유지하면 ㉠은 높아진다.
② ㉡을 많은 상태로 유지해도 ㉠은 변함없다.
③ ㉡을 적은 상태로 유지하면 ㉠은 높아진다.
④ ㉡을 적은 상태로 유지해도 ㉠은 변함없다.
⑤ ㉡에 상관없이 ㉠은 높은 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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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SSRI는 흔히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고 한다. 

시냅스 틈으로 방출된 세로토닌 중에서 세로토닌 수용체와 
결합하지 않고 남은 것은 세로토닌 수송체로 재흡수되어 원
래의 신경세포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SSRI는 세로토닌 신경
세포에만 영향을 주면서 재흡수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31. 위 글을 통해 <보기>의‘SSRI’의 기능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
절한 것은?

① 전기 신호를 불규칙적으로 만들어 시냅스 틈으로 방출되
는 세로토닌 양을 증가시킨다.

② 수용체와 결합하는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시냅스 틈에 머
무르는 세로토닌 양을 증가시킨다.

③ 시냅스 틈으로 방출되는 세로토닌 양을 억제하여 수용체
와 결합하는 세로토닌의 양을 감소시킨다.

④ 신경 세포막과 결합하는 소포체의 수를 억제하여 신경 말
단에서 방출되는 세로토닌 양을 감소시킨다.

⑤ 세로토닌이 수송체로 이동하여 재활용되는 과정을 방해함
으로써 수용체에 작용하는 세로토닌의 양을 증가시킨다.

32.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둘 사이에서 양편의 관계를 맺어 줌.
② ⓑ : 목적에 알맞은 작용을 하도록 조절함.
③ ⓒ : 속에 있거나 숨은 것이 밖으로 나타남.
④ ⓓ : 활동이 활발하여지며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성질
⑤ ⓔ :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함.

[33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듯하리라.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양구비 끓여다 놓고 /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잔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간다.
㉣예 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오장환,「 고향 앞에서」

(나) ⓐ아버지는 두 마리의 두꺼비를 키우셨다.
  해가 말끔하게 떨어진 후에야 퇴근하셨던 아버지는 두꺼

비부터 씻겨 주고 늦은 식사를 했다 동물 애호가도 아닌 아버
지가 녀석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 나는 녀석을 시샘했었
다 한번은 아버지가 녀석을 껴안고 주무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기회는 이때다 싶어 살짝 만져 보았다 그런데 ⓑ녀석이 독을 
뿜어대는 통에 내 양 눈이 한동안 충혈되어야 했다 ⓒ아버지, 
저는 두꺼비가 싫어요.

 ⓓ아버지는 이윽고 식구들에게 두꺼비를 보여 주는 것조차 
꺼리셨다 칠순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날이 새기 전에 막일판으
로 나가셨는데 그때마다 잠들어 있던 녀석을 깨워 자전거 손
잡이에 올려놓고 페달을 밟았다.

 ⓔ두껍아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아버지는 지난 겨울, 두꺼비집을 지으셨다 두꺼비와 아버지

는 그 집에서 긴 겨울잠에 들어갔다 봄이 지났으나 Ⓐ잔디만 
깨어났다

 내　아버지　양　손엔　우툴두툴한　두꺼비가　살았었다 
- 박성우,「 두꺼비」

(다) 정월 상원일에
달과 노는 소년들은 답교(踏橋)*하고 노니는데
우리 임은 어디 가고 답교할 줄 모르는고
이월 청명일에
나무마다 춘기(春氣) 들고 Ⓑ잔디 잔디 속잎 나니
만물이 화락한데 우리 임은 어디 가고 / 
춘기든 줄 모르는고
삼월 삼일날에
강남서 나온 제비 왔노라 현신(現身)하고
소상강 기러기는 가노라 하직한다
이화 도화 만발하고 행화 방초 흩날린다
우리 임은 어디 가고 화유(花遊)할 줄 모르는고
[A]사월 초파일에
관등(觀燈)하러 임고대(臨高臺)*하니 원근 고저에
석양은 비꼈는데 어룡등 봉학등과
두루미 남성(南星)*이며 종경등 선등 북등이며
수박등 마늘등 가마등 난간등과
사자 탄 체괄(體适)*이며 호랑이 탄 오랑캐라
발로 차 구을등에 일월등 밝아 있고
칠성등 벌였는데 동령(東嶺)에 월상(月上)하고
곳곳에 불을 켠다 우리 임은 어디 가고 / 
관등할 줄 모르는고
오월 단오일에
남의 집 소년들은 높고 높게 그네 매고
한 번 굴러 앞이 높고 두 번 굴러 뒤가 높아
추천(鞦韆)하며 노니는데 우리 임은 어디 가고
추천할 줄 모르는고 

- 작자미상,「 관등가(觀燈歌)」
* 예 제로 : 여기 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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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나)의 마지막 연은 의미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두꺼비’라는 비유의 원
관념이‘아버지의 손’임을 의도적으로 맨 끝에 노출함으로써, 
앞서 나온 표현들의 숨은 의미와 기능을 독자가 다시금 음미
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 상고(商賈) : 떠돌며 좌판을 벌여 놓고 하는 장사.
* 답교(踏橋) : 다리 밟기.
* 임고대(臨高臺) : 높은 곳에 올라감.
* 남성(南星) : 자라 모양을 한 등.
* 체괄(體适) : 팔다리에 줄을 매어 움직이게 만든 나무 
  인형. 망석중.

3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② (가)와 (다)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③ (나)와 (다)는 사회적 현실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④ (가)~(다)는 삶에 대한 관조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가)~(다)는 어조를 전환하여 정서의 변화 과정을 드러내

고 있다.

34.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후각적 이미지로 표현하

고 있다.
② ㉡ : 선뜻 고향에 들어서지 못하고 근처를 맴도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③ ㉢ : 대대로 삶의 터전이었던 고향의 의미를 환기하고 있

다.
④ ㉣ : 감정 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

고 있다.
⑤ ㉤ :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추억 속 고향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35. <보기>를 참고할 때, (나)의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
지 않은 것은?

① ⓐ에서‘두 마리의 두꺼비를 키우셨다’라는 말은 양손이 모
두 거칠었다는 의미이므로, 결국 이 작품은 처음과 끝의 
호응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② ⓑ에서 눈이‘충혈’되었다는 것은 눈물을 흘렸거나 눌러 참아
야 했다는 말일 테니까, 두꺼비가 뿜어 댄‘독’은 아버지의 
거친 손에서 아들이 느낀 서러움과 안쓰러움을 가리키겠군.

③ ⓒ에서‘두꺼비가 싫어요’라는 말은 아버지가 손이 그렇게 
거칠어질 정도로 고달프게 살아야 하는 것이 싫다는 의미
로 이해할 수 있겠군.

④ ⓓ에서 아버지가‘두꺼비를 보여 주는 것조차 꺼리셨다’라
는 말은 다른 식구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아버지가 삶에 대
해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었음을 표현한 것이군.

⑤ ⓔ는 동요의 가사를 활용함으로써, 바로 다음 연에서‘두꺼
비집을 지으셨다’라는 시구를 통해 아버지의 죽음을 표현
하는 바탕을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겠군.

36.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관찰의 대상이지만, Ⓑ는 상상의 대상이다.
② Ⓐ는 생성의 의미를, Ⓑ는 소멸의 의미를 지닌 존재이다.
③ Ⓐ와 Ⓑ 모두 도덕적 교훈성을 지닌 대상이다.
④ Ⓐ와 Ⓑ 모두 화자 자신을 상징하는 시어이다.
⑤ Ⓐ와 Ⓑ 모두 대상의 부재 상황을 부각하는 시어이다.

37. (다)의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물을 열거함으로써 화려한 광경을 묘사했구나.
② 의문형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했구나.
③ 시간의 경과를 파악할 수 있는 시어들을 활용했구나.
④ 다른 달에 비해 세시 풍속을 더 상세하게 묘사했구나.
⑤ 어순을 도치하여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었

구나.

[38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글 창제 후 다양한 방식으로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게 됨

으로써 우리나라의 문자 생활사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
한 변화는 서적의 간행에 영향을 미쳤는데, 서적을 간행할 때
에 서적의 내용과 간행 목적에 따라 예상 독자층을 상정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게 되었다. 

한글 창제 직후 간행된『용비어천가』,『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은 모두 한글과 한자를 섞어 표기하였다. 하지만 세 
문헌은 구체적인 표기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상정한 예
상 독자가 달랐기 때문이다.
『용비어천가』는‘海東六龍이 샤’에서와 같이 한글과 한자

를 혼용하였다. 이것은 한자와 한문을 많이 아는 사람을 주요 
독자층으로 상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월인천강지곡』은‘셰
世존尊’에서처럼 ㉠해당 한자음에 한자를 병행하여 적었고,『석
보상절』은‘世셰尊존’에서처럼 해당 한자에 한자음을 병행하여적
었다.『월인천강지곡』과『석보상절』에는 공통적으로 ㉡동국정
운식 한자음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발음되지 않는 한자음을 표기하려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용
되지 않았다.『월인천강지곡』과『석보상절』은 한자를 아는 사
람뿐만 아니라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독자층으로 상정하
였다는점에서는 같지만 누구를 주된 독자층으로 상정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표기방식이 달랐다.『월인천강지곡』은 한자를 
잘 모르는 독자, 즉 한글 창제를 통해 새로 확보하게 될 독자들
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방식으로 간행된 것이다.

앞의 세 문헌보다 후대에 간행된『두시언해』와『백련초
해』도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방식에 서로 차이를 보인다. 
성종때 간행된『두시언해』는 두보의 한시를 한글로 번역한 
책인데,‘東녀그로萬里예’에서 보듯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는 방
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두시언해』가 두보의 시를 한
문으로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독자로 상정하였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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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한글과 한자는 음절 단위로 끊어 적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알파벳은 음소 문자라는 점에서는 한글과 같지
만 문자를 운용할 때에는 한글과 달리 음절 단위로 끊어 적
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한글과 알파벳을 함께 사용할 때는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 보 기 >
 국어에는 [f]에 해당되는 음이 없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

법에서는 영어의‘file’과 같은 단어를‘파일’로 적도록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ㅍ’의 발음이 [f]와 다르다는 이유로 부가
적인 기호‘ㅇ’을 사용하여‘ㆄ’을 만들어 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엘리아데는 어느 시점에서부터 서구 문명은 오로지 역사
적인 지평 안에서만 인간을 사유하기 시작했고 그럼으로써 
인간 존재의 문제와 문제의 해결 수단 모두를 자신의 정신
사적 전통 안에서만 찾으려 했다고 판단한 종교 학자이다. 
엘리아데는 서구 문명의 그러한 태도를 인간 존재의 '실추와 
전락'을 입증하는 중대하고도 형이상학적인 문제로 보았다. 
이에 엘리아데는 고대의 존재를 되살리려는, 소위 전근대적
인 사회의 인간이 경험한 바 있는 존재 또는 실재의 차원을 
상징, 신화, 제의를 통해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통해 그런 위
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했다.

엘리아데에 의하면 고대인들의 행동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가장 특징적인 사실은 사물이든 인간의 행위이든 그 
어떤 것도 자율적이고 내재적인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점이
다. 그것들이 ㉠가치를 지니고 존재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어떤 초월적인 실재에 그것들이 이러저러한 방식으
로 참여하고 있을 때뿐이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모든 사물
과 행위 속에서 그것들 자체를 넘어서는 ㉡어떤 초월적인 
의미를 경험하게 해 주는 것이 상징이고, 또 바로 그러한 경
험을 엘리아데는 종교적인 경험이라고 부른다. 달리 말하면 
종교적인 경험이란 어떤 초월적인 실재가 개별적이고 구체
적인 사물과 행위 속에 드러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그 구
조적인 특성상, 인간의 상징 능력은 구체적인 삶의 양상 속
에서 어떤 초월적인 의미를 되풀이하여 반복적으로 읽어 내
는 능력이 된다. 왜냐하면 상징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은 초월적인 실재가 스스로로부터 소외되면서 ㉢지속의 시
간 속에서 몸을 얻는 과정, 요컨대 삶의 최초의 원형적인 양
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대인들의 제의는 아득한 그때의 신화적인 순간
을 재현함으로써 인간을 ㉣초자연적인 실재와 태초의 원형
적인 시간으로 투사한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구체적인 지속
의 시간을 폐기하고 우주의 중심에서부터 삶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한 고대인들의 경향을 엘리아
데는 구체적역사적 시간에 대한 전통 사회의 저항이라고 부
른다. 원형을 무한히 모방하려는, 신화적인 창조의 순간을 
되풀이하려는, 우주의 중심과 동일시되려는 고대인들의 집요
한 욕구는 ㉤구체적역사적인 삶의 시간 속에 매몰되어 영락
해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역사주의적 인간, 즉 역사를 만들면서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고 역사적인 한에서만 창조적일 수 있
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등장한다. 그렇지만 엘리아데가 보기
에 현대인은 자유롭지도 창조적이지도 못하다. 고대인들이 
원형과 반복의 낙원을 통해 역사의 폭압으로부터 자신을 지
켜냈다면, 현대의 역사주의적 인간에게는 역사의 폭압으로부
터 자신을 지켜낼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엘리아데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은 오늘날의 문명 속에서 원형과 반복
에 대한 인간의 숨겨진 욕구를 다시 읽어 내고 그럼으로써 
상실과 위기에 처한 실존의 한 차원을 회복하려는 노력이다.

다. 그러나『백련초해』는 원문의 시는 한자로 적고 각 한자에 
한글로 음과 훈을 달았으며, 번역문은 순 한글로 적고 있다. 
이는 한자를 모르는 아동을 독자로 상정하였기 때문이다.『백
련초해』의 번역문은 독자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순한글로
만 적는 표기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3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용비어천가』는 한자음을 한글로 밝혀 적는 방식을 채택했다.
②『월인천강지곡』은 한글 창제로 인해 확대될 독자층을 우

선적으로 고려한 표기 방식을 채택했다.
③『석보상절』은 서로 다른 부류의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표기했다.
④『두시언해』는 한자와 한문에 익숙한 독자층을 고려했다.
⑤『백련초해』의 번역문은 한글로만 표기되었다.

39.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의 원리를 오늘날에 맞게 적용한 것은?

① London에 살아요. 
② 런던(London)에 살아요.
③ London(런던)에 살아요.
④ Lon런don던에 살아요.
⑤ 런Lon던don에 살아요. 

40. ㉡의 사례로 미루어 보아, <보기>의 주장을 도입한다고 할 
때 예상되는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외국어의 다양한 문자를 적기 위해 많은 부가적 기호가 
개발된다. 

② 표기하려는 음이 국어에 없는 음이므로 현실적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③ 외국어 발음이 부자연스럽게 통일되므로 외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외국어의 정확한 음을 한글로 표기할 수 있으므로 국어의 
문자 생활이 편리해진다. 

⑤ 영어의 file을‘ㆄㅏ일’로 적게 되므로 국어에 새로운 음이 
만들어져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기 쉬워진다.

[41 –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1. ㉠~㉤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       ② ㉡       ③ ㉢       ④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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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인도의 모든 왕도(王都)들은 황금시대에 우주의 절대자가 

거주하던 천상 도시의 신화적인 모델에 따라 지어졌다. 그리
고 왕은 마치 우주의 절대자처럼 완벽한 통치를 실현하고 황
금시대를 되살리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면 실론에 있는 시아
기리 궁성은 천상 도시인 알라카만다를 모델로 세워졌다. 그 
밖에도 인간이 오르는 산들, 주거지와 경작지들, 도시들은 초
지상적인 원형을 갖고 있다. 한편 황량하거나 개간되지 않은 
지역들은 혼돈과 동일시된다. 그것들은 무차별적이고 형태가 
없는 창조 이전의 양태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런 땅을 점유
하게 될 때, 즉 그 땅을 경작하기 시작할 때 창조 행위를 상
징적으로 반복하는 제의를 치른다. 이처럼 초지상적인 원형적 
모델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손에 의해 문명화된 
세계는 실재성과 정당성을 얻게 된다.

42. 위 글과<보기>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주의 절대자처럼 완벽한 통치를 실현하고 황금시대를 
되살리려는 노력은 인간의 상징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황량하거나 개간되지 않은 땅을 경작할 때 치르는 제의는 
신화적인 창조의 순간을 되풀이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
이라 할 수 있다.

③ 인간이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 산들이 초지상적인 원형적 
모델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엘리아데가 말하는 종교적 
경험이라 할 수 있다.

④ 인도의 왕도들이 천상 도시의 신화적 모델에 따라 지어진 
것은 도시가 구체적인 역사적 삶의 시간 속에 매몰되는 것
을 꺼려 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⑤ 초지상적인 원형과 창조 행위를 반복하는 제의의 의미를 
되살리는 것은 상실과 위기에 처한 현대인의 실존의 한 차
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4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엘리아데의 이론 속에서 고대인과 현대인의 삶이 어떻게 

비교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② 엘리아데의 이론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통해 인간의 삶에

서 종교가 갖는 위상을 밝히고 있다.
③ 현대 서구 문명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엘리

아데의 이론이 갖는 의미를 밝히고 있다.
④ 엘리아데의 이론이 변모해 온 양상을 통해 현대 서구 사

회에서 종교 철학의 존재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⑤ 현대 문명의 특징에 대한 엘리아데의 관점을 소개하면서 

현대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하고 있다.

[44 ~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한 번 헤어진 뒤로 천 리를 격하고 보니 구름이 아

득하고 소식조차 끊겼는데, 구슬 창에 앵두꽃은 두 번이나 다
시 피고 졌다.

㉠하루는 어미가 딸을 보고 눈물지으며 말하였다.
“나리가 벼슬이 떨어져 돌아가던 날 1년 기한을 허락하셨는

데, 이제 2년이 지났건만 소식이 막연하니, 어찌 무심하기가 
이와 같을 줄 알았겠느냐? 너의 진사님은 나이도 있으시고 부
귀를 누리시며 지위는 높고 재산이 많으니 어찌 소진*이 같은 
교만한 마음이 없겠느냐? 옛것을 싫어하고 새것을 좋아할 것
이니 반드시 무릉 땅 이름난 색시를 맞이해 들였을 것이다. 일
찍이 이러할 줄을 알았더라면 동행함만 못했을 것을, 공연히 
스스로 걱정거리를 만들었으니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리오?”

서로 부둥켜안고 한참 이리 울고 있을 때 여자 종이 대문께 
나갔다 들어오며 호들갑을 떨었다.

“아가씨 그만 우시와요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물으니 과연 이 씨 댁에서 하인이 왔다는 것이었다. 온 집안

이 발칵 뒤집히게 놀라고 기뻐하며 그 내력을 물으니, ⓐ편지 
한 통을 낭자에게 받들어 올리는 것이었다.

편지에 씌어 있기를,
“서릿발이 정히 높은데, 꽃다운 형편이 어떠한고? 한 번 헤

어진 뒤로 이에 이태나 되었네그려! 바람을 향해 정을 날리니 
어쩔 줄을 모르겠네. 올 때의 굳은 언약은 1년을 기한으로 정
했으나, 세상일이란 연고도 많아 어쩔 수 없이 천연했으니, 나
의 허물이라기보다 조물주의 시기하심이로세. 이제 조정의 은
혜를 입어 안주 통판으로 제수되었기로 그대가 서울로 오기를 
기다려 동행코자 하니, 행장을 독촉해 길에 올라 갈 기약에 뒤
지지 않기를 바라노라.”

최랑 집에서는 글을 받고 크게 기뻐 곧장 행구를 차려 좋은 
날을 가려서 떠나려는데, ㉡어미는 문밖에 전송 나와 울면서 
하소연하였다.

“처음에는 기한을 어긴다고 원망하였는데, 이제는 다시 데려
간다고 한이로구나! 너는 갈 곳을 얻었다지만 나는 누구를 의
지하리오! 망망한 이 이별은 하늘이나 땅이 알아주리라.”

낭자가 이를 말려 말하였다.
“당초에 나를 나리께 허락할 적에 오늘처럼 멀리 떠나 보낼 

줄을 몰랐습니까? 일이 이쯤 되고 보니 애를 씹은들 어찌하겠습
니까? 서울이 비록 멀다지만 어찌 돌아와 뵈올 날이 없으리까?”

어미는 한때의 이별이나 빈 창자가 찢어지는 듯하건만 ㉢딸
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떨치고 갔다. 배웅하는 사람들은 모
두 모녀의 지극한 정의에 이렇게 멀리 헤어지는데 딸아이는 
전혀 서글퍼하는 기색이 없으니, 딸의 박정함이 이럴 줄은 몰
랐다고들 하였다. 그러나 한 오 리쯤 가서는 자기 집 쪽을 돌
아보고 소리를 가누지 못하고 통곡하며 가니, 딸의 마음에는 
눈물이 고여 공연히 슬픔과 괴로움만 도울 게 아니라 어미의 
마음을 위로함만 못하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길을 나선 지 열이틀 만에 서울에 득달했으나 통판은 도임
할 날짜가 급박해 머물러 기다릴 수 없어 이미 안주로 길을 
떠난 뒤였다. ㉣서울에서 하루 머물고는 발길을 관서로 고쳐 
잡으니, 풍찬노숙으로 갖은 고생을 다하며 새벽과 밤중에도 걷
고 걸어 다시 열사흘 만에야 안주에 이르렀다. 그러다 보니, 
꽃 같던 얼굴은 쪼그라들고 옥 같던 허리는 줌 안에 들게 가
늘어졌다.

통판이 보고 말하길,
“2, 3년 동안 사람을 기다리는 한과, 수천 리 달려오는 수고

가 너로 하여금 아름답던 얼굴을 이토록 초췌하게 하여 다시 
옛 형용을 볼 수 없게 만들었구나. 내가 아니었던들 어찌 이 
몰골이 되었겠느냐?”

12



Ⅰ. 언어 - 2013 수능 언어 EBS 정선 모의고사 2회 • 205

< 보 기 >

 「최랑전」은‘최랑’과‘통판’사이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최
랑을 중심으로 서사적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기다림 -㉯ 출발 -㉰ 엇갈림 -㉱ 만남 -㉲ 이별

< 보 기 >
ㄱ. 사건 전개의 전환점이 된다.
ㄴ. 사랑을 확인하는 매개물이 된다.
ㄷ. 인물의 성격이 바뀌는 계기가 된다.
ㄹ. 극적 긴장감을 최고조에 이르게 한다.
ㅁ.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하는 매개물이 된다.

하며 애처로워했다.
이보다 앞서 통판이 건방지고 콧대 높은 아전 두 놈을 공사

로 다스리다가 곤장을 쳐 죽게 한 일이 있었다. 하필이면 낭자
가 관아에 도달하던 날 죽은 아전의 족속이 무리를 지어 칼을 
뽑아들고 관청에 덮쳐들어 통판을 쫓아내기에 이르렀다. 통판
이 허둥지둥 도망쳐서 간신히 몸만 빼쳐 나와 관정 아속들을 
내버려둔 채 밤을 세워 서울에 올라와서 전후 사정을 보고하
였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의논하기를,

“이런 일로 책임자를 갈아치운다면 못된 버릇을 막을 수 없
으니, 다시 임지에 가서 간사한 무리들을 싹 쓸어내야 한다.”

하였다.
[A][통판이 어쩔 수 없어 다시 임지에 가야 할 형편인데, 

범의 굴에 들어가는 것 같아 닥쳐올 위험도 두렵거니와 한편
으로는 흉한 무리들이 날뛰는 가운데로 권속을 이끌고 갈 것
이 걱정되었다.]

죽고 살고 몰락하고를 미리 멀리까지 헤아릴 수 없어서 마
음이 뒤숭숭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

각설. 낭자는 여러 고비 만 리 길에 겨우 말 위의 여행을 면
했나 했는데, 갑작스런 변동으로 이런 횡액을 당하게 되었다. 
간신히 신변의 위험은 면했으나 통판이 간 곳을 잃는 날이면 
의지할 곳이 없이 될 것이 두려워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을 
몰랐다.

즉시 데리고 갔던 하인을 시켜 밝기 전에 말을 몰아 몸을 
빼쳐 서울로 돌아올 제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목놓아 통곡하
기를,

“유유창천(唯唯蒼天)*이시여! ㉤나의 별은 어디 있기에 아득
한 남쪽 땅에서 어머님을 멀리 떠나, 동떨어진 서관 땅에서 또 
이런 변을 당한단 말입니까? 스스로 내 생애를 생각하니 산다
는 게 오히려 죽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길을 떠날 때부터 음식을 먹지 못하고 간신히 물과 장국물
만을 마시더니, 서울에 거의 다 와서는 고생과 근심이 겹쳐 병
이 덜컥 나서 나날이 점점 위중해졌다.

- 작자 미상,「최랑전」-
*소진 _ 중국 전국 시대의 책사(策士)로 종횡가(縱橫家)의 
        한 사람.
*유유창천 _ 한없이 멀고 푸른 하늘. 주로 원한을 표현할 때 씀.

44.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 예상보다 길어져‘최랑’은 안타까워했다.
② ㉯가 예정된 것이었지만‘어미’는 가슴 아파했다.
③ ㉰는‘통판’이 관리로서 책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④ ㉱는‘최랑’과‘통판’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⑤ ㉲는‘최랑’과 무관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벌어졌고,‘최랑’은 

이로 인해 좌절한다.

45. <보기>에서 ⓐ의 기능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ㅁ

4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후회와 원망의 심정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② ㉡ : 상황에 대한 복합적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③ ㉢ : 임과의 재회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④ ㉣ : 사랑하는 임과의 만남에 대한 간절함이 드러나 있다.
⑤ ㉤ : 자신의 기구한 운명의 삶에 대한 한탄이 묻어 있다.

47. [A]의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① 지록위마(指鹿爲馬) 
② 진퇴유곡(進退維谷)
③ 외유내강(外柔內剛) 
④ 견리사의(見利思義)
⑤ 동가홍상(同價紅裳)

[48 -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노트북의 정식 명칭은 노트형 퍼스컴(notebook-sized 

personalcomputer)이며, 무릎 위에 올려 두고 사용한다는 의미
로 랩톱 컴퓨터(laptop computer)라고 하기도 한다. 노트북은 
휴대가 용이하지만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전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지에는 1회의 방전밖에 할 수 없는 1차 전지와, 방전과 
충전을 반복할 수 있는 2차 전지가 있다. 1차 전지는 망간 건
전지가 대표적인데, 망간 건전지는 양극(＋극)과 음극(-극), 
그리고 전해질과 양극 활성 물질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사
용하는 세퍼레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2차 전지는 산성 전해액
을 사용하는 납 전지와 알칼리성 전해액을 사용하는 니켈 카
드뮴 전지가 대표적인데, 니켈 카드뮴 전지는 가역성*이 있는 
양극, 음극 활성 물질로된 극판, 전해질, 전해조, 세퍼레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출시된 노트북은 대개 2차 전지인 ㉠리튬 이온 전지를 
사용한다. 리튬 이온 전지는 산화 환원 작용 원리를 이용한다. 
리튬이온 전지는 흑연을 음극, 금속 산화물을 양극으로 사용하
는데 노트북을 켜면 음극의 리튬 이온이 전해질을 통해 양극
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리튬 이온 전지의 양극에서 나온 전류
는 도선을 따라 음극 쪽으로 이동한다. 전기를 다 쓴 노트북을 
전원에 연결하면 금속 산화물 사이에 끼어들어 간 리튬 이온
들이 다시 음극 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전지는 다시 사용 
가능한‘충전 상태’로 바뀐다.

리튬 이온 전지가 노트북의 에너지원으로 애용되고 있는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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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은 무엇일까? 니켈로 만든 전지는 완전히 충전한 후 조금만 
사용하고 다시 충전하는 것을 몇 번만 반복하면 충·방전이 반
복된 위치에 고용체*가 생겨 그곳까지만 전기 용량을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리튬 이온 전지의 경우 
메모리 효과 현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전지에 비해 수명
이 월등히 길다. 또한 다른 2차 전지에 비해 전기 용량은 2배, 
출력되는 전압은 3배 정도 높다. 게다가 자연 상태에서 방전되
는 비율도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리튬 이온 전지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리튬 금
속은 공기 중의 소량의 수분에도 강력히 반응해 열을 발산하
는 불안정한 상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리튬을 이온 상태로 주
입하고 있지만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전지 내
부를 채우고 있는 전해질이 휘발유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불
이 붙는 성질을 갖고 있어 만일 온도가 높아지거나, 강한 충격
으로 인해 압력이 상승하거나, 높은 전류가 가해지면 전해질이 
열을 내면서 폭발할 수 있다. 그래서 사전에 이를 막을 수 있
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가역성：물질이 변하였다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성질.
* 고용체：어떤 결정체에 다른 결정체가 녹아서 고르게 섞
          인 상태의 고체 혼합물.

48.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리튬은 금속 상태보다 이온 상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② 망간 건전지와 달리 납 전지는 방전과 충전을 반복할 수 

있다.
③ 리튬 이온 전지는 가격 면에서 니켈 카드뮴 전지보다 경

제적이다.
④ 리튬 이온 전지는 다른 2차 전지에 비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⑤ 노트북은 휴대 중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지가 반드

시 필요하다.

49. <보기>를 활용하여 ㉠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는 양극에 해당하고, ㉯는 음극에 해당한다.
② 노트북을 충전할 때 리튬 이온은 ㉮에서 ㉯로 이동한다.
③ 노트북을 방전할 때 전류는 도선을 따라 ㉮에서 ㉯로 흐

른다.

④ 노트북을 켜면 리튬 이온이 ㉯에서 ㉮로 이동한다.
⑤ ㉯에서 ㉮로 리튬 이온이 모두 이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하게 되면 메모리 효과로 인해 용량이 줄어든다.

50. 위 글을 읽고 ㉡에 대해 떠올린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지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전지 주변을 냉각

하는 장치를 하면 어떨까?
② 전지 내부에 채워진 전해질이 쉽게 가열되지 않도록 제어

하는 장치를 하면 어떨까?
③ 너무 강한 전류가 전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과

전류 방지 장치를 하면 어떨까?
④ 리튬 이온이 지나치게 높은 전압에 노출되지 않도록 전지

가 생산하는 전압을 대폭 낮추는 장치를 하면 어떨까?
⑤ 외부의 충격으로 전지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면 전지 내부

에서 압력을 자동으로 낮출 수 있는 장치를 하면 어떨까?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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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1 >
 신입 사원 모집 공고

1. 자격 요건 : 우리 회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젊은 인재를 선발합니다.

                [가]                
2. 전형 방법: 인·적성 면접(2012년 �월 �일)
3. 제출 서류: 지원서와 이력서 1부
4. 서류 접수 방법: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

- ��회사 -

< 보 기 2 >
�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할 것.
� 명령형 표현을 활용할 것.

2013 수능 언어 EBS 
정선 모의고사 3회

1

6. 수업 시간에 TV 프로그램을 시청한 뒤 ‘주인공이 걸어온 삶’
에 대하여 글을 쓰는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끌어낸 내용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TV 프로그램
비디오 오디오

㉠
[장면1] 유년시절, 주인공
이 살았던 낡은 초가집을 
보여 준다.

일찍 아버지를 잃고 홀어
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
[장면2] 학창시절을 얘기
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주인
공의 모습을 클로즈업한다.

읍내 중학교까지 먼 길을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
[장면3] 새벽에는 신문 배
달을 하고, 밤에는 도서관
에서 공부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 준다.

대학 공부를 계속하기가 
어려웠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텼죠.

㉣
[장면4] 사무실에 남아 늦
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
여준다.

사장이 될 때까지 휴일도 
잊고 일했어요.

㉤
[장면5] 이른 새벽부터 독
거노인의 집을 방문하는 주
인공의 모습을 보여 준다.

날씨마저 추운데……홀로 사
는 노인들이 걱정이 돼요.

① ㉠ : 그는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
② ㉡ : 그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학창시절을 외롭게 

보냈다.
③ ㉢ : 그는 시련과 고난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극복하기도 

했다.
④ ㉣ : 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했다.
⑤ ㉤ : 그는 이웃의 어려움을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다.

7.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글을 쓰기 위
해 <보기>와 같이 개요를 작성하였다. 개요의 수정·보완 방안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Ⅰ. 서론 : 문제 제기
Ⅱ. 본론
  1.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의 방향… ㉠
    가. 에너지 절감 효과
    나. 환경 보호 기여

  2.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의 장애 요인
    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부족
    나. 시설 설립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
    다.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의 시장 전망… ㉡
    라.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예산 부족
  3.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의 활성화 방안… ㉢
    가. 참여 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 제공
    나. 시설 유치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 마련
    다. 사업 관련 제도와 법규의 정비
    라.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의 국제 동향… ㉣
Ⅲ. 결론: 폐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 촉구… ㉤

① ㉠은 하위 항목을 포괄하지 못하므로‘폐자원 에너지화 사
업의 의의’로 수정한다.

② ㉡은 상위 항목의 관련성과‘Ⅱ-3-다’를 고려하여 ‘사업 
관련 제도와 법규의 미비’로 수정한다.

③ ㉢의 하위 항목에는‘Ⅱ-2-라’를 고려하여‘신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예산 확대’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④ ㉣은 상위 항목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므로‘Ⅱ-2’의 하위 
항목으로 옮긴다.

⑤ ㉤은 글 전체의 흐름을 고려하여,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
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촉구’로 수정한다.

8. ‘신입 사원 모집’에 관한 홍보 문구를 작성하려고 한다. [가]에 
들어갈 문구를 <보기2>의 조건에 맞게 표현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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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 정신과 도전 정신을 지닌 사람을 선발한다는 
   내용을 반영할 것.

< 보 기 >
 방송사 수입의 대부분은 광고 수익이 차지한다. 방송의 
광고료는 황금 시간대일수록, 인기 있는 프로그램의 앞뒤
에 배치될수록 그 액수가 높아진다. ㉠그런데 각 방송사에
서는 광고 수익을 ㉡늘이기 위해 인기 프로그램 만들기에 
집착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내용의 소재도 선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폭력, 불륜 등의 내용이 여과 없이 방송됨으로써 방송 문
화는 점점 더 타락해 간다.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된 
내용을 방영하는 방송사는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하지
만 시청률이 상승함에 따라 방송사의 수입은 증가하는 상
황이기 때문에 방송사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
결할 수 없다. ㉤시청자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보 기 >
 [탐구 과제]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과정을, 형용사는 주어

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다음의 예문을 보고 동
사와 형용사의 특성을 파악해 보자.

[예문]
ㄱ.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① 영어만 잘한다고 뽐내는 사람보다 자신의 재능을 나눠 준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젊은이라면 주저하
지 말고 달려오십시오.

② 이웃을 위해 골목에 산더미처럼 쌓인 눈을 묵묵히 치워 
본 사람, 칠전팔기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해 본 사람, 이
런 젊은이라면 지금 당장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③ 영하의 날씨에도 얼음 절벽을 오르기 위해 땀 흘려 본 사
람, 한 달 용돈을 아낌없이 구세군 냄비에 몽땅 넣어 본 
사람, 이런 젊은이라면 과감히 도전하십시오.

④ 오늘도 이웃을 위해 난로같이 따뜻한 도시락을 배달하는 
젊은이, 한 번도 오르지 못했지만 정상 정복을 위해 열심히 
달리는 젊은이, 우리 회사는 이런 젊은 인재를 우대합니다.

⑤ 비 오는 날 사랑하는 이에게 빨간 장미를 건네 본 사람, 어
린애같이 투정부리는 애인을 한참이나 말없이 바라보며 웃
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멋진 사람을 주인공으로 모십니다.

9. <보기>는 기사문의 초고이다.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은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그래서’로 바꾼다.
② ㉡은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늘리기’로 바꾼다.
③ ㉢에는 주어가 없으므로 목적어 앞에‘시청자는’이라는 주

어를 삽입한다.
④ ㉣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⑤ ㉤은 같은 말이 반복되므로‘시청자들의 관심과 참여’로 수

정한다.

10. 다음은‘인공 습지 조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수집
한 자료들이다. 이를 활용하여 이끌어 낼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인터뷰 내용
  � “인공 습지는 오염된 수질을 정화하기 위한 목적

으로 조성되지만, 습지 조성 후에는 지역 주민들
을 위한 휴식 공간과 환경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
될 수 있어야 합니다.”

- 김�� 교수 -
  � “최근 ��도에서 조성한 인공 습지는 외관에만 

치중한 설계 때문에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충과 모기가 많이 발생하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나) 설문 자료 (습지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

(다) 국내·외 현황
  � 국내 : 정부의 지원으로 건설되는 인공 습지의 대

부분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인공 
습지의 운영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국외 : 미국 캘리포니아주 알카타(Arcata) 하구에 
조성된 인공 습지는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체계적
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야생 동물과 조류 관찰 관
광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지역 경제까지 살아나고 
있다.

① (가): 인공 습지를 설계할 때에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편의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한다.

② (나): 조성된 인공 습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절의 변동에 따른 관리 안내서를 만들고 실무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③ (다): 현행 인공 습지 조성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
지 못하고 있음을 문제로 제기한다.

④ (가)+(다): 인공 습지를 조성할 때에는 수질 정화의 효과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
색해야 함을 제시한다.

⑤ (나)+(다): 인공 습지의 관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뿐만 아니라 인공 습지의 관리 
운영 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도 필요함을 지적한다.

11. <보기>의 탐구 과제를 해결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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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향(故鄕)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白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 작용(風化作用)*하는
  백골(白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白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魂)이 우는 것이냐
  
  지조(志操)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짖는다.
  
  어둠을 짖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白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故鄕)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故鄕)’-
(나) 어미를 따라 잡힌

  ⓐ어린 게 한 마리
  큰 게들이 새끼줄에 묶여
  거품을 뿜으며 헛발질할 때
  게장수의 구럭*을 빠져 나와
  옆으로 옆으로 아스팔트를 기어간다
  개펄에서 숨바꼭질하던 시절
  바다의 자유는 어디 있을까
  눈을 세워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달려오는 군용 트럭에 깔려
  길바닥에 터져 죽는다
  먼지 속에 썩어가는 어린 게의 시체
  아무도 보지 않는 찬란한 빛

                          - 김광규,  ‘어린 게의 죽음’-
(다)

  

  식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교인을 향한
  인류의 죄에서 눈 돌린 죄악을 향한
  인류의 금세기 죄악을 향한
  인류의 호의호식을 향한
  인간의 증오심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나를 향한

    소녀가 매우 예쁘다.
ㄴ. 자리에서 일어난 청년
    매우 예쁜 소녀
ㄷ. 철수야, 학교에 {가라./ 가자. }
    영희야, 오늘부터 {*착해라./ *착하자. }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보 기 >
 [예문]

ㄱ. 나도 모르게 멈칫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ㄴ. 짙은 어둠 속에서 퍼런 서슬의 칼날이 섬뜩 비쳤다.
ㄷ. 그는 알면서도 동생의 얘기에 짐짓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변별 자질 ⓐ ⓑ ⓒ
의도성 - - +

행동의 단절 - + -
공포감 유발 + - -

* ＋는 특정 자질이 있는 경우를, -는 없는 경우를 의
  미함.

① ㄱ을 보면, 동사와 형용사는 서술어로 쓰인다는 점에서 공
통점을 지닌다.

② ㄴ을 보면, 동사와 형용사는 다른 품사를 꾸며 준다는 점
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③ ㄷ을 보면, 형용사는 동사와 달리 특정한 문장 유형과 어
울리지 못한다.

④ ㄱ과 ㄴ을 보면, 형용사는 동사에 비해 문장 내의 위치 이
동에 제약이 따른다.

⑤ ㄱ과 ㄴ을 보면, 동사와 형용사는 어떤 문장 성분이 되느
냐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12. <보기>는‘멈칫, 섬뜩, 짐짓’의 의미 성분을 분석한 것이다. 
예문을 참고로 ⓐ~ⓒ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은?

    ⓐ        ⓑ        ⓒ
① 멈칫      섬뜩      짐짓
② 멈칫      짐짓      섬뜩
③ 섬뜩      멈칫      짐짓
④ 섬뜩      짐짓      멈칫
⑤ 짐짓      섬뜩      멈칫

[13 –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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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말리아
한 어린이의
오체투지의 예*가
나를 얼어붙게 했다
자정 넘어 취한 채 귀가하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음식물을 게운
내가 우연히 펼친 『TIME』지의 사진
이 까만 생명 앞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 이승하,  ‘이 사진 앞에서’-
* 풍화 작용 :̀ 지표를 구성하는 암석이 햇빛, 공기, 물, 생물 

따위의 작용으로 점차로 파괴되거나 분해되는 일.
* 구럭 :̀ 새끼줄을 드물게 떠서 물건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든 

그릇. 
* 오체투지(五體投地)의 예(禮) :̀ 두 무릎을 땅에 꿇고 두 

팔을 땅에 댄 다음,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자세를 말
한다. 원래는 불교에서 절하는 예법을 말하나, 여기서는 사
진 속 어린이의 자세를 빗댄 것이다.

< 보 기 >
 제1장 어둠의 세상을 바라보며 --------------①
  제2장 운명을 개척하는 새로운 선택 -----------②
  제3장 불의에 저항하는 강한 의지 ------------③
  제4장 미지의 세계를 꿈꾸며  --------------④
  제5장 함께 만들어 가는 우리의 미래 ----------⑤

< 보 기 >
 이 시에서‘나’와‘백골’과‘아름다운 혼’은 모두 시적 자아를 

드러내는 시어이다.‘나’는 자신을 관찰하는 자아이고, 백골’은 
현실 상황에 얽매인 무력한 자아이며,‘아름다운 혼’은 역사와 
민족의 현실을 자각하는 자아에 해당한다.

< 보 기 >
- 현대 사회의 문제와 연관된 사진을 하나 활용한다. 

------------------------------㉠
-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화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 주제를 인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시행을 시각적으로 배

열한다. 
------------------------------㉢

-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소
재를 제시한다. 
------------------------------㉣

- 문제의식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반복, 열거와 같
은 표현 기법을 사용한다. 
------------------------------㉤

13. <보기>가 시 선집의 목차라고 할 때, (가)~(다)가 모두 들
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14. <보기>와 관련지어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가‘백골’을 보며 눈물짓는 것은 무력한 자신에 대한 연
민 때문이군. 

② ‘백골’과‘아름다운 혼’이라는 시어를 대비시켜 자아의 갈등
을 드러내고 있군. 

③ ‘어둠을 짖는 개’는‘백골’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속성을 지
니고 있는 소재로군. 

④ ‘쫓기우는 사람처럼’떠나는 행동은‘백골’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자아의 마음과 관련이 깊군.

⑤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은 역사와 민족의 현실을 자각한
‘아름다운 혼’에 어울리는 공간이군.

15.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괴로운 삶 속에서 의연한 태도를 보여 준다.
  ② ⓑ에게서는 절대자에 대한 경외심과 희생정신이 엿보인

다.
  ③ ⓐ와 ⓑ는 모두 문명의 발달로 파괴되는 자연을 상징한

다. 
  ④ ⓐ와 ⓑ는 모두 현실의 문제로 인해 고통을 겪는 약자

들이다. 
  ⑤ ⓑ와 달리 ⓐ는 기계의 발달로 인한 인간 소외 현상을 

드러낸다. 

16. (나)의 각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어린 게’와 달리‘큰 게’는 현실에 순응하는 존재로군. 
② ‘새끼줄’과‘구럭’은‘게’의 자유로운 삶을 구속하는군. 
③ ‘어린 게’에게‘개펄’과‘바다’는 행복한 삶의 공간이었겠군. 
④ ‘아스팔트’와‘군용 트럭’은 생명을 억압하는 폭력성을 지니

는군. 
⑤ ‘먼지’는‘찬란한 빛’과 대비되면서 죽음이 갖는 비극성을 

강조하는군.

17. <보기>가 (다)를 창작하기 위한 메모라고 할 때, 작품에 반
영되지 않은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18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영화를 볼 때, 등장인물이 차에 탄 뒤 바로 다음 장

면에서 목적지에 내리는 것에 대해 의아해 하지 않는다. 그가 
복잡한 도심에서 주차할 곳을 우연히, 그리고 매우 쉽게 찾는 
장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실상 어느 관객도 
그와 함께 차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이다. 이처럼 우리는 이야기의 비본질적인 부분을 ⓑ배제하는 
영화상의 생략을 기꺼이 수용한다. 극적인 전개를 위해 극단적
인 사건을 설정하거나 연인이 이별하는 장면에서 작중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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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S# 83 거리(낮)

   지연, 설레는 표정으로 뛰어온다. ㉮지연이 큰길가로 
나오자마자 택시가 와서 선다.

S# 84 놀이 공원 인근(낮)
   ㉯준호,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상태다. 구급대원들이 

준호를 급히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카메라, 흔들리며 상황
을 보여 준다.)

S# 85 놀이 공원 입구(늦은 오후)
   지연, 화도 나고 불안하기도 한 얼굴로 서성인다. ㉱공

원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입구가 닫히고, 
‘폐문’이란 안내판이 걸린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중략)
S# 107 병실(낮)
   지연, 꽃병에 탐스러운 장미꽃을 꽂고 있다.
지연 :̀ (꽃을 꽂으며) 며칠 있으면 퇴원이네.
준호 :̀ 그래, 그동안 힘들었지? 고마워, 지연아.
   준호, 지연의 손을 다정하게 잡는다. ㉲마주 잡은 두 

손이 결혼식에서 반지를 끼워 주는두 손과 중첩된다.
S# 108 몇 개월 후 결혼식장(오후)
   지연과 준호, 하객들의 축복 속에 활짝 웃으며 결혼식

을 마치고 퇴장한다. (카메라, 점점 위로 올라간다.)

는 존재하지 않는 애절한 음악을 삽입하는 것, 카메라의 움직
임이 유발하는 현장감과 정서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우리가 흔히 영화를 사실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영화의 재현 
방식에 반응해서 영화 속 내용을 현실처럼 보는 데에 동의함을 
뜻한다. 영화 속 내용은 실제 현실과 같지 않다. 우리는 영화가 
현실의 복잡성을 똑같이 ⓒ모방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영화 역
시 굳이 그러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이렇게 관객과 감독 사이
에 맺어진 암묵적 합의를‘영화적 관습’이라고 한다. 영화적 관습
은 영화사 초기부터 확립돼 온 산물로, 관객과 감독의 소통을 
돕는다. 반복적인 영화 관람 행위를 통해 관객은 영화적 관습을 
익히고, 감독은 그것을 활용하여 관객에게 친숙함을 제공한다.

확립된 관습을 무시하거나 그것에 도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누벨바그감독들은 고전적인 영화 
관습을 파괴하며 영화의 현대성을 주도하였다. 이들은 불필요
한 사건을 개입시켜 극의 전개를 느슨하게 만들거나, 단서나 
예고 없이 시간적 순서를 뒤섞어 사건의 인과 관계를 ⓓ교란
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기만족적이고 독창적인 미학적 성취를 
위해 영화의 고전적인 관습을 파괴하였다.

상업 영화에서도 부분적인 관습 비틀기가 ⓔ수시로 일어난
다. 이는 흥행을 목적으로 오락적 쾌감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누벨바그의 관습 파괴와는 차이가 있다. 가
령, ㉡근래 액션 영화의 감독들은 악당의 죽음으로 갈등이 해
소되었다고 생각되는 순간, 악당을 다시 살려 내어 갈등을 또 
한 번 증폭하는 장면을 보여 준다. 처음 이러한 관습 비틀기를 
접한 관객들은 당혹스러웠겠지만, 일단 여기에 익숙해지면 느
긋하게‘악당의 귀환’을 기대하게 된다.

파괴된 관습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또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를 잡는다. 따라서 영화적 관습은 고정된 규범일 수 없으
며,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누벨바그 : 1950년대 후반 프랑스에서 젊은 영화인을 중심

으로 일어난 영화 운동. 기존의 영화 작법을 타파하고 즉흥 
연출, 장면의 비약적 전개, 대담한 묘사 따위의 수법을 시도
하였다

18.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영화적 관습은 관객과 감독이 소통하는 데 기여한다. 
② 영화 속 현실은 영화 고유의 재현 방식을 통해 변형된 현

실이다. 
③ 영화적 관습은 상업적으로 성공해야 고정된 규범으로 받

아들여진다. 
④ 관객은 반복적인 영화 관람 행위를 통해 영화적 관습에 

익숙해진다. 
⑤ 새로운 재현 방식의 시도와 수용은 영화적 관습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1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은 영화의 현대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관객과의 소통을 

중요시하였다. 
② ㉡은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관객의 기대 심리를 역이용하

기도 하였다. 

③ ㉠은 ㉡과 달리 관객에게 오락적 쾌감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④ ㉡은 ㉠과 달리 관습적인 재현 방식에 전면적으로 도전하
였다. 

⑤ ㉠과 ㉡ 모두 전통적인 영화적 관습을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20.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는 현실에서는 우연에 해당하지만 영화에서는 당연시되
는 설정이군. 

② ㉯는 극적인 전개를 위해 현실에서 자주 겪기 힘든 상황
을 설정한 것이군. 

③ ㉰는 긴박한 현장의 느낌을 생생하게 제시하기 위한 카메
라 기법이군. 

④ ㉱는 등장인물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작중 현실에는 존
재하지 않는 소리를 삽입한 것이군. 

⑤ ㉲는 장면 연결을 통해 불필요한 시간을 생략한 것이군

21.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 
② ⓑ :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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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ㄱ. 풍선을 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우주의 진화 시간에 해

당한다.
ㄴ. 풍선을 불다가 멈춘 후 풍선 속의 공기를 빼는 것을 통

해‘닫힌 우주’를 설명할 수 있다.
ㄷ. 풍선을 계속 불면 결국 터지는 현상을 통해‘열린 우주’

를 설명할 수 있다.
ㄹ. 풍선을 불다가 멈추어 그 크기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

‘평탄한 우주’를 설명할 수 있다.
(단,‘ 풍선에 공기를 불기 시작한 때’를‘대폭발 상황’으로,‘ 

풍선의 표면’을 ‘우주’로 가정함.)

③ ⓒ :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음. 
④ ⓓ : 마음이나 상황 따위를 뒤흔들어서 어지럽고 혼란하게 함. 
⑤ ⓔ : 일정하게 정하여 놓은 때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름. 

[22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 과학자들은 우주의 진화를 시·공간의 변화로 이해하며, 

우주 공간은 현재 팽창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팽창하고 있
는 우주가 계속 무한대로 팽창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수축할 것
인가? 이는 우주의 밀도와 관계가 있다. 팽창을 하다가 멈추는 우
주의 밀도를 우주의‘임계 밀도’라 하며, 이는 10-29g/cm3,즉 1m3 
부피에 수소 원자 6개가 있는 정도의 밀도이다.

1922년 러시아의 우주론자이자 수학자인 프리드만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프리드만 방정식을 도출해 냈다. 
그는 현재의 우주가 세 가지 양상 중 하나로 진화할 것이라 
예측했다. 이것을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고전적 대폭발(Big Bang) 우주론’의 뼈대이다. ‘고전적 
대폭발 우주론’은 현재의 우주가 대폭발로 인해 생겼으며, 따
라서시·공간의 시작점이 존재한다고 본다.

대폭발로 탄생한 우주의 첫 번째 가능성은 ㉮‘닫힌 우주’의
경우이다. 우주 안에 물질이 매우 많아 수축하려는 중력 에너
지가 우주의 팽창 운동 에너지보다 큰 경우이다. 이 경우 우주
는 언젠가는 팽창을 멈추고 다시 수축한다. 그리고 우주 초기
의 빅뱅과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가면서 시·공간이 소멸한다. 
이때를‘대붕괴(Big Crunch)’라고 한다. 닫힌 우주에서는 임의
의 두 점사이의 거리가 처음에는 커지다가 줄어들어 결국‘0’이 
된다. 그렇다면 물질이 얼마나 많아야 우주의 시·공간은 닫힐
까? 이론상으로는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높으면 
가능하다.

하지만 우주 공간이 너무도 텅 비어 있어 우주는 이런‘높은’
밀도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관측 결과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열린 우주’이다. 이것은 우주의 평균 밀
도가 임계 밀도보다 낮아, 중력 에너지가 팽창 운동 에너지보
다 작은 경우이다. 물질이 이렇게 적은 경우, 우주는 중력을 
이겨 내고 영원히 계속 팽창하여 길고 차가운 상태, 즉 빅 칠
(Big Chill)을 맞이할 것이다. 따라서 열린 우주에 있는 별들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열린 우주에서는 시간이 끝없
이 흐르고 시·공간은 영원히 존재한다.

세 번째 가능성은 우주의 밀도가 임계값보다 크지도 작지도 
않고 정확히 같은 경우이다. 이 경우 팽창 운동 에너지가 중력 
에너지와 같으므로 우주의 팽창 정도는 계속 느려지지만 팽창
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우주는 영원히 계속 팽창하
지만 팽창하는 비율이 계속 감소할 뿐이다. 결국 팽창률이 0에 
가까워지겠지만 결코‘0’은 아니다. 이런 특별한 우주를 ㉰‘평탄
한 우주’라고 부른다.

현재 과학자들은 우주의 미래가‘닫힌우주’,‘ 열린우주’,‘ 평탄
한 우주’중 어떤 모습일지 연구하고 있다. 이 세 가능성 중에
어느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주의 팽창 속도와 평균 밀도를 정
확히 재 봄으로써 풀 수 있다. 하지만 과학자들도 우주의 평균 
밀도를 임계값 근처의 값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정확한 판단
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이 값들
이 정확히 측정될 것이고, 우리는 우주가 영원히 팽창할 것인
지 다시 수축하여 소멸할 것인지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22.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 화제를 이끌어 내고 있다.
② 질문을 던짐으로써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③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들을 소개하고 있다.
④ 대상의 핵심 내용을 병렬식으로 전개하며 설명하고 있다.
⑤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23. ㉮~㉰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는 ㉯보다, ㉯는 ㉰보다 우주의 평균 밀도가 낮다.
② ㉮~㉰의 시·공간은 모두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시작하였다.
③ ㉮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소멸되나, ㉰의 시간은 무한히 

지속된다.
④ ㉮의 공간은 일정한 크기까지만 커지나, ㉯의 공간은 무한

히 팽창한다.
⑤ ㉮~㉰는 각각 대폭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우주 진화의 

양상을 예측한 것이다.

24. 풍선 불기를 이용하여 ㉠에 대해 설명하려고 할 때, <보기>
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5 –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건천(乾川)은 고향

㉠역에 내리자, / 눈길이 산으로 먼저 간다.
아버님과 / 아우님이
잠드는 선산(先山).
거리에는 / 아는 집보다 모르는 집이 더 많고
간혹 낯익은 얼굴은 / 너무 늙었다.
우리 집 감나무는 / 몰라보게 컸고
㉡친구의 손자가
할아버지의 심부름을 전한다.
눈에 익은 것은
아버님이 거처(居處)하시던 방.
아우님이 걸터앉던 마루.
내일은 / 어머니를 모시고 성묘(省墓)를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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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가)는『경상도의 가랑잎』(1968)에 실린 작품이다. 박

목월의 후기 시 세계를 잘 보여 주는 이 시집에는, 이전 시
들에서 자주 등장하던‘현실：낙원(고향)’의 대립 항에서 벗
어난, 삶과 현실에 대한 긍정이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변
화를 이끌어 낸 것이 바로, 현실에서 지친 육신과 영혼이 쉴 
수 있는 고향으로의 회귀이다. (가)는 낯익은 것과 낯선 것
을 대비하여 시간의 흐름과 그에 따른 고향의 변화를 드러
내면서 고향 집에 돌아온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종일 눈길이 / 그 쪽으로만 가는 산
누구의 얼굴보다 친한 / 그 산에 구름.
그 산을 적시는 구름 그림자.

 - 박목월,「산(山)」
(나) 어제 하루는 화엄 경내에서 쉬었으나

㉢꿈이 들끓어 노고단을 오르는 아침 길이 마냥
바위를 뚫는 / 천공 같다, 돌다리 두드리며 잠긴
산문(山門)*을 밀치고 올라서면 저 천연한
수목 속에서도 안 보이는
하늘의 운판(雲板)을 힘겹게 미는 바람소리 들린다
간밤에는 비가 왔으나, 아직 안개가
앞선 사람의 자취를 지운다, 마음이 구절양장(九折羊腸)*
인 듯
길을 뚫는다는 것은
그렇다, 언제나 처음인 막막한 저 낯선 흡입
㉣묵묵히 앞사람의 행로를 따라가지만
찾아내는 것은 이미 그의 뒷모습이 아니다
그럼에도 무엇이 이 산을 힘들게 오르게 하는가
길은, 누군들에게 물음이
아니랴, 저기 산모롱이 이정표를 돌아
의문부호로 꼬부라져 우화등선(羽化登仙)해 버린 듯 
앞선 일행은
꼬리가 없다, 떨어져도 떠도는 산울림처럼
이 허방* 허우적거리며 여기까지 좇아와서도
나는 정작 내 발의 티눈에 새삼스럽게 혼자 아픈가
길섶 풀물에 든 / 낡은 경(經)소리 한 구절 내내 떨쳐
버리지 못해
시큰대는 발자국마다 마음 질척거리는데
㉤화엄은 화음 속에 얼굴 감추고 하루 종일
굴참나무 잔가지에 얹히는 경전(經典)을 들어 나를 후
려친다.

 - 김명인,「 화엄(華嚴)에 오르다」
(다) 흰 구름 부연 연하(煙霞) 푸른 것은 산람(山嵐)*이라

천암 만학(千巖萬壑)을 제 집을 삼아 두고
나명성 들명성 일도 구는지고*
오르거니 내리거니 장공(長空)에 떠나거니 
광야(廣野)로 건너거니
푸르락 붉으락 옅으락 짙으락
사양(斜陽)과 섞이어서 세우(細雨)조차 뿌리는도다
남여(藍輿)*를 재촉해 타고 솔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A]녹양(綠楊)에 우는 황앵(黃鸎)* 교태(嬌態) 겨워하
는구나
나무 사이 우거져서 수음(樹陰)이 짙은 적에
백척 난간(百尺欄干)에 긴 조으름 내여 펴니
수면(水面) 양풍(凉風)이야 그칠 줄 모르는가
된서리 걷힌 후의 산 빛이 금수(錦繡)로다
황운(黃雲)*은 또 어찌 만경(萬頃)에 펴졌는고
어적(漁笛)도 흥을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초목(草木) 다 진 후의 강산(江山)이 묻혔거늘
조물(造物)이 헌사하야 빙설(氷雪)로 꾸며 내니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은산(玉海銀山)*이 안저

(眼底)에 벌여졌어라
건곤(乾坤)도 풍요로워라 간데 마다 경이로다 

- 송순,「 면앙정가(u仰亭歌)」
* 산문(山門): 산의 어귀, 절 또는 절의 바깥문.
* 구절양장(九折羊腸): 아홉 번 꼬부라진 양의 창자라는 뜻으

로, 꼬불꼬불하며 험한 산길을 이르는 말.
* 허방: 땅바닥이 움푹 패어 빠지기 쉬운 구덩이.
* 산람(山嵐): 산 아지랑이.
* 일도 구는지고 :‘ 이리도 구는구나.’,‘ 아양도 떠는구나.’
* 남여(藍輿): 뚜껑이 없는 가마.
* 황앵(黃鸎): 꾀꼬리.
* 황운(黃雲): 누렇게 익은 곡식을 비유한 말.
* 경궁요대(瓊宮瑤臺): 아름다운 구슬로 꾸며 놓은 궁전과 누

대. 눈이 쌓인 아름다운 산천을 비유함.
* 옥해은산(玉海銀山): 옥같이 맑고 깊은 바다와 은처럼 하얀 

산. 눈이 쌓인 아름다운 산천을 비유함.
2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가)와 (다)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③ (나)와 (다)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

고 있다.
④ (가)~(다)는 모두 자연과 인간을 대조하여 주제를 드러내

고 있다.
⑤ (가)~(다)는 모두 영탄적 어조를 통해 고조된 감정을 표

현하고 있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건천은 고향’은 고향으로의 회귀가 이 시의 모티프임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② ‘아는 집’보다‘모르는 집’이 더 많은‘거리’를 통해 고향이 
많이 변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너무늙은‘낯익은 얼굴’과 몰라보게 커진‘감나무’를 통해 시
간이 흘렀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④‘아버님’과‘아우님’의 부재를 상기하게 하는‘방’과‘마루’는 화
자의 그리움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⑤‘어머니’를 모시고 가고자 하는‘성묘’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상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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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선생님 : (다)는「면앙정가」중에서 사계절의 변화를 보

여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의 작자는 [A]에서 여름 철새
인‘황앵(黃좇)’과 짙어진‘수음(樹陰)’을 통해 여름이 도래하였
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에서는 시간이 흘렀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대신 [A]처럼 구체적인 소재나 대상을 
통해 시간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나타 내기도합니다. 그렇다면 
㉠~㉤ 가운데,‘ 시간’에 대한 표현 방식이 [A]와 가장 유사
한 것을 찾아볼까요?

< 보 기 >
대저 인간은 천지의 마음이며 천지만물은 본래 나와 한 몸이

다. 따라서 생민(生民)의 고통은 어느 한 가지라도 내 몸에 절
실하지 않은 것이 있겠는가? 이러한 천지만물의 고통이 내 몸의 
고통임을 알지 못한다면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없는 사람
이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은 생각하지 않아도 알고 배우
지 않아도 잘 아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양지(良知)’이다.

27. (가)와 (다)의 시어 및 시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의‘구름’과 (다)의‘구름’은 모두 화자의 고뇌와 번민을 

함축하고 있다.
② (가)의‘그림자’와 (다)의‘수음(樹陰)’은 모두 화자의 쓸쓸

한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③ (가)의‘산’과 (다)의‘산’은 모두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화자의 욕망을 내포하고 있다.
④ (가)의‘산을 적시는’과달리 (다)의‘강산(江山)이 묻혔거늘’

에는 화자의 안타까움이 깔려 있다.
⑤ (가)의‘종일 눈길이 / 그 쪽으로만 가는’과 (다)의‘남여(藍

輿)를 재촉해 타’는 행위에는 화자의 정감이 담겨 있다.

28.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다.
② 색채 이미지를 통해 선명한 인상을 주고 있다.
③ 대상에 화자의 정서를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④ 외부 세계에 대한 화자의 고뇌를 드러내고 있다.
⑤ 정적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의 조화가 나타나 있다.

29. <보기>의 선생님 물음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30 –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격물치지(格物致知)란 “대학(大學)”에 나오는 여덟 가지 조

목(條目) 가운데 핵심적인 두 가지 조목을 말한다. “대학”은 
본래 주희가 “예기” 가운데서 자신의 성리학적 입장을 발췌해 
엮은 책으로, 성리학적인 실천의 문제를 다룬 책이었다. 주희
는 격물에서 격(格)을 ‘다가감’이라고 해석했고, 물(物)을 ‘사
물 및 사태’로 해석했다. 즉 격물이란 사물이나 사태에 직접 
다가가 그 내용을 면밀히 탐구하고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치지에서 치(致)는 ‘완성함’으로, 지(知)는 ‘앎’으로 해
석했다. 즉 치지란 앎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격물치
지란 개별적 사물이나 사태를 면밀히 탐구해 궁극적으로 앎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격물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로만 보면 격물
은 과학적인 활동으로만 오해할 여지가 있으나 주희는 이것을 
오히려 윤리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였다. 즉 격물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과학적 지식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판단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치지 역시 무엇이 윤리적인지에 대한 
앎을 완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사물이나 사태를 면밀히 
탐구해 참된 윤리적 앎을 찾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다. 나무
와 바위, 동물과 식물 등을 붙잡고 아무리 탐구해도 거기서 윤
리적 앎을 깨닫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
래서 성리학자들이 격물의 한 방법으로 생각한 것이 경전의 
학습이었다. 이미 옛 성현들이 격물을 통해 좋은 말씀을 경전
에 밝혀 놓았으니 후학들은 이 경전의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양명학의 창시자인 왕수인은 격물치지를 완전히 다른 
맥락으로 해석했다. 왕수인은 격물에서 격(格)을 ‘바로잡기’로, 
물(物)을 ‘사태’로 해석한다. 그는 물에서 사물의 의미를 제거하
여 과학과 윤리가 구분되지 않는 모호함을 해결하고, 사태를 윤
리적으로 바로잡는 것으로 격물의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애초에 
격물을 과학적 탐구의 의미로 해석할 여지를 제거하였다. 또한 
치지에서 치(致)를 ‘드러내기’로, 지(知)를 ‘양지(良知; 좋은 앎)’
로 해석하였다. 즉 치지란 인간에게 선험적으로 주어진 양지를 
실현시키는 행위라는 것이다. 결국 격물치지란 사태를 윤리적으
로 바로잡아 인간에게 양지가 있음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보았다. 

이를 통해 왕수인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성리학
이 탐구를 통해 앎을 극대화하는 주지주의적 입장을 취한 반
면, 양명학은 인간에게 주어진 선험적 능력인 양지를 토대로 
사태를 직접 바로잡는 실천에 나서야 한다는 행동주의적 입장
을 취했다. 또한 주희는 치지보다 격물을 중시하여 후천적 지
식을 극대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 반면, 왕수인은 격물보다 치
지를 중시하여 인간에게 선험적 양지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성
리학이 이론적 성격이 강한 반면 양명학이 실천적 운동의 성
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입장의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30. 위 글과 <보기>를 참고할 때, ‘왕수인’이 했음 직한 말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① 먼저 사물에 다가가 자세히 살피려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의 올바른 행동도 헛된 것이 되고 만다.

② 선천적으로 타고난 앎을 통해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
며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③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경전 읽기에 
전념하여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먼저 깨달아야 한다.

④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측은한 생각이 드는 
것은 천지만물에 다가가 그들의 본성을 배웠기 때문이다.

⑤ 후천적인 노력이 없다면, 고통 받는 천지만물을 보면서 자
신의 고통처럼 여기게 되는 마음을 갖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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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여성 운동 연구에서는 여성 운동을 ‘여성이 참여
한 모든 운동’, 즉 ㉠ ‘여성에 의한 운동’으로 정의하는 입장
이 오랫동안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 입장은 여성 운동의 
본질적 성격을 잘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여성 운동이 출현
한 근대 사회가 모든 억압에 대항하는 여러 가지 사회 운동
을 ⓐ 배태(胚胎)하였던 시기인 만큼 여성들이 오로지 여성 
문제만을 위하여 운동할 처지에 놓여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근대 사회에서 여성은 여성만의 이슈를 제기한 여성 운동 
외에도 봉건주의 철폐 운동이나 계급 운동, 민족 독립 운동
에 많이 참여하였다. 이같은 사회 운동에 여성들이 참여하
였을 경우, 그것이 여성 고유의 이슈를 내세운 것이 아니더
라도 여성 운동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여성들의 
사회 운동 참여가 여성들의 자각과 의식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여성 운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을 강조
하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의 바탕에는, 운동의 이념이나 목표만을 중심으
로 여성 운동을 규정지을 경우 근대에 여성들이 참여한 운
동들이 역사에서 제대로 자리매김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
감이 깔려 있다. 이러한 불안감은 운동의 목표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는 기존의 사회 운동에 관한 역사 서술에서는 
여성에 대한 서술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는 데서 생기는 것
이다. 그래서 여성의 역사(herstory)를 복원한다는 의미에
서 여성이 참여한 다양한 성격의 운동을 모두 여성 운동으
로 범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운동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데

에 이런 정의가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
해 보게 된다. 기존의 남성 중심적 역사에서 배제되었거나 
누락되었던 여성의 운동들을 여성 운동으로 범주화하여 다
루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러한 정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진정한 여성 운동과 여성이 참여한 다양한 운동들을 변
별하기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 운동에 대한 오해를 지
속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성 운동은 어떻게 정의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
할까? 여성들의 활동상을 여성 운동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
에는, 강력한 남녀평등의 이념을 기반으로 의도적이고 합목
적적으로 조직 활동을 전개해 왔는가라는 관점에서 조명해 
보아야 한다. 이에 따르면 근대적 사회 운동이란, 명확한 이
념과 조직, 집합적 행동 양식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춘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근대에 발아한 사회 운동의 하나인 여성 운
동도 다른 근대적 사회 운동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다시 말해, 여성 운동이란 여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 질서에 대항하여 남녀평등 사회의 구현이라
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한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즉, 여성 운동을 ㉡‘여성의, 여성
에 의한, 여성을 위한 운동’으로서 이른바 여성주의 운동
(feminist women movement)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여성 운동의 주체와 성격이 더욱 명확해진
다. 종래의 모호한 관점에서 벗어나, 여성 운동은 이념과 목
적에서 남성 중심의 성차별적인 사회 체제가 지닌 모순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론화할 때, 남녀평등의 의지를 강력하
고 효율적으로 행동화하여 그러한 모순을 타개할 수 있는 
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성리학자들은 격물에 이르는 방법으로 경전의 학습을 강

조하였다.
② 사물과 사태 속에서 윤리적 앎을 발견하는 것이 실제로 

쉬운 일은 아니었다.
③ 주희는 왕수인과 달리 지식의 탐구를 중시하는 주지주의

적 입장을 취했다.
④ 왕수인은 주희의 이론은 수용하면서도 실천의 부재에 대

해서는 적나라하게 비판하였다.
⑤ 주희는 앎을 완성하기 위해 개별적인 사물이나 사태를 면

밀히 탐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32. 위 글의 서술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 논의된 내용을 종합한다.
②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통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③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묻고 답하는 방법으로 논점을 강조

한다.
④ 두 관점의 차이를 부각하기 위해 대비되는 해석을 소개한

다.
⑤ 공정한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두 이론의 장단점을 함께 

제시한다.

[33 –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3. ㉠과 달라진 ㉡의 성격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① 운동의 내용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 방법까지 말해 준

다.
② 운동의 의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운동의 수단까지 보여 

준다.
③ 운동의 주체에 그치지 않고 그 대상과 목적까지 명확히 

밝혀 준다.
④ 운동의 긍정적 측면은 물론 부정적 측면까지 균형감 있게 

설명해 준다.
⑤ 운동에 대한 공시적 연구와 함께 그 통시적 변화까지 함

께 드러내어 준다.

34. 위 글의 집필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① 여성 운동의 역사
② 여성 운동의 현황
③ 여성 운동의 의미 규정
④ 여성 운동에 대한 반론
⑤ 여성 운동 주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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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위 글의 서술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상반되는 견해를 절충하여 제3의 결론을 도출한다.
②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주장의 주요 논거로 활용한다.
③ 특정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한다.
④ 기존의 견해가 지닌 한계를 지적한 후 새로운 견해를 제

시한다.
⑤ 대상의 부정적 측면을 먼저 밝히고 나서 긍정적 측면을 

언급한다.

[36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한 남자의 아내 노릇도 아이의 엄마 노릇도 못하고 사

십 대가 되어서야 진정으로 어머니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해내지도 못한 실패한 예술가로서 이제 겨우 모성이란 
것이며 그 세계관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을 때에 모성 자체
를 뿌리째 앗아가는 병에 걸리다니, ㉠인생은 참 묘하기도 하
지요!

나 당신에게 부탁 한 가지 할게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내 갈뫼 노트를 다 읽을 즈음이면 우리들의 아이 은결
이를 알게 되겠지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나는 당신이 모르기
를 바랐지만 언젠가는 당장 달려가서 아기를 철창 사이로 내
밀어 그애의 웃음을 보여 주고 싶기도 했더랬어요. 그리고 한
동안은 그애에게서 또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기도 했죠. 내게 
가르쳐 주거나 베풀어 주지 못할 미래의 것들, 남겨 두었다가 
당신의 딸에게 모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겠지요. 우리가 지켜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버티어 왔던 가치들은 산산이 부서졌지만 아직
도 속세의 먼지 가운데서 빛나고 있어요. 살아 있는 한 우리는 
또 한 번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외롭고 캄캄
한 벽 속에서 무엇을 찾았나요. 혹시 바위틈 사이로 뚫린 길을 
걸어 들어가 갑자기 환하고 찬란한 햇빛 가운데 색색가지의 
꽃이 만발한 세상을 본 건 아닌가요. 당신은 우리의 오래된 정
원을 찾았나요?

㉡윤희의 기록은 거기서 끝났다. 내가 누님에게서 전달받은 
마지막 편지는 구십육 년 여름이라고 되어 있었다. 나는 그네
의 마지막 글귀를 기억한다.

당신은 그 안에서 나는 이쪽 바깥에서 한세상을 보냈어요. 
㉢힘든 적도 많았지만 우리 이 모든 나날들과 화해해요. 잘 가
요. 여보.

㉣나는 한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나서 그것이 무엇이었던가
를 독방에서 아프게 이해하는 데 몇 년이 걸렸다. 국가권력을 
장악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는 낡아 버렸거나 불필요한 일이 
되어 버렸다. 지난 세기에 자본과 물질의 체제 속에서 반체제
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았던 생각은 그것을 현실화하는 과정
에서 왜곡되었다. 오히려 이제는 무너진 건물 사이로 솟아나온 
철골처럼 남아 버린 몇 가지 명제가 소중해졌는지도 모른다. 
어느 집단에나 민주적 원칙의 관철과 대중에 의한 주권의 회
복은 수백 년 이래로 가장 생명력 있는 유산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불탄 자리에서 골라낸 살림도구 같은 것이리라. 국가권력
에 대하여 변화와 개혁을 들이대고 이름 없는 사람들의 집단
이 서로 연대하며, 아이들의 땅뺏기놀이처럼 그침 없이 한 뼘 
두 뼘 자본이 남겨먹은 것들을 되찾아 실질적인 평등의 단계
로 영역을 넓혀 나가야만 한다.

<중략>
눈을 감으면 이제는 사라진 다른 계절의 풀꽃이 눈꺼풀 안

으로 스쳐 지나간다. 아침 찬이슬에 발목을 적시며 밭두렁을 
지나다 초록 일색의 풀잎들 사이로 간신히 고개를 내민 연분
홍의 메꽃이 발치에, 또 저 건너편 두어 걸음 앞에, 피었다가 
사라진다. 엉겅퀴는 바람 속에서 털처럼 수많은 꽃술들을 떨고 
있다. 억새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언덕 위에서 휘청거린다. 
푸드득 하면서 까치 한 마리가 나뭇가지 사이로 날아오른다. 
한 쌍의 까치가 꼬리를 가끔씩 깝작대면서 한들거리는 나뭇가
지 위에 앉아 있다. 메꽃의 한 뼘쯤 거리에 그네의 흰 고무신 
코끝이 놓여 있고 엉겅퀴를 꺾는 기다란 손가락이 보인다. 억
새 사이로 그네가 길을 가고 있다. 그네의 옷자락이 흰 억새꽃 
속에서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곤 한다. 까치가 앉은 곳은 감나무
인데 그 둥치에 윤희가 기대어 서 있다. 주위가 갑자기 어두워
지고 눈앞에 철창이 드리워진다. 철조망을 둘러친 흰 담벽 위
에 탐조등이 밝게 빛나고 담 너머로 길가의 감나무가 보인다.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가 윤희가 그 아래 섰는 것이 보인
다. 누군가 변소 창문가에 나와 서서 수십 번이나 같은 노래를 
부른다. 음정도 틀리고 가사도 제멋대로다. 그래도 그는 숨죽
여 가만가만 작은 목소리로 노래하고 쉬었다가는 다시 부르기
를 되풀이한다. 새벽녘에는 또 어느 창가에서 외마디 소리가 
들려온다. 야, 눈 온다! 복도를 오가는 규칙적인 구둣발 소리. 
㉤눈을 뜨자 흑백사진들은 사라진다.

[A][당신은 그곳을 찾았나요?
윤희가 내게 묻는다.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오,라고 나는 대

답할 것이다. 인가를 찾아서 산을 넘고 언덕을 내려오는 중이
라고. 멀리 마을의 불빛이며 연기 나는 굴뚝이 보인다고. 당신
이 살고 겪어온 길을 따라서 나는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고. 
나는 젊은 내 얼굴 뒤편에 떠오른 그네의 눈길 이쪽에 서서 
중얼거렸다.]

다녀올게.
타향으로 출발하는 사람처럼 나는 마당을 한 바퀴 휘둘러보

고 나서 집을 나섰다. 순천댁이며 토담의 막내 부부와도 인사
를 나누고 과수원 길을 걸어 나와 다릿목에서 택시를 타고 처
음 찾아오던 모양 그대로 갈뫼를 떠났다.

은결이는 체크무늬의 스커트에 짧은 상의의 교복을 입고 있
었다. 가운데 가르마를 탄 긴 머리카락의 끝이 말린 게 제 어
미를 닮았다. 내가 제과점의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그애는 
예의 바르게 일어서서 내가 가까이 가기를 다소곳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한정희 씨의 주의를 기억하고 있어서 감정을 겉으
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 황석영,「오래된 정원」-

36.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① 불연속적인 사건을 통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② 풍자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③ 극적인 반전을 통해 작품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⑤ 인물의 내면보다 외부적 현실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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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오래된 정원」에서는 지난날의 성찰을 통해 당대에 치

열했던 변혁적 열망을 회고하는 동시에 그러한 가치와 이념
이 퇴색해 버린 시대의 현재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그럼으
로써 역사라는 거대한 지형 속에서도 개인들이 바라던 소박
한 일상과 사랑은 언제나 아름답다는 것을 반추하게 한다.

37. 위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① ‘나’는 감옥에서 지낸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② ‘나’는‘윤희’를 만나기 위해 갈뫼를 떠났다.
③ ‘나’는 감옥에서 나온 뒤‘윤희’를 만나지 못했다.
④ ‘나’는 갈뫼에 와서‘윤희’의 갈뫼 노트를 보게 된다.
⑤ 갈뫼 노트를 읽기 전까지‘나’는‘은결’이를 알지 못했다.

3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자신의 삶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난다.
② ㉡ : ‘윤희’의 신상에 변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③ ㉢ : 고단했던 과거에 대한 포용적 태도가 드러난다.
④ ㉣ : 시대의 변화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로 말하고 있다.
⑤ ㉤ : 현실로 돌아옴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잃어버린 유토피아의 재건을 위해 과거를 감싸 안는 힘을 
강조한다.

② 지난날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개인은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게 된다.

③ 지난날의 이상보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삶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 한다.

④ 소박한 일상의 아름다움을 강조해야 지난날의 가치와 이
념을 회복할 수 있다.

⑤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는 자신의 일상뿐만 아니라, 타인의 
일상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40 –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복사* 냉난방 시스템은 실내 공간과 그 공간에 설치되어 있

는 말단 기기 사이에 열 교환이 있을 때 그 열 교환량 중 
50% 이상이 복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라디에이
터나 적외선 히터, 온수 온돌 등이 이에 속하는데, 최근 친환
경 냉난방 설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복사 냉난방 패
널*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열매체*로서 특정 온도의 
물을 순환시킬 수 있는 회로를 바닥, 벽, 천장에 매립하거나 
ⓐ부착하여 그 표면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실내를 냉난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복사 냉난방 패널 시스템은 열원, 분배기, 패널, 제어기로 
구성된다. 우선 열원(熱源)은 실내에 난방 시 열을 공급하고 
냉방 시 열을 제거하는 열매체를 생산해 내는 기기로, 보일러
와 냉동기가 있다. 각 건물에 맞는 용량의 개별 열원을 설치하

는 경우도 있고, 지역의 대규모 시설에서 필요한 만큼의 열매
체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지역 냉난방 열원도 있다.

분배기는 열원에서 만들어진 냉온수를 압력 손실 없이 실별
로 분배한 뒤 ⓑ환수하는 장치로, 온도와 유량을 조절하고 냉
온수 공급 상태를 확인하며 냉온수가 순환되는 성능을 개선하
는 일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분배기는 거실에 온도 
조절기를 설치하고 세대 내의 모든 방을 제어하는 방식이었으
나, 요즘에는 방마다 온도 조절 밸브가 장착되어 각 방에 맞게 
실온을 조절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패널은 각 방의 바닥, 벽, 천장 표면에 설치되며, 열매체를 
순환시킬 수 있는 배관 회로를 포함한다. 분배기를 통해 배관 
회로로 냉온수가 공급되면 패널의 표면 온도가 조절되면서 냉
난방 부하가 ⓒ제어되어 실내 공간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패널은 거주자가 머무르는 실내 공간과 
직접적으로 열 교환을 하여 냉난방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열 교환이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시점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

열원, 분배기, 패널이 복사 냉난방 패널 시스템의 하드웨어
라면 제어기는 이들 하드웨어의 ⓓ작동을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 조절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각 실별로 설치된 
온도 조절기가 냉난방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실의 온도 
조절 밸브를 ⓔ구동하고, 열원의 동작을 제어함으로써 냉난방
이 이루어지게 된다. 냉방의 경우는 거주자가 쾌적할 수 있도
록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것 이외에 너무 낮은 온도로 인해 
바닥이나 벽, 천장에 이슬이 맺히지 않도록 제어해야 한다.

이러한 복사 냉난방 패널 시스템은 다른 냉난방 설비에서 
사용되는 열매체의 온도보다 낮은 온도의 열매체로 난방이 가
능하고 높은 온도의 열매체로 냉방이 가능하여 에너지 절약 
성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실내 온열 환경 조성에도 
탁월한 기능을 발휘한다. 또한 차가운 바닥에 복사 냉난방 패
널을 설치하여 난방을 하는 경우와 천장에 복사 냉난방 패널
을 설치하여 냉방을 하는 경우에 다리 쪽이 따뜻하고 머리 쪽
이 시원하도록 하여 거주자에게 이상적인 실내 공기 온도를 
제공할 수 있다.
*복사 : 물체로부터 열이나 전자기파가 사방으로 방출됨.
*패널 : 열매체로서 특정 온도의 물을 순환시킬 수 있는 회로
를 바닥, 벽, 천장에 매립하거나 부착할 수 있도록 만든 넓은 판.

*열매체 : ‘열(따뜻한 기운)’과‘냉(차가운 기운)’을 전달하는 물질.
*알고리즘 :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
로 하여 원하는 출력을 유도하여 내는 규칙의 집합.

40. 위 글을 통해 답을 구할 수 있는 물음이 아닌 것은?
① 복사 냉난방 시스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② 복사 냉난방 패널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③ 복사 냉난방 패널 시스템을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④ 복사 냉난방 패널 시스템의 패널을 시공할 때 유의점은 

무엇인가?
⑤ 복사 냉난방 패널 시스템의 분배기는 그동안 사용된 분배

기와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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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 보 기 >
 냉난방 시스템 중 천장에 냉온풍기를 설치하여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겨울에는 온풍기로 사용하는 것이 있다. 이 시스
템은 더운 공기는 밀도가 작아져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
는 아래로 내려오는 대류 과정을 통해 냉난방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가동 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감에 따
라 먼지가 발생하거나 머리가 날릴 수 있으며, 냉난방기와 멀
리 떨어진 곳은 시원하거나 따뜻하지 않아 냉난방 사각지대
가 생기게 된다.

41.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와 ㉯는 열원에 해당된다.
② ㉯를 가동할 때 ㉱에서는 바닥 등에 이슬이 생기지 않도

록 조절한다.
③ ㉰는 압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냉온수를 실별로 분배한다.
④ ㉱는 실내 공간과 직접 열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치이다.
⑤ ㉲는 냉난방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열원의 동작을 제어한다.

42. ㉠과 <보기>의 ㉡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 ㉡은 서로 다른 열전달 방법을 이용한 것이군.
② 냉방을 할 때는 ㉡보다 ㉠의 에너지 사용량이 더 많겠군.
③ 냉난방을 할 때 ㉡보다는 ㉠이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에 

유리하겠군.
④ ㉡으로 난방을 할 때는 실내의 상층부가 더워서 이상적인 

실내 공기 온도를 제공하기 어렵겠군.
⑤ ㉠은 패널을 바닥, 벽, 천장에 고루 설치할 수 있어 냉난

방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겠군.
43.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떨어지지 아니하게 붙음. 또는 그렇게 붙이거나 닮.
② ⓑ：도로 거두어들임.
③ ⓒ：기계나 설비 또는 화학 반응 따위가 목적에 알맞은 

작용을 하도록 조절함.
④ ⓓ：기계 따위를 움직이게 함.
⑤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44 –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경기도 여주에 사는 황공은 슬하에 자식이 

없던 중, 뒤늦게 딸 월선을 얻게 된다. 부인 김 씨는 월선을 
낳고 3주 만에 병으로 죽고, 황공은 후처 박 씨를 맞아 아들 
월생을 얻게 된다. 월선이 16 세 되던 해, 황공이 중국에 사신
으로 떠나면서 월선과 월생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다. 박 씨는 
월선을 모함할 뜻을 품고 무녀(巫女)를 찾아가 방법을 알아온
다.

박 씨 기뻐하여 돈과 곡식을 많이 주어 무녀에게 보내고 노
복을 불러 왈,

“내 본데 친정에 있을 때부터 가슴을 종종 앓더니 나의 병
은 연연 묵은 돌메밀을 구하면 그 약이 좋다 하니 구해 오라.”

꾀병하니 노복 등이 정말로 병든 줄 알고 급히 구해 드리니 
박 씨 기뻐하여 급히 범벅을 끓여 놓고, 월선의 방에 들어가니 
월선이 비단 짜다가 박 씨를 보고 반가워하며 내려와 앉거늘 
박 씨 거짓 기뻐하는 체하고 왈,

“너 요사이에 어떠하뇨?”/ 하고 왈,
“너 이 방 안이 심심하니 네가 종종 나가 바람을 쐬라.”하고,
“내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나왔노라."
하고 서로 기뻐하는 말에 월선이 이러한 흉계를 알지 못하

고 박 씨가 월선에게 속이는 연고를 모르고 말만 듣는지라. 해
가 반나절 되도록 앉아 즐기다가 박 씨 월선에게 왈,

“오늘은 좋은 음식 하였으니 나와 같이 가자.”
하니 월선은 이런 흉계를 모르고 박 씨를 따라가니 박 씨 

기뻐하여 자기 방에 들어 앉히고 범벅을 가지고 들어와서 권
하며 왈,

“내가 너를 위하여 특별히 만든 음식이다. 많이 먹고 나와 
같이 많이 놀자.”/ 하면서

“좋지 못한 음식이라도 많이 먹어라.”
하거늘, 월선이 생각하되 전일은 박 씨 이런 일이 없더니 오

늘은 어인 일로 범벅을 하여 주니 고이하고 수상하나 박 씨 
말을 거역치 못하여 주는 대로 먹는지라. 어찌 몸이 곤하고 정
신이 어질하여 박 씨를 하직하고 돌아와 그날 정신이 아득하
고 붓기도 나고 얼굴에 기미 끼고 헛배가 부르니 월선이 혼자 
앉아 탄식하기를

“박 씨 주는 음식이 분명 또 약이로다.”
하고 슬피 통곡하더라. 이러기로 이삼 일 지내니 붓기도 나

고 헛배도 부르고 불편하니 자연 문밖 출입을 못하고 죽기만 
바랐더니, 한 달을 지낸 후에 박 씨 들어와 앉아 보더니

“월선아 너의 병세를 보니 수상하다. 초생 반달 같은 얼굴에 
기미도 끼고 배가 부르니 필연 잉태했나 싶으다. 만일 해산(解
産)하면 이 일을 어찌할꼬. 반드시 상공이 돌아와서 이 죄를 
알면 결단코 살아나지 못할 것이니 노복 등으로 하여금 너희
들이 나가 절로 낙태할 약을 구해 오라.”

하니 시비들이 놀라 이르되, /“이 일이 가장 수상하도다.”하
며 노복 등이 걱정하는 모습을 일촌(一村) 사람이 모두 보고 
하는 말이 박 씨 흉계인 줄로 짐작하더라.

이때 박 씨 월선의 방에 들어가 거짓 놀라는 체하고 가까이 
앉으며 왈,

“너 병세가 고이하도다.”
하고 일변 놀라는 체하고, 일변 즐거워하고, 거짓으로 슬퍼

하는 체하며 왈,
“모녀간에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 너 분명히 잉태한 것같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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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모의 전실 자식 모해와 제거>

니 숨기지 말고 바른대로 말하여라. 내 너를 의심하니 가련하
다.”

월선이 이 말을 들으니 정신이 아득하여 혼백이 흩어지는 
듯하더라.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진정을 하여 자리에서 일
어나 왈,

“어머님은 이것이 어쩐 말씀입니까? 어린 아이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늘과 땅이나 알았을까? 사람이야 어찌 알리
요.”하며 수정 같은 눈물을 흘리며 슬피 통곡하니 박 씨가 그 
말을 듣고,

“내 너를 생각하여 하는 말이다. 어찌 그다지 싫어하느냐? 
그러면 차후를 보리라.”

중략 부분 줄거리┃ 박 씨는 월선에게 술을 먹인 후 껍질 
벗긴 강아지를 이용해 월선이 낙태한 것처럼 꾸몄다가 돌아온 
황공에게 이를 알린다. 황공이 월선을 죽이기를 망설이자, 박 
씨는 시비 운황을 남자로 위장시켜 월선의 방에서 나오게 하
고, 황공은 이를 목격한다. 

황공이 목전에 이런 일을 보니 더욱 분노하고 칼을 들어 월
선을 치려 하니 월생이 달려들어 누이 등에 엎드러져 한 손으
로 칼을 잡고 빌어 왈,

“아버님은 생각하옵소서. 자식의 말이라도 잠깐 살피소서. 
누이의 일이 희미하오니 아버님요 천만 생각하옵소서. 누이를 
죽이려 하시거든 소자도 한가지로 죽이소서. ‘부자는 천성지친
이요, 형제는 골육지친이라’하는지라 자식을 어찌 칼로써 쳐 
죽이려 하시나이까. 아무리 하여도 누이를 죽이면 소자도 속절
없이 죽사오리다. 아버님은 깊이 생각하시와 종적 없이 보내면 
대환(大患)이 없을까 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수중(水中)에 
던진다’하고 종적 없이 하오면 좋을 것이요. 또 오늘밤에 별정
을 만나서‘죽었다’하고 선산 아래에 헛장사 하오면 대사가 무
사할까 하나이다. 아버님은 천만 생각하옵소서.”

하고 누이를 붙들고 슬피 통곡하니 사람 되고 차마 거동을 
보지 못할레라.

- 작자 미상,「황월선전」-

4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해학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② 역순행적 구성으로 사건 전개의 긴박감을 더하고 있다.
③ 원인이 드러나 사건 전개의 개연성을 더해 주고 있다.
④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⑤ 시점의 변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여러 각도로 포착하고 

있다.
45. 위 글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의문은?

① 황공은 왜 칼을 들어 월선을 치려는 것일까?
② 박 씨는 왜 월선에게 전에 없이 친절하게 대한 것일까?
③ 월생은 박 씨 소생인데도 왜 박 씨를 돕지 않는 것일까?
④ 노복들은 왜 박 씨에게 급히 돌메밀을 구해 준 것일까?
⑤ 월선은 수상하게 여기면서도 박 씨가 주는 음식을 왜 먹

은 것일까?

46. <보기>는 위 글의 주요 사건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에서 박 씨는 무녀의 도움으로 월선을 모함하려 한다.
② (나)에서 박 씨는 돌메밀 범벅과 껍질 벗긴 강아지를 사

용하여 상황을 가장한다.
③ (나)에서 박 씨는 시비 운황에게 남장을 시켜 월선을 위

기에 빠뜨린다.
④ (다)에서 월선은 누명을 쓰고 죽을 위기에 처한다.
⑤ (다)에서 월선은 월생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

47.‘월선’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각골통한(刻骨痛恨)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어?
②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도 써서 위기를 모면하려 했군.
③ 안분지족(安分知足)하며 분수에 맞게 살아야겠군.
④ 은인자중(隱忍自重)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겠군.
⑤ 자승자박(自繩自縛)이니,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어?

[48 –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학에서 규칙을 도입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의 효과는 

목록의 나열이나 결과물에 대한 암기(저장)의 부담 없이 원리
의 차원에서 간결하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데 몇 가지 원리를 가지고 무한한 문장 생성을 설명할 수 있
는 통사론에서는 규칙이 탁월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 
단어 형성 원리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단어 생성을 적절히 설
명하지 못하는 형태론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규칙 중심의 형태론에서 단어 형성은 규칙의 입력 조건만 
충족시키면 새 단어를 생성할 수 있는 자동적 과정이었기 때
문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까지 생산해 내는 문제점
이 있었다. 예를 들어‘-(으)ㅁ이’형 단어의 형성을 설명하기 
위해‘[ 타동사어간’+‘-(으)ㅁ’+‘-이’]와 같은 규칙을 세우면 
실제로 존재하는 ‘지킴이’ 외에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가꿈
이, 모음이, 먹음이’등과 같은 단어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단어 형성은 자동적 과정이라기보다는 명명(命名)의 
욕구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새 단어를 만들
어 내고 그것을 기억하는, 필요에 의한 과정이다. 단어 형성의 
이런 특성을 고려하면 규칙보다는 인간의 신경망이 작동하는 
원리를 적용할 때 단어 형성에 대해 더 합당한 설명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헤브(Hebb)라는 학자는 연결된 두 뉴런이 동
시에 활성화되는 반응을 자주 보일수록 그 연결 강도가 강화
되어 점점 더 하나의 단위로 기억되는 작용을 신경망의 학습 
원리로 제시하였는데, 단어 형성도 이와 동일한 원리로 설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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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규칙 중심의 형태론이 취하는 순차적 처리 방식 대
신에 ⓐ동시다발적 처리와 연결의 방법론을 형태론에 도입하
여 인간의 두뇌가 작동하는 원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어휘부
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설명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시도는 ⓑ규칙 중심의 형태론이 드러낸 문제점을 해결
하고,ⓒ규칙 중심의 형태론에서는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
던 문제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이 글의 의의는 ⓓ언어학에 생리학적 접근 방식을 도입
하고 있다는 점, ⓔ원리를 발견하기 어려운 언어학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수 있다. 새 단어의 형성이란, 신경망 안에서 어휘의 단위들이 
형성하고 있는 연결망에 새로운 연결이 등록되는 현상, 즉 연
결망 내의 어근과 어근, 어근과 접사가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
여 그 연결이 하나의 단위로 ㉠굳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명명의 욕구가 생기면 인간의 두뇌는 연결망 안의 다양한 
연결들을 동시적으로 검색하여 욕구를 충족시켜 줄 단어를 찾
는다. 명명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단어가 연결망 안에서 발견
되면 그 단어를 인출하여 활용하지만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전에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는‘어근-어근’혹은‘어근-접사’사
이의 연결을 실제화하여 명명의 욕구를 해결한다. 이때 새로 
생성된 결합형은 이후에 반복 사용을 통해 연결망 자체에 하
나의 단어로 기억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다. 첫째는 앞에서 말
한, 규칙의 무차별 적용으로 인한 과잉 생성의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는 규칙의 체제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
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인 단어 사용 빈도
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점이다. 연결망은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일수록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하게끔 구성되어 있는
데, 그것은 단어가 사용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 연결이 강
화되어 기억에 잘 남기 때문이다. 셋째는 형태적, 의미적으로 
연관을 갖는 단어들이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때문에 
단어의 저장과 인출 등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설명을 제공한
다는 점이다. 신경망이 학습하는 것들은 그 안에서 저절로 비
슷한 속성을 갖는 것들끼리 묶이게 되는데, 연결망을 통한 단
어 형성은 신경망의 그러한 속성을 잘 반영해 준다.

*뉴런(neuron): 신경계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 신경 세포와 
거기서 나오는 돌기를 합친 것으로, 자극을 수용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4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

ㄱ. 기존 이론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ㄴ. 언어 능력과 실제 언어 사용 사이의 괴리를 설명하고 있다.
ㄷ. 서로 다른 두 이론을 통합하여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ㄹ. 이론을 제시한 후, 과정 분석의 방법으로 그 핵심을 구체화
   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9. <보기>의ⓐ~ⓔ중, 위 글을 잘못 소개한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50. ㉠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법이다.
② 두려움에 그의 몸이 돌같이 굳어졌다.
③ 내가 함께 가기를 거절하자 그의 표정이 곧 굳어졌다.
④ 이 이론이 학계의 정설로 굳어진 것은 오래전 일이다.
⑤ 친구에게 병문안을 다녀온 후에 금연 결심이 굳어졌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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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휴대전화기에 인터넷 서비스를 융합

해 출시 초기부터 소비자들의 폭발적 인기를 얻어 냈다. 제조
사들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의 요구를 분석하
고 이를 바탕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새로 출시하는 제품들의 통화 품질은 물론 멀티미디어의 기
능, 속도, 화질, 용량, 터치감, 디자인, 가격, A/S 등 많은 부
분에서 더욱 높아진 품질로 소비자의 선택을 이끌어 내고, 제
품 홈페이지를 구축해 제품 소개, 성능 업그레이드, 고객 행
사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기획해 스마트폰 품질 이
상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조사들
은 전화기 고유의 의사소통 기능을 넘어선 휴대용 컴퓨터의 
기능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며 정보 나눔, 휴식 등 현대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착안점 
스마트폰 제조사 ≒ 마을 도서관 운영자

2013 수능 언어 EBS 
정선 모의고사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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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기>에 착안하여‘마을 도서관 운영 방안’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이끌어 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용자들의 의견을 도서관 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이
용자 소리함을 설치한다.

② 도서 열람, 대출 뿐만 아니라 독서 모임, 특강, 전시회 등
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③ 소모임 공간, 실내·외 휴식 공간 등을 마련해 독서 공간과 
더불어 생활 공간으로 운영한다.

④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책의 정보, 운영 프로그램 등을 
안내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꾀한다.

⑤ 독서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전문 교육 기관과 연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독서 지도사 과정을 운영한다.

7. <보기>는‘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표절 실태와 대책’에 관한 글
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Ⅰ. 문제 제기
Ⅱ. 표절의 개념………………………………………………㉠
  1. 실태
   가. 표절의 일상화
   나. 인터넷의 자료를 그대로 과제물에 사용
   다. 표절에 대한 규제 미흡………………………………㉡
  2. 원인
   가. 표절에 대한 인식 부족
   나. 과제에 대한 탐구 의지 부족
   다. 성적 위주의 교육 정책
Ⅲ. 고등학생 표절에 대한 근절 대책………………………

㉢
  1. 표절 예방 교육 강화
  2. 표절로 인한 창의성 상실………………………………㉣
  3. 표절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Ⅳ. 표절 근절을 위한 인식 제고……………………………㉤

① ㉠은 하위 항목을 포괄하지 못하므로‘고등학생 표절의 실
태와 원인’으로 수정한다.

② ㉡은 상위 항목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므로‘Ⅲ’의 하위 
항목으로 옮긴다.

③ ㉢의 하위 항목에는‘Ⅱ-2-나’를 고려하여‘탐구 학습을 중
시하는 교육 환경 조성’을 추가한다.

④ ㉣은 상위 항목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⑤ ㉤은 글 전체의 흐름을 고려하여, ‘표절 근절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과 보완 장치 마련 촉구’로 수정한다.

8. 다음은‘우측 보행’의 장점과 현황을 정리한 내용이다. 이를 활
용하여 우측 보행을 권장하는 문구를 만들려고 할 때, <보
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장점]
� 보행 속도의 1.5배 증가
  - 회전문, 지하철 개표구 등 각종 시설물 대부분이 이미 우
    측 보행에 편리하게 설치됨.
� 보행자의 심리 안정
  - 심리 안정 시 발생하는 알파(α)파가 다량 발생함.
  - 눈동자 움직임과 심장 박동 수가 대폭 감소함.
� 보행자 교통사고 2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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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 비유를 사용할 것.
� 현황을 제시할 것.
� 장점을 드러내어 변화를 유도할 것.

  - 일반 보도에서 차량을 마주보고 보행하게 됨.
  - 횡단보도에서 차량 정지선으로부터 먼 지점을 보행하게 됨.
[현황]
� 미국, 캐나다, 스페인 등 많은 국가가 우측 보행을 선택하
   고 있음.

① 많은 국가가 선택한 우측 보행! 건강과 심리적 안정으로 
교통사고를 줄여 줍니다.

② 우리 몸은 대부분 오른쪽에 익숙합니다. 1.5배 빨라지는 
걸음! 우측 보행은 과학입니다.

③ 많은 국가에서 오른쪽으로 걷고 있습니다. 우측 보행은 더 
빠르고 안전한 생활을 안내하는 지도입니다.

④ 안전한 우측 보행, 높아지는 질서 의식! 많은 국가가 우측 
보행으로 보행자의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⑤ 회전문, 지하철 개표구 앞에서 더 이상 부딪히지 않습니
다. 우측 보행은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시간을 절약하는 
약속입니다.

9. 다음은‘직장인 엄마(워킹맘)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통계 자료

(나) 인터뷰
“우리나라는 30대 초반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이 심각합니

다.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휴직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
되는데, 이들의 고용률이 OECD 수준으로 늘어난다면 1인당 
국민소득은 1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대
학 교수 -

(다) 뉴스 보도
1. ��구는 기초 자치 단체 중 최초로 시간제 근무 제도를 

도입해 직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육아휴직을 고민
하던 김 씨(32세)는 주당 근무 시간 내에 근무 시간을 자
유롭게 조정해 출퇴근을 하며 육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 ��신문 -

2.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장인엄마는 숙제 도와주기, 준비물 
챙기기, 학교 방문 등 자녀의 학교생활을 충분히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충이라고 말했다. 특히 점심 급
식과 교실 청소 등 근무 시간에 학부모의 노동력을 요구
하는 학교에 대해 직장인엄마의 고충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                                      - ��방송 -

① (가)-1과 (나)를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OECD와는 달리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이 낮은 것은 결혼이나 출산 등으
로 인한 휴직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한다.

② (가)-2와 (나)를 활용하여, 모성 보호 제도 시행률이 높
아진다면 국민 경제 수준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전망한다.

③ (가)-1과 (다)-2를 활용하여, 직장인엄마(워킹맘)에 대
한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생활 지원 부담이 해소된다면 여
성 고용률이 OECD 수준으로 상승할 것임을 전망한다.

④ (가)-2와 (다)-2를 활용하여, 직장인엄마(워킹맘)들이 
육아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으나 직장에서는 모성 보호 제
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⑤ (나)와 (다)-1을 활용하여, 시간제 근무 제도 도입 등의 
직장 차원의 노력 확대가 30대 초반 여성의 경력 단절 현
상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구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책은 인간이 창안해 낸 수많은 도구 중에서 가장 위대한 도

구이다. 다른 도구들은 모두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는 ㉠
인간 신체의 부분적 확장일 뿐이다. 망원경이나 현미경은 눈의 
확장이며, 농기구나 총은 손의 확장이며, 자동차나 비행기는 
발의 확장이다. 그러나 책은 신체의 일부가 아닌, 기억과 상상
의 확장이다. 기억과 상상의 확장인 책을 ㉡읽음으로서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자유로
이 넘나드는 초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자기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동물에게는 현재만 있을 뿐, 과거와 미
래는 없다.

책이 인간의 기억과 상상의 도구로서 초월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훌륭한 창안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도구는 읽
혀야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서가에 ㉣꽂혀져 있는 책은 
작용하지 않는 망각된 기억이며, 영혼이 죽은 상상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의 소유는 내용의 소유가 되어야 하며, 
내용의 소유는 기억과 상상의 작용이어야 한다.

① ㉠은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어색하므로,‘인간 신체가 부
분적으로 확장될 뿐이다.’로 고쳐야겠어.

② ㉡은 조사의 쓰임에 맞게‘읽음으로써’로 고쳐야겠어.
③ ㉢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므로 삭제해야겠어.
④ ㉣은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문법에 맞게‘꽂혀’로 고쳐야겠어.
⑤ ㉤은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지 못하므로, ‘그러므

로’로 고쳐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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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ㅎ(ㄶ,ㅀ)’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
  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2. 받침 ‘ㄱ(ㄺ), ㄷ, ㅂ(ㄼ), ㅈ(ㄵ)’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ㅋ, 
   ㅌ, ㅍ, ㅊ]으로 발음한다.
3.‘ㅎ(ㄶ,ㅀ)’ 뒤에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ㅆ]으로 발
  음한다.
4.‘ㅎ’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5.‘ㄶ,ㅀ’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다만, ‘ㅀ’뒤에서는 ‘ㄴ’이 [ㄹ]로 발음된다.

< 보 기 >
미각을 나타내는 어휘에는 기본 의미 외에 기본 의미에서 

유래하는 파생 의미가 있다.
ㄱ. 고추가 맵다.
ㄴ. 눈초리가 맵다.
ㄱ은 기본 의미이고, ㄴ은‘성미가 사납고 독하거나 결기가 
있고 야무지다’는 파생 의미로 해석된다.

11. <보기>를 참조할 때, 밑줄 친 단어의 발음으로 적절하지 않
은 것은?

① 동생은 잘 먹지도 않던[안턴] 음식을 찾았다.
② 누구에게나 잊히지[이치지] 않는 추억이 있다. 
③ 무엇보다 나는 이번 일에 참여하기 싫소[실쏘].
④ 저쪽에서 표를 끊는[끈는] 사람이 우리 형이야.
⑤ 누나는 물이 끓나[끌나] 보려고 부엌으로 갔다.

12. <보기>를 참고할 때, 어휘의 의미 양상이 다른 것은?

① 무슨 소설이 이렇게 싱겁게 끝나니?
② 영희는 모처럼 달콤한 잠에 빠졌다.
③ 감은 약간 덜 익어서 조금 떨떠름해요.
④ 여름에 수박 장사를 해서 짭짤하게 재미를 보았다.
⑤ 그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앞에서 씁쓸하게 웃고 말았다.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단

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
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쓸어 보
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
여다본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
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아름다운 순이(順
伊)의 얼굴이 어린다. 소년(少年)은 황홀히 눈을 감아 본
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아름다
운 순이(順伊)의 얼굴은 어린다.

- 윤동주,「 소년(少年)」
(나) 견우직녀도 이 날만은 만나게 하는 칠석날

나는 당신을 땅에 묻고 돌아오네

안개꽃 몇 송이 함께 묻고 돌아오네
살아평생 당신께 옷 한 벌 못 해주고
당신 죽어 처음으로 ㉠베옷 한 벌 해 입혔네
당신 손수 베틀로 짠 옷가지 몇 벌 이웃께 나눠주고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돌아오네.
은하 건너 구름 건너 한 해 한 번 만나게 하는 이 밤
은핫물 동쪽 서쪽 그 멀고 먼 거리가
하늘과 땅의 거리인 걸 알게 하네
당신 나중 흙이 되고 내가 훗날 바람 되어
다시 만나지는 길임을 알게 하네
내 남아 밭 갈고 씨 뿌리고 땀 흘리며 살아야
한 해 한 번 당신 만나는 길임을 알게 하네 

- 도종환,「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다) 해가 가고 봄이 와도 까맣게 몰랐다가             

歲去春來漫不知
새소리가 날로 변해 웬일인가 하였다네            

鳥聲日變此堪疑
비가 오면 집 생각이 다래덩굴같이 뻗고           

鄕愁値雨如虅蔓
겨울을 난 야윈 몰골 대나무 가지 같아           

 瘦骨輕寒似竹枝
세상 꼴 보기 싫어 방문은 늦게 열고              

厭與世看開戶晩
찾는 객 없을 줄 알아 이불도 늦게 개지           

知無客到惓衾遲
무료함을 메우는 법 자식들이 알았는지            

兒曹也識鎖閑法
의서(醫書)에 맞춰 빚은 술 한 단지 부쳐 왔네     

鈔取醫書付一鴟
어린 종이 천릿길을 가지고 온 편지 받고          

千里傳書一小奴
초가 주점 등잔 아래 홀로 앉아 한숨짓네          

短檠茅店獨長吁
어린 자식이 농사를 배운다니 아비 반성하게 되고  

稚兒學圃能懲父
병든 아내 ㉡옷을 꿰매 보냈으니 남편 사랑 알겠네 

病婦緶衣尙愛夫
좋아하는 것이라고 이 멀리 찰밥을 싸 보내고      

憶嗜遠投紅穤飯
굶주림 면하려고 철투호*를 팔았다네              

救飢新賣鐵投壺
답장을 쓰려 하니 달리 할 말이 없어              

旋裁答札無他語
뽕나무나 수백 그루 심으라고 부탁했네            

飭種檿桑數百株
- 정약용,「 새해에 집에서 온 서신을 

받고〔新年得家書〕」
* 철투호 : 투호(投壺) 놀이에 쓰는 철로 만든 병.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에는 비극적인 상황을 감내하려는 의지가 드

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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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와 (다)는 계절감이 환기되면서 시적 분위기가 형성
되고 있다.

③ (나)와 (다)에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이 표
출되어 있다.

④ (가), (나), (다)에는 회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사회의 모
습이 구체화되어 있다.

⑤ (가), (나), (다)는 시어를 연쇄적으로 배치하여 산문적 
진술에 리듬감을 주고 있다.

14.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단풍잎’과‘뚝뚝 떨어진다’는‘슬픈 가을’을 구체적인 감각으

로 형상화하고 있다.
② ‘단풍잎이 떨어져 나온 자리’에서‘하늘’로의 시선 이동은 

이상 세계에 대한 소년의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③ ‘손바닥’을‘다시’들여다보는 소년의 행위는‘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을 떠올리는 소년의 내면과 연결되고 있다.
④ ‘슬픈 얼굴’은‘슬픈 가을’과 호응되면서‘아름다운 순이’에 

대한 소년의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⑤ ‘눈’을 감아도‘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어린다’라는 표현에

는‘순이’를 향한 소년의 마음이 함축되어 있다.

15. (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감상하고자 할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행 시간적 
배경

‘당신’의 
이미지

화자의 
태도

1~7행 이 날 안개꽃 돌아오네
8~14행 이 밤 흙 알게 하네
① ‘1~7행’에서 사별로 인한 화자의 슬픔은‘8~14행’에서 재

회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고 있다.
② ‘돌아오네’는‘이 날’과 관련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면서 

상실감을 내포하고 있다.
③ ‘이 밤’은‘알게 하네’와 연결되어 화자가 인식을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④ ‘안개꽃’과달리‘흙’으로 형상화된 이미지에는‘당신’과의 만

남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
⑤ ‘돌아오네’와 대립되는‘알게 하네’는 현실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16. (가)와 (나)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① 설화의 인물과 사건을 빌려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② 처음과 끝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③ 시어나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④ 문장 부호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주목하게 하고 있다.
⑤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1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 ㉡은 모두 화자의 고단한 현실을 잠시 잊게 해 주고 

있다.

② ㉠과 ㉡은 모두 화자에게 가난했던 지난날을 추억하게 하
고 있다.

③ ㉠은 부유한 삶을 살았던‘당신’을, ㉡은 검소한 삶을 사는
‘아내’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④ ㉠은‘당신’에 대한 화자의 회한을, ㉡은‘아내’에 대한 화자
의 고마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⑤ ㉠은‘당신’의 소중함에 대한 화자의 자각을, ㉡은‘아내’의 
뛰어난 재주에 대한 화자의 감탄을 이끌어 내고 있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흔히 ‘-면’, ‘ -니까’, ‘ -어서’는각각 ‘조건’, ‘ 이유’, ‘ 원인’

을 의미하는 연결어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인과 
관계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통합된 기준으로 볼 필요도 
있다. 인과 관계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사건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묶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 필요
한 요소로, ‘시·공간적 인접성’, ‘시간적 선후 관계에 입각한 계
기성’, ‘필연성’등이 거론된 바가 있으나, 이들 모두 인과 관계
를 맺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
이 많다. 그중 특히 많은 비판을 받은 요소는 ‘필연성’으로서, 
흄은 ‘필연성’은 의식의 산물일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조건
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 대신 ‘상례성(常例性)’이라는 조건을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인과 관계는 A라는 것과 유사한 사
건이 있은 후에 B라는 것과 유사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그에 
뒤따르는 경우에 확립된다.

이러한 견해는 ‘-면’과 ‘-니까’, ‘-어서’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니까’는 인과관계의 ‘발견’을, 
‘-면’은 인과관계의 ‘정립’을, 그리고 ‘-어서’는 인과관계의 ‘적
용’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⑴의 예를 통해 좀 더 자
세히 살펴보자.

⑴ ㄱ. 봄이 오니까, 꽃이 핀다. ㄴ. 봄이 오면, 꽃이 핀다. 
ㄷ. 봄이 와서, 꽃이 핀다.

⑴ -ㄱ은‘봄이 오는 사건’과 ‘꽃이 피는 사건’ 사이의 계기
적 연속성을 경험한 후 그 두 개의 개별 사건사이에 인과 관
계가 있음을 ‘발견’한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하나
의 인과 관계가 법칙으로 ‘정립’되게 되는데, 이를 표현한 것이 
⑴ -ㄴ이다. 말하자면 ⑴ -ㄴ에서 연결된 두 개의 사건은 유
형 사건이며, 그 두 사건 사이의 관계는 상례적인 것이다. 한
편 ⑴ -ㄷ은 ⑴ -ㄴ과 같이 정립된 인과 관계를 개별 사건 
간의 관계에 ‘적용’한 셈이 된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이 연결 어미들, 특히 인과 관계 정립의 
전·후 단계를 대표하는 ‘-니까’와 ‘-어서’의 통사적 특성은 완
연히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니까’, ‘-어서’가결합한 인
과 관계 구문은 시제형태소와의 결합 양상에 있어 차이를 보
인다. 선행절에 과거 시제 형태소를 결합시키는 경우를 살펴보
자.

⑵ ㄱ. *봄이 왔어서, ……. (*는 비문법적인 문장임  
                 을 표시)
            ㄴ. 봄이 왔으니까,  {꽃이 피었다 / 꽃이 핀다 /  
              꽃이 필것이다.}

         ⑵ -ㄱ의‘-어서’는 아예 선행절에 과거 시제 형태소  
           를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⑵ -ㄴ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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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1. 윤의 사무실 안(낮)
 제약 회사 중역실답게 정신 신경 안정제, 정력 강장제, 간

장 강화제 등의 광고포스터들이 벽에 붙어 있다.
 깨알 같은 숫자로 가득 찬 장부.
ⓐ E. 멀리 전화벨 소리, 문 여닫는 소리, 가까이 타이프라

이터 소리 등.
 장부 안 숫자가 개미 떼가 되어 어지럽게 우글거린다.
 초점이 흐려지는 장부.
 머리가 띵한 듯 아스피린 한 알을 꺼내 글라스의 물로 삼

키는 윤.
ⓑ 탕! 하고 장부를 닫고 품의서에 이니셜을 해서 사원에게 

넘겨준다.
 책상 위에는“윤기준 상무이사”라고 쓰인 팻말.
 일어나서 유리창 밖을 내다보는 윤의 눈에 비치는 거리.
 E. 요란한 타이프라이터 소리와 전화 소리가 소란한 자동

차의 클랙슨 소리와 급정거하는 금속성 소리 등으로 바뀐다.
 부감*되는 화면에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들이 어지럽게 

왕래한다.
 소란한 소리.  창밖을 내다보며 포켓에서 담배를 꺼내는 윤.
 Ins. (담뱃갑에 써 붙인 쪽지) 지금 이 담배 한 대 대신 

은단 3알이 어떨까요?

< 보 기 >
ㄱ. 비가 많이 오면, 하수구가 넘친다.
ㄴ. 비가 많이 오니까, 하수구가 넘친다.
ㄷ. 비가 많이 와서, 하수구가 넘친다.

까’는 선행절에 과거 시제 형태소를 허용하며, 이와 동
시에 후행절에 모든 시제의 실현이 가능하다. 이는 선
행절과 후행절의 인과 관계가 긴밀할수록 서로에 대해 
의존성이 커지면서 결합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이다. 
즉 ‘적용’의 단계인 ‘-어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인과 
관계가 매우 긴밀한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시제 형
태소와의 연결에 제약이심하고,‘발견’의 단계인 ‘-니까’
는 인과 관계가 덜 긴밀한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시
제 형태소와의 결합에 제약이 ㉡따르지 않는 것이다.
또, 명령형과 청유형의 선행절에는 ‘-니까’를 쓸 수 있
지만 ‘-어서’는 대체로 쓸 수가 없다.

⑶ 추우니까, 문을 닫아 주세요(닫읍시다). / *추워서, 
문을 닫아 주세요(닫읍시다).
⑶에서 보듯이, 명령과 청유는 기본적으로 청자의 행위
와 관련되기 때문에 인과 관계의 정립이 청자에게 요청
되는 상황인데, 청자의 인과 관계 인정 여부가 미확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과 관계 정립의 전 단계인 ‘-니
까’를 쓰게 되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선행절과 후행
절의 인과 관계가 긴밀한 ‘-어서’보다는 덜 긴밀한 ‘-
니까’가 명령형과 청유형의 선택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
이다.

18.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과 관계 구문에 나타난 사건들 간의 관계
② 연결 어미를 사용한 인과 관계 표현의 적절성
③ 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탐구
④ 문장 연결의 유형에 따른 연결 어미의 선택 제약
⑤ 인과 관계를 표현하는 연결 어미들의 의미와 특성 차이

19.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ㄱ, ㄴ, ㄷ을 종합해 보면 인과 관계 형성의 인지 과정이 
연결 어미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ㄱ은‘비가 많이 오는 사건’과‘하수구가 넘치는 사건’사이에 
인과 관계가 정립된 것을 표현한 것이다.

③ ㄴ은‘비가 많이 오는 사건’과‘하수구가 넘치는 사건’사이의 
관계가 상례적인 것임을 표현한 것이다.

④ ㄴ과ㄷ은‘비가 많이 오는 사건’과‘하수구가 넘치는 사건’사
이의 계기적 연속성을 경험한 후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공
통적이다.

⑤ ㄷ은‘비가 많이 오는 사건’과‘하수구가 넘치는 사건’사이에 
정립된 인과 관계가 개별 사건에 적용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20. [A]의 ‘⑵’와 ‘⑶’에 대한 설명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통사적인 차원에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인과 관계가 뒤

바뀌어 나타나기도 한다.
② 선행절과 후행절의 인과 관계에 대한 청자의 인정 여부가 

연결 어미의 선택을 결정한다.
③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의 인과 관계가 긴밀하면 긴밀할수

록 통사적 구성에 제약이 따른다.
④ 상황에 따라서는 특정한 형태소뿐만 아니라 특정한 서술

어에 의해 인과 관계가 표현되기도 한다.
⑤ 원인을 나타내는 선행절보다 결과를 나타내는 후행절의 

비중이 더 크므로 후행절의 의미에 따라 선행절의 연결 어
미가 결정된다.

21. 다음의 밑줄 친 것 중 ㉠, ㉡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을 바
르게 짝지은 것은?

㉠ ㉡
① 그가 하는 대로 따라서 했다. 아무도 그의 음식 솜씨를 따

를 수 없다.
②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 
개발에 따른 공해 문제가 심
각하다.

③ 강을 따라 내려가면 그곳에 
도착한다.

맹목적으로 유행을 따르지 
말라.

④ 우리 집 개는 아버지를 유난
히 따른다.

계절에 따라 다양한 꽃이 핀
다.

⑤ 연구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
를 것이다.

어머니를 따라 시장 구경을 
갔다.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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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쪽지 내용의 아내 목소리.
 담배를 도로 넣고 은단 케이스를 꺼냈다가 도로 담배를 꺼

내문다.
 창에서 돌아서는 윤.
 E. 소란한 거리의 소음 소리가 이번에는 요란한 전화벨 소

리와 타이프라이터 소
리로 바뀐다.
<중략>

S# 4. 윤의 방 안(저녁)
  여행용 케이스에 화사한 남성용 의류와 세면도구 등이 차

곡차곡 담겨진다. 챙
겨 넣는 손,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담겨지곤 하던중 액자에 

든 남녀 사진 한틀. 
(Ins.) 의젓하고 여유 있어 보이는 아내와 윤의 나란한 사진.
 방에 붙은 욕실에서 나오는 윤, 로우브를 벗는다.
 넥타이를 매어 주는 아내의 손에 맡기고 목을 길게 하고 

있는 윤의 상반신.
윤：하필 무진에서 쉬어야 하나? 원…….
아내：당신 요즘 안색 보면 제가 바싹바싹 마르는 것 같아

요. 어머님 성묘도 하
실 겸 좋지 않아요? 저도 같이 갔으면 좋겠지만 이번 주주 

총회 작전에는 아버님 옆에 제가 꼭 붙어서 다녀야 할 것 같
으니……. 푹 쉬시다 오시믄 대 회생 제약

주식회사의 전무 이사님 자리가 기다리구 있을 테구…….
S# 5. 같은 방 창밖 풍경(저녁)

가로등이 일제히 켜지고 집집마다 불이 켜진 아름다운 저녁
풍경.
S# 6. 이모 집 마루(밤)

(회상)(과거) 
처마 끝에 내다 걸은 희미한 전등에 하루살이 와 불나

방들이 모인다.
- CU -

S# 7. 침대차 안(밤)
많은 하루살이가 들어가 죽은 희미한 전등불.
- CU -
 후덥지근한 침대차 안.
 유리창에 비치는 윤의 얼굴. 창밖으로 도회의 불빛이 스쳐 

지나간다.
 이윽고 불빛 드물어지고 어둠.
 E. 달리는 기차의 굉음 소리.
장인：ⓓ E. 비행기로 가서 바꿔 타구 가믄 빠르긴 허것지만 

항공 여행이란 위험헌 것이니 기차루 가두룩 허게(명령조다)!
윤：E. 네, 아무렇게나 좋습니다.

S# 8. ○○시 역(이른 아침)
윤, 대합실을 나오다가 미친 여자를 본다. 나이롱 치마저고

리에 핸드백과 파라솔 등 제법 진한 화장의 멋쟁이다.
구두닦이들, 그리고 아이스케키 장수 아이들이 어울려 여자 

뒤를 줄줄 따르고 있다.
소리`1：E. 공부를 많이 해서 돌아 버렸디야.
소리`2：E. 아녀, 남자한테서 채여서여.
소리`3：E. 저 여자 미국 말도 참 잘한다. 물어 볼끄나?

구두닦이, 찝쩍거리면 비명을 지르는 미친여자 .
S# 9. 바닷가 집 방 안(밤)

(과거)
비명 지르며 악몽에서 깨어나는 윤.
식은땀을 흘린다. 방문을 열면 바닷가.
파도들이 밀려와서 밀려가고 (시간이 공허하게 흐른다).

S# 10. 이모 집 건넛방(낮)
(과거)
골방 문 벌컥 열리며 비명을 지르고 뛰어 나오는 윤. 어머

니가 어이없는 얼굴로
본다.
윤：ⓔ 더 이상 못 숨어 있겠어요! 미칠 것 같단 말예요. 

미치더라도 일선에 나가서 미치겠어요. 이대로 내가 미치거든 
내 일기책 첫 장에 적어 놓은 이유들 때문일 터이니 그걸 참
고해서 치료해 보세요!

옷고름에 눈물 닦는 어머니.
돌아앉아 책상에 머리를 파묻고 흐느끼는 윤.

S# 11. 시골 자동차길(낮)
도망하듯이 시골의 자갈길을 달리고 있는 버스.

S# 12. 버스 안(낮)
버스 차창에서 내다보이는 풍경이 주마등같다.
가로수와 논, 밭 등을 뒤로 휙휙 보낸다.
산 틈으로 지저분한 바다가 보인다.

- 김승옥,‘ 안개’-
* 부감：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봄

< 보 기 >
 영화의 소리는 진원지에 따라 내재음과 외재음으로 나뉜

다. 내재음은 영화가 진행

22.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① ‘윤’은‘장인’의 일방적 지시에 대해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② ‘윤’은 고향 방문을 권유하는 것에 대해 기꺼워하지 않고 

있다.
③ ‘아내’는 남편의 출세를 원하지만 구체적 방법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④ ‘아내’는 과도한 업무로 얻은 병 치료를 위해 남편에게 귀

향을 권유한다.
⑤ ‘윤’은 고향에서 고생하시는 어머니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

을 지니고 있다.

23. ‘하루살이’와 ‘미친 여자’의 공통된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됨을 암시한다.
② 과거와 현재의 문명 충돌을 상징한다.
③ 삶에 대한 성찰을 하게 하는 매개체이다.
④ 과거 장면과 현재 장면을 효과적으로 연결한다.
⑤ 공간의 변화에 따른 인물의 정서 변화를 예고한다.

24.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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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영상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외재음은 영상 밖에 존
재하는 것이다. 화면 안에 보이는 인물이나 사물의 소리는 
내재음이고, 화면 안의 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화면 
속에 존재하는 소리는 외재음이다. 내재음이 화면 안의 영
상을 그대로 나 타내 주는 사실주의적 방식인데 반해, 외재
음은 외면보다는 내면의 심리나 정서나 상징적 의미들에 더
욱 주력한다.

< 보 기 >
ㄱ. 일정한 기간의 근무 시간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일

간 근로 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용
자가 연장 근로 수당 지급 의무 및 처벌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탄력적 근로 시간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
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ㄴ.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
한다. 

ㄷ.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회의 생리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상용 근
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단시간 근로
자에게도 부여된다. 생리 휴가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 일
수의 개근을 불문한다.

① ⓐ는 사무실 장면의 영상에서 발생하는 소리이므로 내재
음으로 볼 수 있다.

② ⓑ는 장부를 닫고 품의서에 이니셜을 하는 장면이므로 내
재음으로 볼 수 있다.

③ ⓒ는 아내와 윤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소리이므로 
내재음으로 볼 수 있다.

④ ⓓ는 기차를 타기 전에 장인이 윤에게 해 주었던 말이므
로 외재음으로 볼 수 있다.

⑤ ⓔ는 과거 윤과 어머니가 대화하던 장면에서 나오는 소리
이므로 내재음으로 볼 수 있다.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여성은 남성과 달리 임신출산수유라는 생리적 특성을 가

지고 있으므로, 노동 현장에서 특별한 보호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 마련된 조치가 모성 보호이다. 모성 보호는 여
성 근로자의 임신, 출산 및 육아 등 국민 재생산 활동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며, 이런 모성 보호 관련 법률로는 '근
로 기준법',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 보험법' 등이 있다. 

(나)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모성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노동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 근로자가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어서 근로 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기업들이 경기의 변화에 따라 자의적으로 인력 
규모 조정을 하며 근로자를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노
동 시장의 유연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정규직 여성 근로
자의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인건비 절감과 노무 관리 전략
에 따른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증가, 아르바이트나 파트타
임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와 거의 동
일한 시간 동안 일하게 하면서도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
하지 않을 목적으로 명칭만 '파트타임'으로 부르는 명목 
시간제의 증가 등은 여성 근로자를 괴롭게 만들고 있다. 
정규직과 비슷한 시간과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차별 임금
과 변칙적인 고용 형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여성 근로자가 임시적으로 고용된 상
황에서 모성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다) 우리나라에서 근로 여성에 대한 모성 보호 책임은 그동

안 근로자 자신과 사업주의 책임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
에 모성 보호를 위한 재정적 투자나 국민 재생산 활동에 
대한 노력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는 모성 
보호와 국민 재생산 활동을 근로자나 사업주 수준의 '소극

적 차원'에서 실행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
을 지키기 위해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경제적 보장인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서 국민 재생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고, 국민의 의식이 바뀌도록 하는 '적극적 차원'에
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 세계적으로 볼 때 국가가 출산 휴가 비용을 직접 부담하
여 출산을 장려하고, 모성 보호 수당을 실업 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하여 일정 부분 출산 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혜택을 주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모성 보호 제도를 연금 제도나 가족 수당 제도에 포함시
켜서 실시하는 국가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는 사회 보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
직 출산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미흡한 실정이
다. 따라서 출산 휴가, 육아 휴직과 관련해 다양한 각도에
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 우리나라의 경우 모성 보호 비용을 사회화하는 과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이다. 현재 
사업주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기
간 동안의 소득 보장도 사회 공동체 몫으로 전환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가정 내에서 부부 간의 역할 분
담과 평등한 관계가 정착되어야 하고 직장 내에서 모성 
보호 기능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과 기업의 의식 변화와 관련이 있다.
② 여성 근로자의 능력 발휘에 기여할 것이다.
③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④ 모성 보호에 대한 적극적 차원의 접근이다.
⑤ 양성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26. 위 글을 읽은 독자가<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ㄱ은 명목 시간제의 증가를 방지하는 직접적인 대책은 아
니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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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우리말에는 일부의 제한된 조사와 결합하는 명사들이 있

다. 그런데 이런 명사는 주로 한자어에 많이 나타난다.

< 보 기 >

 

② ㄴ에서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이라는 문구는 출산과 
수유라는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로군.

③ ㄷ은 외국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군.
④ ㄴ과 ㄷ은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한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하겠군.
⑤ ㄱ~ㄷ은 모두 모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군.

27. 위 글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① 모성 보호의 취지는 무엇인가?
② 외국에서 시행하는 모성 보호 제도는?
③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④ 모성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요인은?
⑤ 사업주가 모성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양 중세 시대, 동쪽의 비잔틴 세계와 서쪽의 라틴 세계에

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축의 형태 중 하나는 바로 요새 건
물이다. 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자리 잡아 멀리 떨어진 곳
에서도 볼 수 있는 이 건축물은 본질적으로 당시 봉건 사회의 
정치적 ⓐ양상(樣相)과 관련되어 있다. 중세의 유럽은 봉건적 
귀족 정치의 잘 조직된 시스템에 의해 다스려졌다. 이러한 봉
건 질서는 독립적으로 발전해 왔는데, 그 핵심 인물은 군사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정도의 부를 가진 무장 기마 군인인 
기사였다. 기사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소유한 토지에서 얻는 수
익, 그리고 그 땅을 관리하는 농노와 영지에 대한 통치권을 가
지고 있었다. 요새는 그러한 ⓑ권력(權力)을 가진 기사들이 사
는 거주지였다. 

요새를 짓는 데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가를 보면, 그 요새의 
주인이었던 기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11
세기에 이르러 기사 계급은 매우 확고하게 그 기반을 다졌으며, 
왕과 교회의 묵인 아래 기사가 인근 지역을 약탈함으로써 자신
의 부를 증가시키는 일이 보편화되기도 했다. 그 결과 적의 위협
에 대한 방어의 요구가 커졌으며, 튼튼하고 견고한 요새의 실용
성이 강조되었다. 그래서 중세의 성당이나 교회와는 달리 요새에
서는 아름답고 화려한 예술미를 찾기 어렵다. 

초기의 요새는 고지(高地)에 세워지고 울짱*으로 둘러싸인 탑
에 지나지 않았다. 단단하고 가파른 토대 위에 우뚝 솟아 있는 
이른바 ㉠노르만 요새가 초기 요새 건물의 대표적 형태이다. 기
사들은 ⓒ불굴(不屈)의 의지를 지닌 적도 쉽게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곳에 요새를 지으려고 언덕이나 산봉우리를 찾았지
만, 그런 위치에 요새를 건설하는 작업 자체가 기술적으로 복잡
하고 어려움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중에는 평지에 요새를 지으
면서 해자*, 흙벽, 띠 모양의 석벽을 갖춰 방어 기능을 높였다. 

평지 요새 중 유명한 것은 1200년경 센 강변에 건립된 
사자 왕 리처드의 요새 가일라르 성이다. 이 요새에는 
궁전과 기사실, 예배당이 있는 규모가 가장 작은 내성
(內城), 이를 둘러싸고 있으며 작업장이 포함된 가사 공
간, 식량 창고, 무기 저장고, 마구간, 우물 등 생활 공간
이 위치한 주성(主城), 병사들의 주둔지이며 외부 방문
자의 숙소가 있는 중간 성, 중간 성과 도개교*로 연결되
어 있으며 적의 출현을 감시하며 1차적으로 적을 저지

하는 전성(前城) 등 무려 네 개의 성이 존재한다. 그리
고 해자를 갖추고 있으며 성벽에 탑, 보루 등을 세워 요
새의 전형적인 ⓓ구조(構造)를 보여 주고 있다. 
서양 중세 시대 유럽 전역에는 대략 3만 개의 요새가 지
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새 건축은 유럽의 민족이 정
착하게 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요새를 통해 국경
과 무역로를 보호받을 수 있었고, 대다수 평지 요새의 경
우 요새 안의 생활 공간이 주거 지역으로 변화했기 때문
이다. 이러한 주거 지역은 후대에 도시로 발전했다.

그러나 전쟁에서 화약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요새는 
파괴되고 버려져서 방어적사회적 기능을 잃었다. 그 후 역사주의*
의 ⓔ영향(影向)으로 중세의 요새는 낭만적으로 변질되었다. 특
히 ㉡19세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요새는 그 이전 시기와는 
달리 예술성을 보태어 훌륭한 궁전이나 장엄한 대저택으로 고쳐 
지어, 귀족들이 애호하는 별장이나 휴양지로 바뀐 것들이었다.

 
* 울짱 : 말뚝 따위를 죽 잇따라 박아 만든 울타리. 또는 잇따

라 박은 말뚝    
* 해자 : 성 주위에 둘러 판 못
* 도개교 : 해자를 건너가기 위해 위로 열리는 구조로 만든 다리
* 역사주의 : 18세기에 독일 낭만파의 주요 이념에 최초로 나

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모든 사상(事象)은 역사적 생성 과
정에 있으며 가치와 진리도 역사의 발전 속에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입장

28. ⓐ~ⓔ 중,<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사례는?

① ⓐ       ② ⓑ       ③ ⓒ       ④ ⓓ       ⑤ ⓔ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신무기의 등장으로 주된 기능을 상실했다.
② ㉡은 개축(改築)한 건물로 새로운 기능을 지니게 되었다.
③ ㉠에 비해, ㉡의 외관이 화려하고 아름답다.
④ ㉠은 국가의 소유물이고, ㉡은 개인의 소유물이다.
⑤ ㉠은 주거 공간이나, ㉡은 한시적으로 체류하는 공간이다.

30. <보기>는 '가일라르 성'의 평면도이다. [A]를 참고하여<보
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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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선생님 : 두 개의 열기구 A와 B가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

니다. 그런데 두 개의 열기구는 서로 다른 속도와 
높이를 보이네요. 즉 A가 B보다 더 빠를 뿐만 아니
라 더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현상을 위 글에 드
러난 열기구의 원리와 관련 지어 살펴 볼까요?

① (가)는 통치 계층이 거주한 공간이로군.
② (나)는 훗날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로군.
③ (다)는 대외 무역과 관련이 있는 공간이로군.
④ (라)는 군사적 목적이 강한 공간이로군.
⑤ (마)는 내부와 외부의 왕래를 가능하게 하는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우나에 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사우나 문을 열면 뜨거운 열

기가 얼굴을 확 덮친다. 대개는 조금 서 있다가 뜨거운 열기를 견
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나 사우나실의 바닥이나 의
자에 앉아 보자. ⓐ서 있을 때보다 뜨거움이 덜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원리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대류라고 한다.

부피가 같은 두 개의 풍선 안에는 같은 수의 입자가 있다 그
런데 풍선의 한 쪽에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 열을 받은 풍선
의 부피가 커진다.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도 변한다. 밀도는 부피
당 질량으로 어떤 물질이 다른 것에 비해 밀도가 크다는 것은 
두 물질이 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여러 물질이 섞여 있을 때 밀도가 큰 물질일수록 아래쪽에 위치
하게 된다. 그런데 두 풍선의 입자 수가 같으므로 질량이 같을 
것이고 밀도는 부피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부피가 증가하면 밀
도는 감소하고 부피가 감소하면 밀도는 증가한다. 즉 밀도와 부
피는 반비례 관계이다. 부피는 온도에 따라 변하므로 밀도 역시 
온도와 관계있다. 즉, 풍선에 열을 가하면 온도가 증가하여 부피
가 증가하고 밀도가 감소한다. ⓑ이렇게 열을 받아 밀도가 작아
진 풍선은 열을 받지 않은 풍선보다 공중에 더 높이 뜨게 된다. 

열기구가 하늘을 나는 것도 이런 온도에 따른 밀도의 차이
를 이용하는 것이다. 열기구의 역사는 프랑스의 조제프와 에티
앵 몽골피에 형제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들은 뜨거워진 연기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것을 관찰하고 여기서 열기구의 아
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몽골피에 형제는 이를 실행에 옮겨 
1783년 9월 닭과 오리를 태운 세계 최초의 열기구 운행에 성
공하였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등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베르사이유에서 이루어진 이 비행은 8분 동
안 3㎞를 날아 탑승한 동물을 안전하게 착륙시켰다고 한다. 열
기구의 원리는 공기에 열을 가해 공기의 밀도를 변화시켜 하
늘을 나는 것이다. 열기구는 공기를 가두어 두는 구피.공기를 
데우는 버너, 그리고 사람이 탈 수 있는 바스켓으로 이루어진
다. ⓒ버너를 이용해 공기를 데우면 열기구의 구피 안에 있는 
공기가 서서히 뜨거워질 것이다. 그러면 열기구는 뜨거워진 구
피 내부의 공기에 의해 공중에 뜨게 되는 것이다. 

하늘로 올라간 열기구에서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상쾌
한 바람을 느끼게 될까? 기대와는 달리 ⓓ열기구를 타고 있는 
사람은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를 느낄 수 없다고 한다. 움직이
는 기차 안에서 바람을 느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열기구
가 주변 공기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버너는 열기구의 고도를 바꾸는 역할을 한다. 구피 속의 
공기를 계속 가열하면 열기구는 계속 상승하고 가열하지 않으
면 구피 속의 공기가 서서히 식으면서 열기구는 하강하게 된
다. 이런 원리를 고려하면 버너로 가열하는 정도를 조절하여 
고도를 바꿀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다시 지상에 내려오기 
위해서는 버너를 끄고 가열된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면 된다.

31. ⓐ~ⓔ 중 앞뒤 문맥을 통해 이유나 원인을 추리할 수 없는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32. 위 글과 관련지어 ‘열기구 비행’을 이해할 때, 그 내용이 적
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륙 버너를 켜서 열을 낸다.
② 상승 구피 주변의 공기를 따뜻하게 유지한다.
③ 비행 바스켓 속의 사람은 풍향과 풍속을 느끼지 못

한다.
④ 하강 버너의 가열을 멈춰 구피 속의 공기 온도를 제

어한다.
⑤ 착륙 버너를 끄고 구피 속 공기를 밖으로 빼낸다.

33. 위 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선생님 물음에 대한 학생의 답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피 안의 온도는 A가 B보다 더 높겠군요.    
② 구피 안의 밀도는 B가 A보다 더 크겠군요.      
③ 구피 안의 부피는 A가 B보다 더 크겠군요.   
④ 구피 안의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는 B가 A보다 더 빠르겠

군요.   
⑤ 같은 부피를 비교할 때, A보다 B 속의 입자 질량이 더 크

겠군요.

34. ㉠과 관련하여 다양한 예문을 찾아 보았다. 각 예문에 쓰인 
‘떨어지다’의 유의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모양새는 좀 떨어지지만 성능은 괜찮다. (미흡하다)    
② 어르신들은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감퇴하다)
③ 우리는 오랜 시간 떨어져 지냈다. (분리하다)    
④ 감기가 떨어지면 놀러 가자. (치료되다)    
⑤ 전략적 요충지가 적의 손에 떨어져 아군이 패하고 말았다. 

(함락되다)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악사적으로 바로크 시대는 16세기 말에 이탈리아의 피렌

체 지역에서 카메라타
(Camerata)라고 불린 일단의 지식인 그룹이 새로운 양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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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최고 성부 : 날 좀 보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 ⓐ
중간 성부 :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 ⓑ
최저 성부 : 죄짐 맡은 우리 구주 
------------------------------- ⓒ

< 보 기 >
 우리나라의 젊은 진보적 국악인들이 ‘신(新)국악 운동’을 

선도하면서 ‘슬기둥’이라는 실내악 단체를 만들었다. 슬기둥
은 전통 음악의 현대화 작업을 통해 국악을 대중화하려 노력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음악적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에는 함께 연주하지 않았던 이질적인 악기들과 협

시도한 시점에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본다. 이들이 내세운 주장
의핵심은 이전 시대의 음악이 너무‘복잡’하니‘단순’한 음악을 
하자는 것이었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의 모테트(motet)는 ‘폴리포니
(polyphony)’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복잡
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3성부(聲部)로 된 음악에서 최
저음 성부는 신을 찬양하는 라틴어 가사로 매우 느리게 노래
하고, 중간 성부는 실연의 슬픔을 담은 가사를 조금 느린 가락
으로, 맨 위의 성부는 연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고백하는 가
사를 경쾌한 선율로 노래하는 식이다. 이러한 폴리포니 음악에
서는 주선율이 존재하지 않았다. 폴리포니 음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14세기에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곡가였던 마쇼는 최저 
성부에서 일정한 리듬 패턴과 선율 패턴을 반복시켰는데, 고약
하게도 두 가지 패턴의 반복 길이를 다르게 함으로써 듣는 이
의 혼란을 극에 달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최저 성부 위에 또 
다른 성부들이 얹혀 있으니 사실상 보통 사람들이 들어서는 
그러한 패턴의 반복을 느낄 수조차 없었다.

피렌체의 카메라타 그룹은 이런 식의 복잡한 폴리포니 음악
을 ㉡마땅찮아 했다. 그들은 폴리포니 음악이 특히 노랫말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가사
의 명료한 전달을 목표로 이전의 폴리포니 음악을 단순화하는 
작업을 한 결과 탄생한 것이 음악사의 일대 전환을 가져온 ‘호
모포니(homophony)’이다. 그러나 호모포니는 폴리포니 이전의 
‘모노포니(monophony)’처럼 하나의 성부만 있는 음악을 말하
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부가 있기는 하지만 최고음 성부가 주
선율을 노래하고 나머지 성부는 주선율을 뒷받침하는 반주의 
역할을 하는 음악을 말한다. 여러 악기와 목소리가 한데 어우
러져 연주되는데도 무엇이 주선율인지 정확히 끄집어낼 수 있
는 음악이 호모포니이다. 호모포니 음악은 복잡한폴리포니 음
악에 대한 단순화 요구에 의해 생겨났다. 그러나 폴리포니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서구인의 음악적 취향이 폴리포니 이전의 
단선율 음악인 모노포니 음악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었기 때문
에 그 절충형인 호모포니 음악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바로크 시기는 음악 바깥의 사회 상황을 반영하여 다
양한 음악적 시도가 이루어진‘실험의 시대’이기도 했다. 최근 
이 시기의 음악이 폭넓게 발굴되어 연주되거나 음반의 형태로 
발표되기도 하는데, 이러한음악을 직접 들어 보면 온갖 종류의 
음악이 혼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관습적인 교
회 음악이 세속 음악의 즉흥적 자유에 의해 때로는 밝은 모습
으로, 때로는 기괴한 모습으로까지 변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느슨하게 형식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무척 자유로운 즉흥 
연주가 가해지는 이 시기의 음악은 오늘날의 재즈 음악을 연
상시킨다. 한편 이 시기에는 기악 음악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악기들에 대한 치열한 탐구도 이루어졌다. 새로운 악기들이 발
명되었고, 그렇게 발명된 이질적인 악기들 사이의 실험적인 합
주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바로크(baroque)’라는 말에는 ‘기괴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
다. 음악사적 바로크는 이러한 기괴한 음악적 실험들이 난무하
는 속에서 출발했고, 그 실험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정리해야 
할 문화사적 요구를 부여받고 있었다. 그것은 또한 중세의 봉
건적 질서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대적 요구이기도 했다. 그레고
리오 성가(모노포니)와 다성부 성악곡인 모테트(폴리포니)가 
분권적인 음들의 질서를 통해 봉건 질서를 상징한다면, 호모포
니 음악은 합리적으로 위계 질서가 부여된 중앙 집권적 사회

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카메라타 : 1573년에서 1587년 사이 피렌체의 예술 후원자
였던 조반니 데 바르디(Giovanni de’Bardi) 백작의 살롱에 모
이던 학자·시인·음악가들의 모임. 방을 의미하는‘camera’에서 
유래한 명칭.

*성부 : 다성 음악을 구성하는 각 부분(part).

3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음악 양식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기도 한다.
② 호모포니 음악은 폴리포니 음악에 비해 노랫말이 잘 전달

된다.
③ 호모포니 음악은 리듬과 선율의 패턴 반복 길이가 달라서 

혼란스럽다.
④ 바로크 시대의 온갖 음악적 실험은 바로크의‘기괴하다’는 

의미와 들어맞는다.
⑤ 바로크 시대 이전의 음악은 매우 복잡했기 때문에 호모포

니가 등장하게 되었다.

36. <보기>가 ㉠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라고 할 때,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 중에서 하나의 성부만 노래하면 ‘모노포니’가 
되겠군.

② ⓐ는 경쾌한 선율로, ⓑ는 조금 느리게, ⓒ는 매우 느리게 
불러야겠군.

③ ‘모노포니’와 ‘호모포니’의 중간 시기에 나타났던 ‘폴리포
니’양식에 해당하겠군.

④ 서로 다른 내용을 세 사람이 동시에 노래하는 방식이라 
가사 전달이 매우 어렵겠군.

⑤ ⓒ가 주선율을 노래하고 ⓐ, ⓑ가 ⓒ를 뒷받침하는 반주의 
역할을 하면 ‘호모포니’양식으로 볼 수 있겠군.

37. <보기>와 [A]에 나타난 음악인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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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을 시도했는데, 악기 조율 체계부터 달라 같은 음을 내기조
차 어려웠다. 그러나 슬기둥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연주를 
통해 대중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① 교회 음악과 세속 음악을 혼융한 새로운 음악을 시도했다.
② 형식을 파괴한 자유로운 즉흥 연주로 기존의 음악을 변용

했다.
③ 다양한 악기들에 대한 탐구를 하며 새로운 악기들을 만들

어 냈다.
④ 이질적인 악기들의 실험적인 합주를 통해 새로운 음악을 

모색했다.
⑤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의 접목을 시도함으로써 대중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38. ㉡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싫어했다.
② 귀찮아했다. 
③ 탐탁지 않아 했다.
④ 불만스러워했다.
⑤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다.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경기도 장단군에 사는 김 주부에게 매화라

는 무남독녀가 있었다. 조정의 간신들이 김 주부의 도술을 두
려워하여 해치려고 하자 매화를 남장을 시켜 길거리에 두고 
김 주부 내외는 구월산으로 들어간다. 부모를 잃은 매화는 연
안골 성인동에 사는 조 병사 집 시비에게 발견되어 그 집 아
들인 양유와 함께 글공부를 하면서 행복하게 자란다.

이때에 양유 매화를 찾아 학당으로 돌아오매 매화 눈물 흔
적 있거늘 양유가 가로되,

“그대 어찌하여 먼저 왔으며 슬픈 기색이 있느뇨. 아마도 곡
절이 있도다. 오늘 사람들이 여자가 남복을 입었다 하니 그 일
로 그러한가 싶으니 그럼 여자가 분명한가?”하더라. 매화 흔연
히 웃으며 가로되,

“어린아이 부모를 생각하니 어찌 아니 슬프리요. 또 내 몸이 
여자면 여자로 밝히고 길쌈을 배울 것이지 남복을 입고 남을 
속이리요. 본디 골격이 연연하매 지각없는 사람들이 여자라 하
거니와, 일후 장성하여 골격이 웅장하면 장부 분명하올지라.”

하고 단정히 앉아 풍월을 읊으니 소리 웅장하여 호치(晧齒)
를 들어 옥반(玉盤)을 치는 듯 진시 남자의 소리 같은지라. 양
유 그 소리 들으며 남자가 분명하되 이향(異香)이 만당(滿堂)
하여 다만 매화의 태도를 보고 마음만 상할 따름일러라.

이때는 놀기 좋은 춘삼월이라. 춘풍을 못 이겨 양유 매화를 
데리고 경개(景槪)를 따라 놀더니 서로 풍월 지어 화답하매 
매화 양유 글을 받아 보니 하였으되,

양유선득춘(楊柳先得春) 양유는 먼저 봄빛을 얻었는데,
매화하불락(梅花何不樂) 매화는 어찌 즐겁지 아니하는고.

하였더라. 양유가 매화의 글을 받아 보니 하였으되,
ⓐ호접미지화(胡蝶未知花) 나비가 꽃을 알지 못하고,
원앙부득수(鴛鴦未得水) 원앙새가 물을 얻지 못하였도다.
하였거늘 이에 양유가 그 글을 받아 보고 크게 놀라 기뻐하

여 가로되,
“그대 행색이 다르기로 사랑하였더니 풍모가 정녕 여자로다. 

그러하면 백년해로 어떠하뇨.”
매화 고개를 숙이고 수색(愁色)이 만안하여 가로되,
“나는 과연 여자이거니와 그대는 사부(士夫)집 자제요, 나는 

유리걸식하는 사람이라. 어찌 부부 되기 바라리요. 낸들 양지
작을 모르리요마는 피차 부모의 명이 없삽고 또한 예절을 행
치 못하면 문호에 욕이 되올 것이니 어찌 불효짓을 하리요. 부
모의 명을 받아 백년해로한다면 낸들 아니 좋으리까.”

양유 희색이 만안하여 가로되,
“그대 말이 당연하도다.”
마침 이때에 시비 옥란이 급히 와 여쭈오되,
“외당에 상객이 왔으매 생원님이 급히 찾나이다.”
양유 매화를 데리고 외당으로 들어가매 과연 상객이 있는지

라. 병사가 가로되,
“두 아이 상을 보라.”
한대 상객이 가로되,
“매화의 상을 보니 여자로소이다.”
병사가 가로되,
“그대 상을 잘못 보았도다. 어찌 여자라 하리요.”
상객이 가로되,
“여자가 남복을 입고 남을 속이려니와, 내 눈에 어찌 벗어나

리요.”
매화 무료하여 학당에 돌아가니라. 양유의 상을 보고 가로

되,
“내두(來頭)에 일국의 재상이 되었으되, 불쌍코 가련토다. 

나이 16세 되면 호식(虎食)할 상이오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
요.”

병사가 크게 놀라 가로되,
“어디서 미친놈이 상객이라 하고 왔도다.”
하인을 불러 쫓아내라 한대 상객 일어나 두 걸음에 인홀불

견(仞忽不見)*이거늘 실로 고이하여 살펴보니 상객 앉았던 자
리에 한 봉서 놓였거늘 즉시 개탁(開坼)*하니 하였으되,

‘양유와 매화로 부부 아니 되면 임진 3월 초삼일에 필연 호
식(虎食)하리라.’

하였더라. 병사 견필(見畢)에 대경하여 무수히 슬퍼하다가 
매화를 불러 가로되,

“너를 보고 여자라 하니 실로 고이하도다.”
하시고 무수히 슬퍼하시거늘 매화 두 번 절하고 가로되,
“소녀 어찌 기망欺\罔)*하오리까. 소녀 과연 여자로소이다. 

일찍 부모를 이별하옵고 일신을 감출 길 없사와 남복을 입고 
기망하였사오니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거늘 병사 크게 놀라며 또한 크게 기뻐하여 더욱 사랑하
여 가로되,

“오늘부터 내당에 들어가 출입치 말라.”
하시고 매화의 손을 이끌어 내당에 들어가 부인을 대하여 

가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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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A : 양유가 매화에 대해 의문을 품음 → B:양유가 매화에게 

청혼함 → C:병사의 집에 상객이 찾아옴 → D:매화가 내당에 
거처함 → E : 최 씨 부인이 양유와 매화의 혼인을 반대함

“매화는 여자라 하니 어찌 사랑치 아니하리요. 행실을 가르
치라.”

하거늘 최 씨 부인이 크게 기뻐하여 연연하더라. 이때 병사 
외당에 나가 양유를 불러 가로되,

“매화는 여자라 하니 일후는 매화로 더불어 한자리에 앉지 
말라.”

하신대 양유 어찌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리요.
차설이라. 매화는 여복을 입고 내당에 거처하고, 양유는 학

당에 있으매, 시서(詩書)에 뜻이 없고 다만 생각이 매화뿐이로
다. 월명사창(月明紗窓)*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탄식할 제,

“매화야 너는 무슨 일로 남복을 입고 나를 속였느냐. 부모의 
명이 지엄하시니 뉘로 하여금 공부하며 뉘로 하여금 노잔 말가.”

이렇듯이 자탄할 제, 이때 ㉠최 씨 부인 양유의 계모라 매화
의 인물 탐하여 매일 사랑하시더니 제 상처한 남동생 있으매 
혼사할 뜻이 있어 모계(謀計)를 꾸미더라. 하루는 병사 내당에 
들어와 부인 최 씨를 대하여 가로되,

“전일 상객이 이러이러하니 내두 길흉을 어찌하리요. 매화는 
양유와 동갑이요, 인물이 비범하니 혼사함이 어떠하리이까."

부인이 변색하여 가로되,
“병사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양유는 사부 후계요, 

매화는 유리걸식하는 아이라, 근본도 아지 못하고 어찌 인물만 
탐하리까.”

병사 옳이 여겨 가로되,
“부인의 말씀이 옳도다. 일후에 장단골 가서 매화 근본을 알

리라.”
- 작자 미상,「매화전」-

*인홀불견 _ 보이다가 슬쩍 없어져 보이지 않음.
*개탁_ 봉한 편지나 서류를 뜯음.
*기망_ 그럴듯하게 속여 넘김.
*월명사창 _ 달이 밝게 비치는 규방의 창.

39. <보기>는 위 글의 사건 흐름을 정리한 것이다.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 : 양유는 매화가 자신에게 정체를 숨기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② B : 매화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양유의 청혼을 유보하
고 있다.

③ C : 상객은 병사에게 매화와 양유를 부부로 맺어 주기를 
권유하고 있다.

④ D : 양유는 매화를 볼 수 없는 상황에 몹시 안타까워 하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⑤ E : 최 씨 부인은 매화의 근본을 내세워 혼인을 반대하고 
있다.

40. ⓐ의 작품 속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재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밝히고 있다.
② 주인공이 자신의 정체를 은근히 드러내고 있다.
③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④ 상대방에 대한 냉소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⑤ 상대방의 다음 행위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41. 다음은 수업 시간에 적은 메모의 일부이다. 이를 참고해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전 소설의 일반적 특징과 유형
�주제: 권선징악
�구성: 주인공의 일대기 형식, 대부분 행복한 결말
�사건: 사건이 우연히 발생하거나 불가능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전기적, 비현실적)
�인물: 주로 평면적 인물, 선악의 대립 구도를 취함
�고전 소설의 유형: 사회 소설, 애정(염정) 소설, 가정 소설, 

영웅·군담 소설, 풍자 소설, 우화 소설, 역사 소설
① 상객의 신이한 행동으로 보아 고전 소설의 전기적 측면이 

드러나 있군.
② 선악의 대립 구도 측면에서 보면 양유와 최 씨 부인의 갈

등이 드러나 있군.
③ 남녀 주인공인 매화와 양유의 사랑을 중심으로 보면 애정 

소설로 볼 수 있군.
④ 양유의 계모인 최 씨 부인이 혼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

에서 가정 소설의 성격도 지니고 있겠군.
⑤ 고전 소설의 일반적 결말로 미루어 볼 때 매화는 고난을 

극복하고 결국 양유와 인연을 맺겠군.

42. 사건의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에 나타난 최 씨 부인의 태
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견강부회(牽强附會) 
② 공평무사(公平無私)
③ 방약무인(傍若無人) 
④ 부화뇌동(附和雷同)
⑤ 암중모색(暗中摸索)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해방 직후 나는 닭장을 만들기 위해 마을

의 지주인 서흥수의 땅을 소작하는 목수 영감에게 일을 시킨
다. 그런데 목수 영감이 자꾸 일을 지체하게 되고, 그 이유가 
그가 서흥수로부터 소작권을 잃지 않기 위해 동분서주하느라 
경황이 없었기 때문임을 알게 된다.

우리 닭이 족제비에게 물려 갈 때 그 비둘기같이 하얀 닭이 
모가지를 잘칵 물린 탓으로 눈이 볼찐 나온 채‘깨애액 깨애액’
비명을 지르는 것을 차마 들을 수가 없고 또 그때 바로 서흥
수네 잔치 놀이터에서 오는 풍류 소리가 참으로 요란하였기 
때문에 내 손에 들린 긴 몽둥이를 가진 채 강가 놀이터로 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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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겠다고 했는데, 달려가서 그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횡행
천하하는 것을 부숴 버리겠다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못 하고 
말았다. 나는 꼭 가려고 하였다. 진정 떨리는 내 손에 쥐인 몽
둥이로 마구 짓두들겨 대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 길로 내달리지 못하고 강가가 잘 내다뵈는 
뒤뜰 높은 지대에 위선 올라서서 풍류 소리 나는 데를 내다보
고 나서 가려고 하였다. 그래 높은 데 턱 올라선즉 그와 동시
에 얼핏 내 발 아래의 채마밭 광경이 눈에 뜨이는 것이었다.

기막히는 참경이었다. 족제비를 쫓는 내 몽둥이 바람에 소떼
가 들었다 난 콩밭이었다.

해토가 되기를 기다려서 남보다 일찍 서두른 위에 연신 거
름을 들고 다니며 가꾼 탓으로 볼수록 풍성한 채마밭이었다. 
중에도 토마토는 아침저녁으로 순을 따 주고 열매를 솎아 주
고 해서 흐벅지게 굵은 열매가 관상 품으로도 제법 훌륭하던 
것이다.

그 토마토가 가지가 찢긴 놈, 그냥 나무째로 쓰러진 놈, 열
매가 굵은 까닭에 피해가 더 컸던 것 같다. 그 유난히 번들거
리는 표피에 강렬한 광선을 받아서 더한층 디글거렸다. 좁은 
곳에 삼십여 마리의 닭을 가둬 놓고 닭을 고생시킨 것도 이 
채마밭을 끝까지 이쁘게 길러 보자는 데서가 아니었던가…….

나는 그 자리에 그만 푹 주저앉아 버렸다.  <중략>
목수 영감을 데리러 갔던 철용 아버지와 목수 영감 둘이 다 

새파랗게 질려서 뛰어들어왔다. 영감은 본래 해골과 같이 마른 
얼굴, 철용 아버지는 거무퇴퇴한 기름기 도는 얼굴, 그러나 그 
두 얼굴이 똑같이 보고를 내게 할 것 같았다.

“우리 눔이 잡혀갔어요. 선상님.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목수 영감의 떨리는 소리였다. 날더러 처음 그는‘선상님’이라 

하였다. 목수 영감의 뒤를 이어 철용 아버지의 이야기는 이러
하였다.

목수 영감의 아들은 해가 한가운데 떴을 때—그림자들이 납
작해지는 때—단 혼자서 서흥수가 그 아들과 손자와 친척들과 
그 아들 친구들과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에게서 절을 받고 있
을 때 목수 영감의 아들은 호화찬란하게 차려 놓은 회갑 큰 
상을 부숴 버렸다고 하였다. 서흥수가 소리소리 지르며,

“이놈이 이게 어느 놈이냐 이게 창선이 아들놈이 아니냐.”고 
뒤뚱거렸고 그의 아들과 딸들과 그 친구와 친척들이 모두 목
수 영감 아들에게 달려들어서 붙잡고 넘어뜨리고 자빠뜨리고 
모가지를 뒤로 끌어당기고 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저 벙벙해
서 있었고(그러면서도 그들은 목수 영감의 아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얼굴들이었다고 한다.) 목수 영감은 이 판국에 
서흥수와 그의 가족들을 쫓아다니며 손을 싹싹 비벼,

“저눔이 미쳤어요. 저눔이 환장했어요.”
정말 환장한 것처럼 빌었다고 하였다. 이러는 사이에 순사가 

와서 목수 영감의 아들을 묶어가고 회갑 잔치는 흐지부지해졌
다고 하였다. 그런데 목수 영감의 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마디의 말도 없이 그저 행동만 하였다고 하였다. 열 마디의 말
보다 한 개의 참된 것, 스무 마디 서른 마디 백 마디의 말보다 
오직 하나의 진실된 행동은 세상의 온갖 귀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아닐까. 나는 옷깃을 여미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이
것은 심심할 때 쳐다보는 그런 버릇에서 나오는 것과는 달랐
다. ㉠오직 감사하는 마음에서였다.

내가 쳐부수려던 것을 대신 해 준 것이 고마워서 하는 감사
도 아니었다. 고 악착스런 인간 같지 않은 서흥수의 회갑 놀이
를 용감히 부숴 버린 것이 고마워서 하는 감사도 아니었다. 또 

나는 그의 뜻과 내 뜻이 맞는, 즉 동지적인 자리에서 고마워하
는 감사도 아니었다. 나는 그의 사상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마을 사람이 말하는 공산(共産)인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 사람
들이 말하는 소위 이승만 박사주의인지 이야기를 들어 본 일
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 안다는 것이 목수 영감의 이야기로서 
서흥수네를 미워한다는 것, 그 정도뿐이었다. 어젯저녁 같은 
때는 그를 알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지 모르나 그는 그물
그물 기어드는 황혼 속에 성문 같은 침묵을 그저 간직할 뿐이
었다. 내가 고마워서 옷깃을 여미는 마음은 이 성문 같은 침묵
—그 앞에서 하는 감사, 그것이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 하나뿐인 것이다. 침묵은 신념을 가진 자만이 간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념을 가진 자는 하늘과 함께 영원하고 태
양과 함께 길어질 진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 부채질해서 그랬어, 내 아들이…… 어엉!”
목수 영감은 철용 아버지를 탓하면서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

렸다. 철용 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서 뺑소닐 쳤다.
순사가 무섭고 서흥수네가 두려웠던 것이다. 나는 자꾸자꾸 

우는 영감에게 아들이 얼른 나온다고 안위시키고 그리고 오래
지 않아서 가난하고 우매한 농민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세상이 와서 마을 사람들이 헐벗지 아니하고 병을 앓
으면 약을 쓰고 어떠한 사람이나 배고프지 아니하고 글을 모
르는 자가 없게 된다고 말하였다. 영감은 주먹으로 눈을 씻으
며,

“정말 우리 눔이 얼른 나와요 선상님 정말 그런 세상이 와
요? 선상님.”/ 하였다.

나는 대답 대신 아주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마을의 풍류 소리가 다시 들려올 때 진정 배고픈 자 하나 

없고, 헐벗은 자 하나 없고, 병들어 약 쓰지 못하는 자 하나 
없고, 우매한 자 하나 없이 모두 배불리 먹고 뛰어 보지 않으
려느냐. 모두 좋은 옷 입고 노래부르지 않으려느냐.

- 최정희,「풍류 잡히는 마을」-

43.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물들의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의 성격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③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들의 심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④ 간접 경험한 사건에 대해 서술자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간결한 문체와 빠른 장면 전환으로 사건 진행 속도를 높

이고 있다.

44.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을 응징했기 때문에
② 굳은 신념으로 진실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③ 인간으로서 도리에 맞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④ ‘나’와 뜻과 사상이 같은 동지적인 느낌 때문에
⑤ ‘나’의 마음을 대신하여 행동으로 해 주었기 때문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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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 보 기 >
 최정희는 해방을 맞으면서 오랫동안 고수하던 체제의 변

혁에서 제기된 일련의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두었다. 특히
「풍류 잡히는 마을」에서는 소작인들이 해방에 걸었던 그들
의 기대가 실현되지 못함에 따라 체념하게 되는 과정을 사실
적으로 그리고 있다. 해방 직후 소작인들은 지주들의 가혹한 
착취로 인해 일제 강점기보다 오히려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작가는 긍정적 인물이 당시 시대적 상황에 저항하
고 좌절하는 모습을 그려 내고 있다.

45. 위 글의 공간적 구조를 <보기>와 같이 나타낼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는‘나’가 좌절감을 느끼게 된 곳이다.
② ㉮와 ㉯는 서로 다른 사건이 일어난 곳이다.
③ ㉯는‘서흥수 회갑 잔치의 풍류 소리’가 나는 곳이다.
④ ㉰는‘나’가‘목수 영감’에게 희망을 준 곳이다.
⑤ ㉰는 ㉮와 ㉯에서 일어난 사건의 계기가 되는 공간이다.

46.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승만박사주의’를 통해 해방 직후의 시대적 배경을 암시
하고 있다.

② ‘족제비’와‘닭’의 관계를 통해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를 암
시하고 있다.

③ ‘목수 영감’을 통해 잘못된 현실에 좌절하는 소작인들의 
아픔을 드러내고 있다.

④ ‘서흥수의 회갑 놀이’를 통해 좋은 세상에 대한 소작인들
의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⑤ ‘목수 영감 아들’의 행위를 통해 긍정적 인물이 시대적 상
황에 저항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창문과 방문이 모두 열려 있으면, 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하다가 점점 빨리 움직여 결국 ‘쾅’하는 큰 
소리를 내며 닫힌다. 이 현상은 자연계에서는 보기 드문 일 중
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자연 현상들은 커다란 변화가 있어도 
곧 원래의 평형 상태로 돌아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컵
에 물을 담고 흔들면 물이 흔들거리다가도 다시 잔잔한 물이 

ⓐ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이와 같이 자연계에 안정된 상태
가 존재하는 것은 그 계가 어떤 상태에서 평형을 이루고, 평형 
상태에서 약간 벗어났을 때는 다시 평형 상태로 되돌아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정된 상태에 가까운 평형 상태와 반대로 평형 상
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평형 상태에서 점점 더 멀어지려고 
하는 현상도 존재한다. 뾰족한 연필 끝을 바닥에 닿게 하여 연
필에 작용하는 중력과 연필을 누를 때 반작용으로 바닥이 밀
어 올리는 힘이 평형을 이루는 위치를 찾으면 연필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는 것은 아주 짧은 순간뿐이다. 지
나가는 바람이 불어와도 곧바로 넘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평형을 이루기는 하지만 조금만 평형점에서 멀어지면 계
속 평형 상태와 멀어지는 지점을‘불안정한 평형점’이라고 한다. 
바람이 불 때 방문이 쾅 닫히는 현상도 ㉠불안정한 평형점이 
존재하는 현상에 아주 작은 원인이 가해졌을 때 일어나는 것
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창문을 열어 놓았을 때 열린 방문이 
천천히 움직이다가 결국 쾅 닫히는 현상은 두 개의 간단한 원리
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연속 방정식이라 부르는 것이고, 다
른 하나는 베르누이의 정리이다. 연속 방정식이란 공기나 물과 
같은 유체가 흘러갈 때 어디서 갑자기 유체가 생기거나 없어지
지 않는다는 것이다. 입구가 출구보다 작은 파이프 안에 물이 
흘러간다고 해 보자. 물의 밀도는 일정하고, 넓은 부분에서 단위 
시간당 흘러나오는 물의 양은 좁은 부분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
의 양과 항상 같아야 한다. 넓은 부분은 면적이 크므로 나오는 
물의 속도는 느릴 것이고, 반대로 좁은 부분은 면적이 작으므로 
속도가 빨라야만 나가는 물과 들어오는 물의 양이 같아진다.

한편, 베르누이의 정리란 유체가 흐를 때 높이가 같은 경우 
속도가 빠른 곳에서의 유체의 압력이 작아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체가 좁은 관을 통과할 때는 속도가 빨라지고 넓은 관
을 통과할 때는 속도가 느려지는데,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작아지고 속도가 느려지면 압력이 증가하는 것이다.

㉮바람 부는 날 창문과 방문이 열려 있어서 창문을 통해 바
람이 들어오고, 이 바람이 방문을 통해 나감에 따라 방문이 닫
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때 방문은 방 안에서 잡아당겨야 
열린다고 하자.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은 방문을 통해 나가게 
되는데, 베르누이의 정리에 의하면 이때 공기가 거의 정지해 
있는 방문 안쪽보다 공기가 흘러 나가는 방문 바깥쪽의 압력
이 작아진다. 압력이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인데, 방문 안
쪽보다 바깥쪽의 공기 압력이 작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압
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즉 방문이 닫히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된다. 이때 입구가 좁아질수록 흐르는 바람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연속 방정식을 머리에 떠올리면 좁아진 문틈으로 
나가는 바람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방문 안팎의 압력 차는 더 커지면서 더 큰 힘
으로, 그리고 더 큰 속도로 방문이 닫히다가 결국 쾅 소리를 
내게 된다.

4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학적 이론의 다양한 분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② 과학적 근거를 들어 통념의 오류를 비판하고 있다.
③ 실험 결과로부터 특정한 원리를 이끌어 내고 있다.
④ 가설을 제시하고 과학적 원리를 통해 검증하고 있다.
⑤ 구체적 현상에 들어 있는 과학적 원리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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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48. 위 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에서 Ⓑ로 갈수록 방문이 닫히는 속도는 더 빨라진다.
② Ⓐ일 때보다 Ⓑ일 때 방문 안팎의 압력 차가 더 크다.
③ Ⓐ일 때보다 Ⓑ일 때 방문 바깥으로 흐르는 바람의 속도

가 더 빠르다.
④ Ⓑ일 때보다 Ⓐ일 때 방문 바깥쪽의 공기 압력이 더 크다.
⑤ Ⓐ와 달리 Ⓑ일 때는 방문 바깥쪽보다 방문 안쪽의 공기 

압력이 더 작다.

49.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볼록 렌즈를 이용하면 작은 물체가 크게 보이는 것
②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후에 오랫동안 여진이 발생하는 것
③ 쌓여 있던 눈에 돌멩이를 던졌을 때 눈사태가 일어나는 것
④ 외국에서 들여온 생물종이 국내의 생태계에 잘 적응하는 것
⑤ 달이 지구와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현상에 따라 바닷물의 

높이가 달라지는 것

50.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나는 커서 기자가 되고 싶다.
② 이 사람은 제 아우가 됩니다.
③ 이 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50명이 되었다.
④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안심이 되었다.
⑤ 당분의 농도가 50% 이상이 되면 미생물의 발육이 억제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
    (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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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건을 지니고 다니기 위해 보자기를 

사용했다. 특히 조각보는 각기 다른 색채와 모양의 천들을 조
화롭게 배열하여 아름답게 만들어 낸 것으로 세계에서 그 유
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 특유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색색의 조화가 아름다워 하나의 예술품으로 인정을 받
고 있다.

보자기는 넣은 물건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자체로 독
자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서양의 가방과 달리 싸는 물건의 
부피에 따라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면서 물건을 그대
로 감싼다. 그리고 쌀 것이 있을 때에는 존재하다가도 쌀 것
이 없으면 하나의 평면으로 돌아가 사라져 버리는 게 특징이
다. 또한 보자기는 물건을 싸는 기능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리
거나 덮기도 하며, 자리에 까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착안점 
보자기 ≒ 학생

2013 수능 언어 EBS 
정선 모의고사 5회

1

6. <보기>를 바탕으로‘바람직한 학교생활’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할 때, 이끌어 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신이 맡은 다양한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겠어.
②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융통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겠어.
③ 자신의 여러 특성들을 조화롭게 발현할 수 있도록 애써야

겠어.
④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감정을 너무 드러내서는 

안 되겠어.
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책임을 다한 뒤에는 욕심을 

내지 말아야겠어.

7. ‘청소년 고민과 그 해결 방안’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할 때, <보
기>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통계 자료
1. 청소년 고민 이유 단위(%)

외모, 
건강

친구, 
이성

가정 
환경

성적, 
진로 기타

16.2 4.8 5.1 62.6 11.3
- 통계청, 2010 -

2. 청소년 고민 상담 대상 단위(%)
부모 교사 형제

자매 친구 스스로 
해결 기타

21.9 1.2 4.8 53.6 13.9 4.6
- 통계청, 2010 -

(나) 신문 기사
청소년 관련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을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민
을 해결하지 못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
로 보아 10대 개인의 문제로만 돌리는 경향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문제를 부모와의 대화 부
재와 돈을 벌기 위해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몰고 가는 교육 등 가
정과 학교, 사회 전체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로 봐
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청소년들을 이끌어 줘야 할 어
른들의 무관심으로 청소년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보고 
있다.                                   - ��일보 -

(다) 청소년 인터뷰
저는 성적과 진로 때문에 고민이에요. 하지만 부모님과 

제 고민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 본 적이 없어요. 부
모님과 이야기하고 싶어도 부모님께서 많이 바쁘시기도 하
고, 저 역시 입시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주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지만 답을 찾지는 못하죠.

① (가)+(나) : 청소년들의 다양한 고민들이 청소년 관련 문
제로 발전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② (가)+(다) : 청소년들의 고민 상담 대상이 주로 또래에게 
편중되어 있음을 언급한다.

③ (나)+(다) : 청소년들과 부모의 소통 부재가 가족 관계만
의 문제가 아님을 제시한다.

④ (나)+(다) : 청소년들의 고민에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⑤ (가)+(나)+(다) : 청소년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
의 경제적 부담 해결과 상담 기관의 확충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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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서론：생활 체육의 현황
본론
Ⅰ. 생활 체육의 필요성
  1. 운동 기구의 발달
  2. 건전한 여가 활용 수단
  3. 공동체 의식과 사회성 함양
  4. 체계적인 생활 체육 진흥 정책의 부재
Ⅱ. 생활 체육 활성화의 장애 요인
  1. 체육 시설의 부족
  2. 한정된 프로그램
  3. 우수한 생활 체육 지도자의 부족
Ⅲ. 생활 체육의 활성화 방안
  1. 체육 시설의 확충
  2. 유소년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3. 중·장기적 생활 체육 진흥 정책의 수립과 추진
결론：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 촉구 < 보 기 >

�보도 사진의 특징을 드러낼 것.
�사진전 관람을 간접적으로 권유할 것.
�비유적 표현을 적절하게 활용할 것.

< 보 기 >
ㄱ. 나는 꿈을 (쫓아, 좇아) 일 년 전에 한국에 왔다.
ㄴ. (작렬, 작열)하는 태양 아래 우리는 내내 서 있었다.
ㄷ. 그 사건에는 배후에서 (조정, 조종)하는 인물이 분명히 
   있다.
ㄹ. 이번 달에는 물을 아껴 썼는데도 수도 (세금, 요금)이 
   많이 나왔다.
ㅁ. 선생님의 해박한 지식을 (반증, 방증)하는 듯한 풍부한 
   예화가 나를 설레게 했다.

8. <보기>는‘생활 체육의 활성화’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한 것이다. 개요를 수정하거나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서론에서는 생활 체육 동호회와 동호인 수를 통계 수치로 
제시한다.

②‘Ⅰ-1’은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므로 삭제한다.
③‘Ⅰ-4’는 상위 항목에 어울리지 않으므로‘Ⅱ’의 하위 항목

으로 옮긴다.
④‘Ⅱ-2’와 관련하여‘Ⅲ-2’는‘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수정한다.
⑤‘Ⅱ-3’과 관련하여‘Ⅲ’에‘생활 체육 지도자 양성 과정의 간

소화’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계 보도 사진전에 다녀와서
㉡오랜만에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나 함께‘세계 보도 사진전’을 

관람하였다. 세계 보도 사진전은 1955년에 시작됐으며 국제적으
로 권위를 갖는 보도 사진전 중의 하나이다. 보도를 위한 것이기
에 사실성이 매우 뛰어난 사진들이 많았다. ㉢보도 사진이란 사
회나 자연 현상을 신문이나 잡지에 보도하려는 목적을 갖고 찍
은 사진이다. 나는 사진들을 보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건이나 현상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기자들은 
때로는 보도 사진을 이용해 부족한 기사문을 보충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 나의 이목을 끈 것은 이탈리아의 기자가 찍은 한 
장의 사진이었다. 그 사진 속에는 케냐 북부 지역의 가뭄으로 
목숨을 잃은 기린이 강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진이었다. 이 
지역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우기에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 사진 속 기린의 죽음은 나에게 환경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9.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중심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부제로‘사진 한 장의 힘’

을 덧붙이는 것이 좋겠어.
② ㉡ : 맞춤법에 맞게‘오랫만에’로 고쳐야겠어.
③ ㉢ : 문맥의 흐름상 앞 문장과 순서를 바꾸어야겠어.
④ ㉣ :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해야겠어.
⑤ ㉤ : 문장 성분의 호응을 위해‘쓰러져 있었다.’로 고쳐야겠어.

10. <보기>의 조건을 고려하여 위 사진전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 
문안을 만든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렌즈를 통해 본 세상 / 작지만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한 
곳 /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사진전에 오세요.

② 세계 곳곳의 현상 / 사진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 사진 
속 세상의 모습이 전하는 감동을 느껴 보세요.

③ 작가의 땀과 열정의 결정체 / 예술적 감흥이 넘쳐나는 곳 
/ 이곳에서 예술 사진의 아름다움을 느껴 보세요.

④ 50년 넘게 담아 온 세상의 목소리 / 이제는 그 목소리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 지금 바로 와서 체험해 보
세요.

⑤ 사진은 진실의 거울 / 생생한 현장의 사진은 이야기를 담
고 있습니다. / 사진이 전하는 세상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아요.

11. <보기>는 일상생활에서 혼동하여 쓰는 단어들이다. 선택한 
단어와 이유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ㄱ에서는 목표나 이상을 추구하는 의미이므로‘좇아’가 맞
는 표현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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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느니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秋收)가 없습
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
더니 주인(主人)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

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 주는 것은 죄악이
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
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民籍)이 
없습니다
  ㉡“민적 없는 자(者)는 인권(人權)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하고 능욕(凌辱)하려는 장
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항거(抗拒)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激憤)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化)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
니다
  아아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
내는 연기(煙氣)인 줄을 알았습니다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에 당신을 보
았습니다

- 한용운,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내일은 언제 오나요
  하룻밤만 자면 내일이지
  다음 날 다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일인가요?
  아니란다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또 하룻밤 더 자야 한단다.
  고향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어머니 임종의 이마에
  둘러앉아 있는 어제의 것들이 물었습니다
  얘야 내일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럼요 하룻밤만 지나면 내일인 걸요
  어제의 것들은 물도 들고 간신히 기운도 차렸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의 베갯모에
  수실로 뜨인 학 한 마리가 날아오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일이지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하룻밤을 지내야 해요
  이제 더 이상 고향에서 급한 전갈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어머니는 어제라는 집에
  아내는 오늘이라는 집에 
  딸은 내일이라는 집에 살면서
  나와 쉽게 만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김종철,  ‘만나는 법’-
(다) 손이 어는지 터지는지 세상모르고 함께 놀다가 이를테면, 

고누놀이나 딱지치기를 하며 놀다가“저녁 먹어라”부르는 
소리에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 달아나던 친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상복을 입고 혼자 서 있는 사내아이한테서.

< 보 기 1 >
의존 명사는 크게 형식성 의존 명사와 단위성 의존 명사로 

나뉜다. 전자는 실질적 의미가 결여되어 있거나 희박하여 관
형어가 필요한 의존 명사이고, 후자는 실질적 의미, 즉 수량 
단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형식성 의존 명사는 의존 
명사들이 어떤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느냐에 따라 보편성, 주
어성, 서술성, 목적성, 부사성 의존 명사로 나뉜다. 특히 보편
성 의존 명사는 뒤에 어떤 격조사가 붙느냐에 따라 여러 가
지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보 기 2 >
�사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그가 할 ㉡따름이다.
�모자를 쓴 ㉢채 들어오지 마시오.
�먹을 ㉣만큼 먹어라.
�그곳에는 사람 열 ㉤명이 서 있다.

② ㄴ에서는 이글거리며 뜨겁게 타오른다는 의미이므로 ‘작열’
이 맞는 표현이군.

③ ㄷ에서는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다루어 부린다는 의미이
므로‘조정’이 맞는 표현이군.

④ ㄹ에서는 개인이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그 대가를 내는 
비용의 의미이므로‘요금’이 맞는 표현이군.

⑤ ㅁ에서는 증명에 도움을 주는 증거의 의미이므로‘방증’이 
맞는 표현이군.

12. <보기1>을 참고하여, <보기2>를 이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은‘것이, 것을, 것이다’등 다양한 조사가 붙을 수 있는 
보편성 의존 명사이다.

② ㉡은 서술격 조사‘이다’가 붙어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
술성 의존 명사이다.

③ ㉢은 주격 조사가 붙어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주
어성 의존 명사이다.

④ ㉣은 뒤에 오는 서술어를 수식하므로 부사성 의존 명사이
다.

⑤ ㉤은 수량 단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위성 의존 
명사이다.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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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런 변기 위 ‘상복 대여’ 따위 스티커 너저분한 화장
실 타일 벽에“똥 누고 올게”하고 제집 뒷간으로 내빼더
니 영 소식이 없던 날의 고누판이 어른거렸습니다.

  ㉤“짜식, 정말 치사한 놈이네!”영안실 뒷마당 높다란 옹
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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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기 >
시 중에는 과거(A), 현재(B), 미래(C)가 모두 드러나는 작

품도 있고, 그중 한두 개만
드러나는 작품도 있다. 시간과 관련지어 작품의 맥락을 파

악해 보는 것도 시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 보 기 >
[자료 1] 한용운 : 독립운동가, 승려, 시인. 1879년 충청남도 

홍성 출생. 일생 동안 민족의 독립, 조국의 재건을 위해 
활동함. 일제 강점기인1926년에‘님의 침묵’,‘당신을 보았습
니다’등이 실린 시집, 『님의 침묵』을 발간함.

[자료 2]‘당신을 보았습니다’의 시구 이해
 ▲제사 지내는 연기: 제사는 어떤 대상을 위하여 정성을 표

시하는 예식으로, 이때 향불을 피우면 연기가 생김. 연기
는 허망함을 상징함.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이 제
시된 표현임.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담담한 어조로 대상과의 합일을 지향하고 있다. 
  ② 자신을 객관화하여 삶의 애환을 그려 내고 있다.  
  ③ 화자가 겪은 사건을 중심으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④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⑤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드러내고 있다. 

14. <보기>와 관련지어 (나)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에서‘어머니’,‘아내’,‘딸’의 삶은 A, B, C와 대응되어 제
시되고 있다.   

② (다)의‘사내아이’는 C를 준비하는 존재로 형상화되고 있다.
③ (나)에서는 A에, (다)에서는 B에 특정 인물의 죽음이 제

시되고 있다. 
④ (나)와 (다)는 모두 B의 시점에 있는 화자가 A를 회상하

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⑤ (다)에서는‘사내아이’,‘타일 벽’이라는 매개물을 통해 A와 

B가 연결되고 있다.

15. <보기>는 (가)에 대한 심화 학습을 위하여 수집한 자료이
다. 이를 참고하여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화자는 제사 지내는 행위를 보여 줌으로써‘당신’이 그 어
떤 것보다 고귀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군.   

② 시인은 현실의‘윤리, 도덕, 법률’이 식민지 체제를 위해 봉
사하고 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③‘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 술을 마실까’를 통해 시인은 자
신의 삶의 태도에 대해 끊임없이 고뇌했다는 것이 드러나
는군.     

④ 시집의 발간 시기를 고려할 때, 화자가 겪는 시련은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일제 강점기의 시련이라고 볼 수 있
군.   

⑤ 시인의 활동으로 보아‘당신’은 조국, 부처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이 작품에서‘당신’은‘나’를 올바른 방향
으로 이끌어 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군. 

1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이유를 대며 고압적으로 말하고 있다.   
② ㉡은 상대의 처지를 들먹이며 조롱하고 있다.  
③ ㉢에서 묻고 답하는 이가 ㉣에서 서로 바뀌고 있다. 
④ ㉤은 ‘친구’ 가 ‘나’ 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다. 
⑤ ㉥은 실제의 소리가 아닌 환청에 해당한다.

[17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업 이미지는 기업에 대한 평판으로 ⓐ이어진다. 기업에 대

한 평판은 오랫동안 쌓인 기업 이미지의 결과로 경영의 질, 제
품서비스의 품질, 재무 건전성, 혁신성, 사회에 대한 기여 등 
다양한 요소로 측정되는데, 그 기업의 제품을 구입할 것인가, 
그 기업에 취직할 것인가, 그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등의 충성
도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기업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
고 그에 따른 활동을 통해 경쟁력 향상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 이미지를 만드는 요소로는 기업 문화를 들 수 있다. 
기업 문화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목적을 달성
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창업자나 경영주의 경영 철
학이 담겨 있는 기업의 사명이나 목적 등과 관련이 깊으며 쉽
게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업 문화는 기업의 구성원들이 학
습과 사회화 과정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의 행동
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서는 기업의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
다. 기업 문화는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인 만큼, 기업
의 문화가 강하다는 것은 구성원들이 어떤 가치를 강하게 공
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것을 중심으로 강한 행동력
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기업 문화가 기
업의 이미지와 긴밀하게 연계됨을 보여 준다. 

 기업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이미지의 대외적인 
소통 통로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과거에는 소비자와의 
소통이 주로 광고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광고나 포장뿐
만 아니라 상품 이름, 상표의 개성과 이미지, 가격, 매장의 인
테리어 등 모든 것이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러한 요소들을 매개로 성공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이미지가 일치성과 보완성을 갖추어야 한다. 일치성은 여러 수
단들이 서로 모순적인 의미를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보완성은 여러 수단들이 상호간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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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자연주의에 기초한 환경적인 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A사

는 천연 물질을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포장을 최
소화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포스터나 
광고 전단도 재활용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직원
들은 환경 보호 운동과 같은 사회 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A사는 인간과 자연을 존중하는 
기업 이미지를 고객들에게 널리 심어 주고 있으며, 고객들은 
타 회사보다 비싼 A사의 제품을 기꺼이 구매하고 있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일치성은 상표 이미지와 매
장의 인테리어 등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고, 보완성은 상표 이
미지를 매장의 인테리어로 보완하는 것이다. 이렇듯 기업 이미
지를 형성하는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기업의 주
요한 과제이다. 

 기업 이미지를 고객들에게 확실하게 인지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정체성이 독특해야 하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정보가 
ⓔ흘러넘치는 속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기업의 정체성을 인식
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은 정체성이 독특하지 않으면 쉽지 않
은 일이다. 그리고 기업의 정체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양한 제품을 다양한 품질, 가격 등으로 
판매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더더욱 힘들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제품 각각에 개별적인 상표를 도입하는 것은 제품별로 독특하
고 일관된 정체성을 부여하고 유지하기 위함이다. 

 기업은 이미지가 명확하게 인지되고 있는지, 기업이 바라던 
이미지 그대로 인지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
져야 한다.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과 시장 현
황을 파악하는 일은 기업 이미지 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
한 활동이다. 고객과 시장에 비춰지는 기업의 이미지를 파악해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기업 이미지의 가치를 상승
시키는 필수 요인이다. 오늘날 기업 이미지의 가치는 기업의 
중요한 지적 자본으로 환산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이미지가 
기업의 미래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17. ⓐ~ⓔ를 대체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연결(連結)된다        ② ⓑ → 수립(樹立)하고
③ ⓒ → 결정(決定)된다        ④ ⓓ → 제고(提高)하기
⑤ ⓔ → 범람(氾濫)하는

18. ㉠을 설명하기 위해 추가로 제시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① 기업의 이미지를 고급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저가 

상품을 생산하지 않고 고급 제품의 개발과 생산에만 주력
한다.

② 온라인 여행사는 회원들끼리 정보를 활발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여행사 홈 페이지 안에 클럽 및 동호회 등을 만들
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③ 차고 신선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파란색 
생수병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주된 고객층인 여성의 취향
에 부합하기 위해 분홍색 병을 사용한다.

④ 고객의 항의가 들어왔을 때는 100퍼센트 교환이나 환불 
처리를 해 주고 상품에 대한 설명을 친절하고 자세히 함으
로써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인다.

⑤ 광고가 너무 많아 소비자들이 종종 광고주를 기억하지 못
하기 때문에 광고의 한 장면을 포장에 삽입해 소비자들이 
광고와 광고주를 연계해 정확히 기억하도록 만든다.

19. 위 글을 토대로 하여<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
은 것은?

① 직원들이 환경 보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기
업 문화가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어.

② 기업 이미지와 고객의 소통 통로를 단일화해 기업이 바라던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고객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군.

③ '자연주의에 기초한 환경적인 기업'이란 말은 A사의 경영 
철학이 담겨 있는 말로, A사의 기업 이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군.

④ A사가 인간과 자연을 존중하는 기업으로 고객들에게 널리 
인식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정체성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
기 때문일 거야.

⑤ 고객들이 타사에 비해 비싼 A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기업 이미지가 기업에 대한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
음을 보여 주는 거야.

20. 위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업 이미지는 기업의 무형 자산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② 기업 문화는 기업의 구성원들을 결속시키는 힘으로 작용

한다.
③ 기업 이미지는 다양한 매체와 통로를 통해 소비자와 소통

한다.
④ 기업 이미지는 기업에 대한 평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⑤ 제품을 다양하게 생산할수록 기업의 이미지는 다양하게 

변화한다.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아시아 예술의 특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의(寫意)’이

다. ⓐ‘의(意)’는 심미주체의 정신세계 혹은 어떤 의지·이상·지
향 등을 말한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거
나, 글을 짓거나, 춤을 추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글씨를 쓰
는 모든 행위는 다 ‘사(寫)’에 해당한다. ‘사의’로서의 예술 행
위는 결국 대상을 통해 자기의 정신세계, 자기의 이상, 우리 
모두의 인간 세계가 마땅히 지향해야 될 ㉠`원리를 드러내는 
창작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고전 회화는 ⓑ사물의 
㉡재현보다는 자신의 정신세계를 드러내는 것을 중시한다.

 ‘사의화(寫意畵)’는 ㉮‘아이콘’과 ㉯‘코드’라는 두 요소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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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동아시아에서 음악은 위대한 성왕의 업적이나 조상의 공덕

을 칭송하는 역할을 했다. 무용도 마찬가지여서 대성전에서 
공자에게 제(祭)를 올릴 때 상연되는 무용은 춤사위의 아름
다움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회화의 경우 ‘매난국
죽’을 그리면 감상자는 군자의 절개를 표현하려는 창작자의 
의도를 읽어냈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예술은 이데올로기를 전
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

합이라는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아이콘이란, 화면 속에 나
타나는 개별적 요소들, 즉 산, 사람, 집, 폭포, 달, 바위, 나무, 
꽃 등을 말한다. 코드란 이러한 각각의 아이콘이 담은 의미 혹
은 ⓒ메시지이다. 대나무 그림에서 하나의 아이콘인 대나무가 
담고 있는 코드는 군자의 절개라는 식이다. 그러므로 사의화란 
결국 상징화이다. 대나무는 실경(實景)이 아니라 상징이라는 
말이다.

 한편 각각의 아이콘은 다른 아이콘들과의 관계 설정에 따
라 코드의 내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사람이라는 아이콘이 
화면 속의 여타 아이콘들의 설정에 따라 유가적 군자라 읽힐 
수 있고, 도가적 도사라 읽힐 수 있고, 불교적 선승이라 읽힐 
수 있다. 사람이라는 인성을 가진 개체는 함께 어울리고 있는 
다른 아이콘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고유한 코드를 보여 준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겨울 매화꽃 만발한 은거지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은 유가적 군자이다. 세상에 도가 없을 때는 물러나
서 도가 회복될 때까지 수양하며 기다린다는 유가적 처신을 
충실히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매화나 독서와 
같은 아이콘은 유가성(儒家性)을 보여 주는 것이기에 그것들
과 함께 설정된‘사람’이라는 아이콘은‘유가적 군자’라는 코드를 
함축하는 것이 된다.

 유가 미학의 근본적 목표 혹은 예술의 이유는 정교(政敎)
적 가치를 드러내기 위함에 있다. 정교적 가치는 ⓓ형상적 정
보가 아니라 가치 정보로 나타난다. 여기서 형상적 정보라 함
은 회화의 경우에는 선·색·구도 등을 말한다. 우리는 그림을 
보면 거기에서 무언가 정보를 파악한다. 선이 어떻고, 색이 어
떻고, 구도가 어떻고 하는 등의 요소이다. 하지만 유가 미학의 
영역에서 그림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 그러한 형상적 정보
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대나무를 그리는 것은 대나무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덕성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림 속의 아이콘들은 단순히 사물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서 
ⓕ시각적 형상이 인식적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
한 이데올로기는 ‘시각 이데올로기’라고 부를 수 있다. 이데올
로기는 언어를 통해서 나온다. 우리 인간의 이상·관념·주관·목
표등을 담고 있는 것이 이데올로기인데, 이것은 언어적 구조에
서 나온다. 그런데 동아시아의 그림은 언어가 아니면서도 이러
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 대나무라는 시각적 형상은 언어
가 아니면서도,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는 언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동아시아 예술에서는 ‘예술을 위한 예
술’이 존재할 수 없다. 우리의 고대 사회에서 동아시아 예술은 
‘도덕을 위한 예술’로 ㉣영위되었지 ‘예술을 위한 예술’로 ㉤향
유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에서 예술이란 무엇인가라
는 질문의 답은 자명하다. 유가적 철학 원리가 저변화되고, 이
에 기초해 많은 사람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운영해 온 것
이 바로 동아시아의 예술이자 문화이다.

�*정교(政敎) : 정치와 교육을 아울러 이르는 말.

21.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
은 것은?

① 춤사위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는 무용이 아니라는 것은 ‘예
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는 말이로군.

② 동아시아 회화를 감상할 때에는 창작자와 감상자 사이의 
묵시적인 약속이 전제되어 있어야겠군.

③ 동아시아 예술은 ‘사’에 해당하는 행위가 다르더라도 ‘의’
를 담고자 하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군.

④ 성왕의 업적이나 조상의 공덕을 칭송하는 음악도 유가적 
철학 원리를 드러내는 행위 중 하나라 할 수 있겠군.

⑤ 언어가 아닌 예술이 이데올로기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동
아시아 예술에 담긴 이데올로기는 언어와 무관하겠군.

22. ㉮, ㉯와 성격이 유사한 것끼리 묶은 것은?
㉮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

23. ㉠~㉤을 넣어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에디슨은 전기의 원리를 발견하여 실생활에 이용했다.
② ㉡ : 추상 회화는 대상을 재현하는 데 치중하지 않는다.
③ ㉢ : 너의 말속에 내포된 저의가 무엇이냐?
④ ㉣ : 사람들은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⑤ ㉤ : 대중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야 한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나는 서울을 떠나 아내와 ㉠지방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산다. 아내가 서울에 있는 친정에 가 나는 혼자 
며칠을 지내게 된다. 나는 아내가 없는 아파트에서 혼자만의 
자유를 누리며 추억과 상념 속에 빠져든다. 하지만 아내의 부
재는 일상의 균열을 가져오며 나는 정체성의 혼란에 빠진다. 
그런데 한밤중에 올빼미 사내로부터 전화가 오고, 그의 전화는 
밤이면 계속된다. 올빼미 사내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내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올빼미 
사내와 나누는 대화를 통해 나는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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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다. 그러던 중 나는 서울에서 옛 애인과 만나고 헤어진 
후 올빼미 사내를 만나기 위해 일산으로 향한다.

올빼미 사내가 퍽이나 지친 소리로 뇌까렸다.
“나도 좀 쉬고 싶군. 만성 소화 불량에 천식에 폐렴에 온갖 

합병증이 걸린 이 도시는 사람을 끊임없이 지치게 해. 그동안 
나는 도시에서 환상을 보며 버텼지.”

“환상이라니 밤이면 골목마다 수소 풍선처럼 떠오르는 저 
무수한 네온사인들 말인가?”

“아니, 도시가 세워지기 전의 환상. 말하자면 빌딩 사이마다 
숲이 우거져 있고 자동차 위로는 새 떼가 날고 강물엔 온갖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고 횡단보도 곳곳에 사람과 동물이 함께 
신호를 기다리고 서 있는 그런 환상 말이야. 여태껏 나는 그걸 
보며 버텼지.”

“그렇지만 공원엔 토끼가 없어.”
“알아, 안다구. 하지만 나는 줄곧 그런 꿈을 꾸고 있었어. 그

런데 나이가 들고 조금씩 지쳐 가면서 꿈에서 깨어나게 되더
군. 이 도시엔 영영 새나 물고기는 찾아오지 않을 거란 사실을 
알게 되더란 말이야. 도시는 욕망 때문에 버티고 있지.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타인의 욕망들로 온 도시가 들통 속의 곰탕처
럼 부글부글 끓고 있어. 저 숱한 욕망의 탑들을 봐. 그 아래 
쌓인 쓰레기더미와 밤이면 지하에서 울려 나오는 사람들의 울
부짖음을 들어 봐. 거기엔 새가 둥지를 틀거나 동물이 지나다
닐 공간은 없지. 도시엔 공간이 존재하지 않아. 공간을 조각조
각 나눠 놓은 온갖 비좁은 장소만 존재할 뿐, 공간은 이미 오
래 전에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어느 날 자네는 이 ㉡도시를 
떠난 건지도 몰라. 나도 그렇게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싶군.”

“그래 좀 쉬어. 쉬라구.”
“그럼 하나만 약속해 줘. 내가 휴식에 들어가면 자네가 대신 

이곳에 돌아와 머물러 주겠다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네는 언젠
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 비록 원하지 않더라도 온
갖 갈등이 존재하는 곳이 결국 자네가 머물 곳이니까.”

나는 올빼미 사내에게 약속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약속하지 않는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침묵을 지키고 있
는 동안 그가 꺼져 가는 소리로 말을 이었다.

“일단 자네는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속히 집으로 돌아가게. 
그런 다음 옷을 갈아입고 서울에서 아내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공항으로 차를 가지고 마중 나가게. 그렇게 되면 아내를 
속이는 게 되지만 실은 그게 아니야. 아내가 그렇게 하기를 바
라고 있어. 그녀는 열흘 전 서울에 갈 때와 달리 무슨 변화가 
생긴 걸 조금도 원치 않아.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라구. 더불
어 얘기하면 내일 오전에 관리소에서 샤워 꼭지와 찬장 문을 
달러 올걸세. 그러니 늦지 않도록 귀가하게.”

“굉장하구만.”
“별로 그럴 것도 없어. 나는 너니까. 이 며칠 자네와 통화하

면서 몹시 피곤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즐거웠어. 그리고 이참에 
얘기하는데 진심을 가지고 대화할 사람이 없다고 너무 투덜거
리지 마. 그렇다면 자신을 붙잡고 계속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과도 쉽게 말이 
통하게 돼 있어. 그리고 또한 나무와 물고기와 동물들과 대화
하는 것도 멈추지 마. 그들은 언어 이전의 언어로 얘기하니까 
모름지기 들어 둘 게 많아. 모두가 잠든 밤에 귀를 열어 두고 
있으면 들리지. 그네들이 머리맡으로 다가와 밤새 두런거리는 
소리가. 함께 산이나 바다로 놀러 가자고 꼬드기는 소리가.”

“…….”
“당분간 나 따위는 잊어버리게. 의지만을 가지고 버텨보란 

말이야. 물론 내가 휴식에 들어가면 이런 습기 찬 곳에 앉아 
있지도 않을 테지만.”

“그렇다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거기에 있겠지.”
“거기라니?”
“거기, 자네의 등 뒤에 말이야.”
“오늘이 자네와의 마지막 통환가?”
“그럴 리는 없지. 하지만 당분간은 그렇지 않겠나?”
자유로를 과속으로 달려온 택시가 일산으로 막 진입하고 있

었다. 이제 올빼미 사내가 앉아 있는‘모재즈’까지는 기껏해야 
오 분 거리였다. 나는 다급하게 말했다.

“이봐, 나 실은 일산에 들어와 있는데 잠깐이라도 만나 보면 
안 될까?”

올빼미 사내가 졸음에 겨운 목소리로 간신히 되받았다.
“이미 알고 있네. 하지만 자네가 도착하는 것과 동시에 나는 

바삐 사라질걸세. 자네와 내가 만나는 순간 우린 서로에게 흡
수되거나 둘 중의 하나는 소멸하게 돼 있어. 하지만 그리 걱정
할 건 없네. 형태가 없는 쪽이 먼저 소멸할 테니까.”

“아주 잠깐이라도 좋으니 볼 수 없을까 부탁이야”
“만날 수 없을 걸세. 언젠가 직사 일광 속으로 날아갈 때나 

간신히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게 되겠지.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
에서 보게 될 테니 그때는 두 눈을 똑바로 부릅뜨게 되겠지. 
잘 있게. 나는 너무나 지쳐 있어서 이제 그만 독립 고목수 구
멍 속으로 기어들어가 잠을 자둬야겠네.”

택시가 중앙선을 무시하고 둥그렇게 돌아‘모재즈’앞에 멈춰 
섰다. 전화는 저절로 끊겨 있었다. 택시에서 내려서 보니 네온
사인의 불이 꺼져 있었다. 보통 새벽 네 시까지는 영업을 하
는데 오늘은 일찍 문을 닫은 모양이었다. 손목시계를 보니 새
벽 두 시 삼십 분이 막 지나고 있었다. 이윽고 지하로 통하는 
출입문에 다가간 나는 문 위에 스카치테이프로 붙여 놓은 종
이쪽지를 발견했다. 거기엔 까만 글자로 다음과 같이 씌어 있
었다.

‘모친 사망 잠정휴업’
물청소를 한 듯 적막에 싸여 있는 어두운 거리를 돌아보고 

나서 나는 닫힌 문에 살그머니 귀를 대 보았다.
잠시 후, 문 안쪽 지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가 싶었는데, 
숨을 죽인 채 듣고 있다 보니 그것은 누군가 날개를 퍼덕이
는 소리임이 분명했고 뒤미처 나는 그것이 올빼미 사내의 뒤
척임이 아닌가 하여 나도 모르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나는 견고하게 닫혀 있는 밤의 문을 그렇듯 
집요하게 두드려 대고 있었다.

- 윤대녕,「올빼미와의 대화」-

24.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인물의 내면 의식 묘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② 옴니버스 방식으로 단편적인 사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③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④ 장면에 따른 시점의 변화로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⑤ 단정적이고 객관적인 진술로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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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숨겨진 ‘나’는 어두운 밤을 날아다니는 한 마리 올빼미와 

같다. 눈부신 햇살이 비추면 나무 구멍을 찾아들어가 잠을 청
하는 야행성 올빼미처럼 이내 수그러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식을 밝은 햇살 아래 살아가는 존재로, 무의식을 야행성 올
빼미로 설정한 것은 설득력이 있는 비유이다.

< 보 기 >
ㄱ. 타인의 삶을 바라보며 배울 점을 찾아봐.
ㄴ. 너 자신과 소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봐.
ㄷ. 자연과 교감을 나누며 너의 주위에 관심을 가져 봐.
ㄹ. 너 자신보다는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해.

25. ㉠과 ㉡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과 ㉡은 모두‘나’가 현실에서 벗어나 이상적 삶을 설계

하는 공간이다.
② ㉠과 ㉡은 모두‘나’에게 현실 복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

는 공간이다.
③ ㉠은‘나’가 일상의 균열을 경험하는 공간이고, ㉡은 ‘나’가 

일상의 평온함을 경험하는 공간이다.
④ ㉠은 희망과 꿈이 존재하는 공간이고, ㉡은 욕망과 고통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⑤ ㉠은 잠시나마 갈등을 잊기 위해 찾아간 곳이고, ㉡은 여

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는 곳이다.

26. <보기>는 위 소설에 대한 평론의 일부이다. 이를 참고로 
[A]의 의미를 추론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나’는‘무의식적 자아’를 확인하고 그의 존재 가치를 증명
하고자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② ‘나’는‘무의식적 자아’를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을 드
러내지만 이는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③ ‘나’는‘무의식적 자아’의 실체를 밝혀 비인간적인 현실 상
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④ ‘나’는‘무의식적 자아’와의 교류를 통해 물질적 풍요와 정
신적 행복을 갈구하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⑤ ‘나’는‘무의식적 자아’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고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27. 위 글의‘올빼미 사내’가‘나’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끼리 <보
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의 귀에서 가장 안쪽 부분에 있는 와우(달팽이관)에

는 2만 4천여 개의 유모 세포들이 존재한다. 이 유모 세
포들은 진동 에너지인 소리에 반응하여 전기적인 신경 
신호를 생성해 낸다. 이렇게 생성된 신경 신호들이 청신

경을 자극하면서 청각 대뇌 피질로 전달되는데, 이렇게 
되면 비로소 소리를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여러 
요인들에 의해 유모 세포들이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경우 
와우는 소리를 신경 신호로 변환하는 고유의 기능을 상
실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심각한 청력의 손실을 야
기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신경 기능 장애를 회복시키기 위
해 개발된 장치를 인공 와우라고 한다.

(나) 인공 와우는 귀 밖에 설치된 체외부와 귀 안의 피부 조
직 속에 이식된 체내부로 구성되어 있다. 체외부의 장치
는 마이크로폰과 발신기, 그리고 어음 처리기로 이루어
져 있으며, 체내부에 이식된 장치는 수신기와 내부 자극 
회로, 그리고 전극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 외부의 소리는 마이크로폰에 의해 전기 신호로 변환되며, 
이 신호는 연결선을 통해 어음 처리기로 전달된다. 어음 
처리기는 전기 신호를 입력받아 증폭, 여과 등의 처리 과
정을 거쳐 부호화된 자극 신호를 생성한다. 자극 신호는 
전선을 통해 발신기로 전달되고, 발신기는 이 신호를 피
부를 통해 체내부의 수신기로 전달한다. 그러면 내부 자
극 회로에서는 수신된 자극 신호의 부호를 해석하여 전
기 에너지를 생성한 후 이를 와우 내에 이식된 전극에 
전달한다. 전기 에너지에 의해 자극을 받은 전극은 다시 
청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청신경은 전극으로부터 미세한 
전기 에너지를 받아들여 대뇌로 보낸다. 대뇌에서는 이 
전기 에너지가 소리로 인지된다.

(라) 와우 내에 이식되는 전극은 삽입 시 조직 손상을 최소화
하고 와우 내의 형상을 따라 삽입이 용이하도록 부드럽고 
유연한 구조를 가지며, 효과적으로 청신경을 자극하기 위
해 생체 저항을 덜 받도록 제작된다. 또 내부 자극 회로
는 체액이나 이온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과 동시에 체내
에서 장기간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밀봉 패키지를 이용하
여 밀봉되며, 이는 전기 신호의 전달 통로인 피드스루를 
통해 전극과 연결된다. 밀봉 패키지와 피드스루의 제작에
는 생체 내 장기간 이식을 고려하여 생체 호환적인 티타
늄 합금, 세라믹, 백금, 금 등의 재료를 이용한다.

(마) 한편 난청을 가진 모든 환자가 인공 와우의 시술 대상자
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청기 등 청각 보조 기구 
착용으로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고도 난청자가 바
로 인공 와우의 시술 대상자가 된다. 특히 아동의 경우에
는 2세 전후에 고도 난청을 가질 경우 인공 와우 이식의 
시술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아기에 듣지 못하면 과거에는 
말도 배우지 못했으나 이제는 빨리 발견하여 인공 와우
를 이식하면 청력을 상당 수준 회복함으로써 듣고 말하
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인공 와우 역시 난청자의 청
력을 정상 범위 내로 복원시킬 수는 없으며, 작은 목소리
로 대화하는 수준에 해당하는 25~40dB까지는 가청 역
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

* 가청 역치 :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세
기를 말하며, 단위는 데시벨(dB)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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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28. (가)~(마)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인공 와우의 개념
② (나)：인공 와우의 구조
③ (다)：인공 와우의 작동 원리
④ (라)：인공 와우 제작 시의 고려 사항
⑤ (마)：인공 와우 시술의 대상 및 방법

29. 위 글에 비추어 볼 때, <보기>의 ㄱ~ㅁ에 대한 설명으로 적
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① ㄱ：외부의 소리를 감지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시킨다.
② ㄴ：증폭, 여과 등의 처리 과정을 거쳐 전기 신호를 부호

화한다.
③ ㄷ：전선을 통해 자극 신호를 체내부의 수신기로 전달한다.
④ ㄹ：수신된 자극 신호의 부호를 해석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성한다.
⑤ ㅁ：전기 에너지에 의해 자극을 받은 후 청신경을 자극한다.

30. 다음의 ‘학생’발표 내용 중,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선생님 자, 이제 여러분이 조사해 온‘인공 와우’에 대해 발표할  
   시간입니다. 누가 먼저 발표해 볼까요?

학생 네, 제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①먼저 인공 와우는 손상
된 달팽이관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개발된 장치라고 합
니다. ②이는 오랜 기간 동안 생체 내에 이식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체 저항을 덜 받도록 제작된다고 합니다. ③인
공 와우는 이를 적기에 시술할 경우 청력을 정상 범위까지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④유아기 난청 환자는 빨리 발
견하여 시술해야만 청력을 상당 수준 회복할 수 있다고 합
니다. 다만 ⑤난청자 중 보청기 사용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인공 와우를 시술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31. ⓐ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그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큰 이익을 보았어요.
② 삼촌의 사정을 보니 너무 딱한 생각이 들더군요.
③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것이 서로에게 이롭습니다.
④ 그녀는 뒤늦게 손자를 보고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⑤ 적당한 기회를 보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어요.

[32-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두 야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가련다
아늑한 이 항구 ─ㄴ들 손쉽게야 버릴 거냐
안개같이 물 어린 눈에도 비치나니
골짜기마다 발에 익은 멧부리모양
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 ─ 사랑하던 사람들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쫓겨가는 마음인들 무어 다를 거냐
돌아다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희살짓는다..
앞 대일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

나 두 야 가련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간다

- 박용철, ‘떠나 가는 배’
(나) 이제 어디를 가나 아리바바의 참깨

주문 없이도 저절로 열리는
자동문 세상이다
언제나 문 앞에 서기만 하면
어디선가 전자감응장치의 음흉한 혀끝이
날름날름 우리 몸을 핥는다 순간
스르르 문이 열리고 스르르 우리들은 들어간다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들어가고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나오고
그때마다 우리의 손은 조금씩 퇴화되어 간다
하늘을 멀뚱멀뚱 쳐다만 봐야하는
날개 없는 키위새
머지않아 우리들은 두 손을 잃고 말 것이다
정작, 두 손으로 힘겹게 열어야 하는

그, 
어떤, 
문 앞에서는, 
키위키위 울고만 있을 것이다 

- 유하, ‘자동문 앞에서’
(다) 장풍(長風)에 돛을 달고 육선(六船)이 함께 떠나

삼현(三絃)과 군악(軍樂) 소리 해산(海山)을 진동
(振動)하니,
물속의 어룡(魚龍)들이 응당(應當)히 놀라리라.
해구를 얼른 나서 오륙도(五六島) 뒤 지우고,
고국(故國)을 돌아보니, 야색(夜色)이 창망(滄茫)하여
아무것도 아니 뵈고, 연해(沿海) 각진포(各鎭浦)*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뵐만하다.
배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身勢)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心亂)한데, 대풍(大風)이 일어나서
태산(泰山) 같은 성난 물결 천지(天地)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萬斛舟)*가 나뭇잎 불리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地陷)*에 내려지니,
열두 발 쌍 돛대는 차아처럼 굽어 있고,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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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선생님: (나)의 시상 전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기본적

인 짜임새를 볼 수 있죠.
             ㄱ          ㄴ           ㄷ

[1~7행] - [8~12행] - [13~18행]
이제 이 시를 자세히 읽고, 시상 전개에 대해 의견을 말해 

볼까요?

< 보 기 >
일동장유가’는 김인겸이 통신사로 일본을 방문한 내용을 기

록한 가사로, 출발에서부터 귀환까지 11개월에 걸친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20여 편의 일본 기행기록 
가운데 유일하게 한글로 기록된 작품이며, 국문학사상 유례가 
없는 거작이란 점에서그 의의가 크다. 또 노정은 물론 기상과 
자연환경 등도 상세하게 묘사하고 기록함으로써 기행가사의 
모범으로 평가받는다. 객관적인 사실과 작가의 판단 및 느낌, 
그리고 실감나는 표현 등이 어우러진 수작이라고 할 수 있다.

쉰 두 폭 초석(草席)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굵은 우레 잔 벼락은 등〔背〕아래서 진동(振動)하고,
성난 고래 동(動)한 용(龍)은 물속에서 희롱(戱弄)하니,
방(房) 속의 요강(尿缸) 타구(唾具) 자빠지고 엎어지며,
상하 좌우(上下左右) 배방 널은 잎잎이 우는구나.
이윽고 해 돋거늘 장관(壯觀)을 하여 보세.
일어나 배 문(門)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사면(四面)을 돌아보니, 어와 장(壯)할시고!
인생(人生) 천지간(天地間)에 이런 구경 또 있을까?
구만리(九萬里) 우주(宇宙) 속에 큰 물결뿐이로다.
등 뒤쪽을 돌아보니, 동래(東萊) 산이 눈썹 같고,
동남(東南)을 바라보니, 바다가 가이 없어
위 아래로 푸른 빛이 하늘 밖에 닿아 있다.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 건가?
함께 떠난 다섯 배는 간 데를 모르겠다.
사면(四面)을 돌아보니, 이따금 물결 속에
부채만 한 작은 돛이 들락날락 하는구나!

- 김인겸, ‘일동장유가(日東壯游歌)’
* 희살짓는다 : 희롱하여 훼방을 놓는다. 
* 연해 각진포 : 육지 가까이의 얕은 바다에 있는 군영.
* 만곡주 : 만 석을 실을 만한 큰 배.                  
* 지함 : 지면이 움푹 주저앉은 곳.

3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 (나)에서 화자는 일상생활에서 얻은 깨달음을 드러

내고 있다.
② (가), (다)에는 떠나는 상황과 관련된 화자의 정서가 드러

나 있다.
③ (나), (다)에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이 나타나 있다.
④ (가), (나), (다)에서 화자는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⑤ (가), (나), (다)에는 부정적 세계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

지가 나타나 있다.
33. [A]와 [B]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비유와 상징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②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③ 추측형 어미를 사용하여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④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⑤ 일반적인 언어 사용과는 다른 표현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4. (가)에 드러난 화자의 심리 및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만족할 수 없는 현실과 불안한 미래 사이에서 갈등을 일

으키고 있다.
② 자신의 진심이 주변 인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방

황하고 있다.
③ 소극적인 내면을 극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호기로움을 

과장하고 있다.
④ 현실의 억압에 저항하여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려는 의지

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개인적인 삶이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35. <보기>는 (나)에 대한 수업의 일부이다. 학생들의 의견 가
운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ㄱ-ㄴ-ㄷ은 현재의 상황을 드러내고 미래의 일을 염려하
는 방향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어요.

②ㄱ~ㄷ은 각각 ‘날름날름’, ‘멀뚱멀뚱’, ‘키위키위’라는, 단어
를 반복하여 표현한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며 내용을 전개
하고 있네요.

③ ㄱ과 ㄴ에서 목격하게 된 현상에 대한 염려가 ㄷ의 상황
에 대한 상상으로 이어지는군요.

④ ㄱ과 ㄴ에 드러난 속도감이 ㄷ에 이르러 약화됨으로써 시
상 전개가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⑤ ㄴ에서 ‘퇴화되어’ 가던 상황은 ㄷ의 ‘두 손을 잃고’ 살아
야 하는 상황으로 심화되고 있네요.

36.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시된 부분은 통신사 일행이 배를 타고 부산항을 떠나 
일본으로 향하는 부분에 해당하겠군.

② 항구에서 멀어지는 광경을 서술한 부분에서는 통신사로서
의 자부심이 강하게 드러나는군.

③ 바다위에서 폭풍을 만나 고생하고 일행이 흩어지는 등의 
사건은 객관적인 사실에 해당하겠군.

④ 부산항을 떠난 직후와 폭풍　이후 망망대해를 바라볼 때에
는 심란한 화자의 내면이 드러나는군.

⑤ 파도가 매우 심하게 이는 것을 과장법을 활용하여 표현함
으로써 실감나게 드러내고자 하였군.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국어에는 이른바‘이중 주어 구문’이라는 특이한 문장이 

있다. 이중 주어 구문이란‘토끼가 앞다리가 짧다.’처럼 주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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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표면 구조]

    ㄱ. 영수가 손이 크다.
ㄴ. 영수손이크다.

↑
[기저 구조] 영수의 손이 크다.

한 문장에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가리킨
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두 번째 명사구 ‘앞다리가’와 서술어 
‘짧다’가 서술절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 이른바 이중 주어 구
문을 ‘서술절을 안은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중 
주어 구문을 서술절을 안은 문장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나) 이중 주어 구문을 서술절을 안은 문장으로 볼 경우 ‘서
술절’의 설정이 지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어렵
다. 첫째, ‘토끼는 앞다리가 짧다.’라는 문장에서 ‘앞다리가 짧
다’를 서술절로 인정한다면, ‘앞다리는 토끼가 짧다.’에서는 ‘토
끼가 짧다’를 서술절로 인정해야 하는 무리가 따른다. 둘째, 
‘대구가 여름이 온도가 높다’와 같이 ‘이/가’가 세 번 나타나는 
경우에도 ‘높다’라는 하나의 서술어가 계속해서 절을 형성한다
고 설명해야하는 무리가 따른다. 셋째, ‘영수가 형이 기업체를 
경영한다.’와 같은 문장에서는 ‘영수가’를 주어로 보고 ‘형이 기
업체를 경영한다’를 서술절로 보아야 하는데, ‘형이 기업체를 
경영한다’를 ‘영수가’의 서술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볼 때, 이중 주어 구문
에 대한 기존의 설명보다 좀 더 합리적인 설명이 제안될 필요
가 있다.

(다) 이중 주어 구문은 ‘코끼리가 코가 길다.’와 같은 대소 
관계 유형, ‘맥주가 두 병이부족하다.’와 같은 수량어 유형, ‘외
투가 때가 묻었다.’와 같은 부사어 대치 유형 등으로나눌 수 
있는데, 각 유형에 속하는 이중 주어 문장들은 다음과 같이 해
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우선 대소 관계 유형은 ‘이/가’가 나타나는 두 개의 명
사구 사이에 ‘전체-부분’ 혹은 ‘소유자-소유물’의 관계가형성
되는 경우이다. ‘코끼리가 코가 길다.’라는 문장의 경우, ‘코끼
리가’가 ‘길다’의 주어일 수는 없으며, ‘길다’의 주어는 ‘코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기저 구조에서는 ‘코
끼리의 코가 길다.’였던 것이 변형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코’가 다른 짐승의 코가 아니라 ‘코끼리’의 코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의’를‘이/가’로 바꾼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때의 
‘이/가’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주제나 초점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보는 것이 옳다.

㉠수량어 유형은 수량어를 포함한 두 개의 명사구에 ‘이/가’
가 붙은 경우인데, 이 경우 수량어에 ‘이/가’가 결합된 부분은 
주어가 아니라 주어를 보충하기 위해서 붙인 부가어에 불과하
다. 즉 ‘맥주가 두 병이 부족하다.’라는 문장의 경우, ‘두 병이’
는 주어가 아니고 단지 주어인 ‘맥주가’를 보충하기 위하여 덧
붙인 부가어라는 것이다. ‘두병이’를 별도의 주어로 볼 수 없는 
것은 ‘이/가’가 한 번만 나타나는 ‘맥주 두 병이’처럼 그 전체가 
하나의 주어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사어 대치 유형은 기저 구조의 부사어가 표면 
구조에서‘이/가’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 적
절하다. ㉡즉 ‘외투가 때가 묻었다.’라는 문장의 경우, 기저 구
조에서는 ‘때가’가 주어인 ‘외투에 때가 묻었다.’라는 문장이었
는데 표면 구조에서 부사어인 ‘외투에’를 강조하기 위해서 ‘에’
대신에 ‘이/가’가 붙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말이
다.

(마) 요컨대 국어에는 한 문장 속에 주어가 둘 이상 나타나
는 구문은 없으며, 기저 구조에서 주어가 아니던 명사구가 표
면 구조에서는 의미의 보충 혹은 강조 등을 위해서 ‘이/가’가 
붙는 형태로 나타나 주어처럼 보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37.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 : 이중 주어 구문에 대한 일반적 설명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② (나) : 기존의 설명이 지닌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 (다) : 이중 주어 구문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그 분

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④ (라) : 각 유형별로 이중 주어 구문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⑤ (마) : 이중 주어 구문에 대한 새로운 해석 내용을 종합, 

정리하고 있다.

38.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문장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ㄱ, ㄴ모두 주어는 ‘손이’ 하나뿐이다.
② ㄱ, ㄴ모두 ‘영수의 손이 크다.’가 변형되어 생겨난 문장이다.
③ ㄱ의 ‘영수가’의 ‘가’는 ‘영수’의 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가 바뀐 것이다.
④ ㄱ의 ‘손이’의 ‘이’는 주제나 초점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보

아야 한다.
⑤ ㄱ의 경우 기존의 설명에서는 ‘손이 크다’를 서술절로 처

리하고 있다

39. ㉠에 해당하는 예문과 그에 대한 해석이 적절한 것은?
예문 해석

① 사과가 두 개
가 남는다.

‘두 개가’는 주어인 ‘사과가’를 보충하기 위
한 부가어에 해당한다.

② 사과를 두 개
나 먹었다.

‘두개나’의 ‘나’는 ‘먹었다’를 강조하기 위해
서 ‘가’가 변형된 것이다.

③ 사과가 껍질
이 매우 붉다.

‘사과가’의 ‘가’는 주제나 초점을 나타내기 
위해 ‘의’가 변형된 것이다.

④ 사과가 백 개
가 달려 있다.

‘사과가’의 ‘가’는 다른 과일이 아니라 ‘사과’
임을 강조하기 위해 붙은 보조사이다.

⑤ 사과가 물기
가 남아 있다.

‘물기가’만이 주어이고, ‘사과가’는 원래부사어
였는데 ‘가’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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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ㄱ. 개념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한다. 
ㄴ. 개념은 역사적 실재 속에서 사회가 추구했던 목표를 
   배제한다.
ㄷ. 개념사는 역사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초점
   을 맞춰 연구한다.
ㄹ. 개념은 역사 속의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변화를 이
   해하는 토대가 된다.

< 보 기 >
‘의리(義理)’나 ‘예(禮)’와 같은 개념들은 조선 시대에는 매

우 중요한 정치 사회적 개념으로, 이를 둘러싼 정의와 해석의 
차이로 인해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의리’와 ‘예’의 의미가 변화하였고, 그 정치 사회적 역할도 
축소되었다.

40. ㉡의 내용을 보강하기에 가장 적절한 진술은?
① ‘때가 묻었다.’는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외투가 묻었다.’

는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② ‘외투는 때가 묻었다.’와 ‘외투에 때가 묻었다.’라는 문장이 

모두 자연스럽게 성립한다.
③ ‘때가 외투에 묻었다.’라는 문장보다 ‘외투에 때가 묻었다.’

라는 문장이 더 자연스럽다.
④ ‘외투에 묻었다.’라는 문장은 부자연스럽지만 ‘외투에 때가 

묻었다.’라는 문장은 자연스럽다.
⑤ ‘외투가 때가 묻었다.’에서 ‘외투가’와 ‘때가’를 모두 주어로 

보면 ‘때가’의 서술어가 불명확하다.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이‘자유’,‘민주’,‘평화’ 등과 같은 개념들을 사용할 때, 

그 개념이 서로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자유’의 경우, 
‘구속받지 않는 상태’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쓰이는가 하면, ‘자
발성’이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
다. 이러한 정의와 해석의 차이로 인해 개념에 대한 논란과 논
쟁이 늘 있어 왔다. 바로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출현한 것이 
코젤렉의 ‘개념사’이다.

개념사를 역사학의 한 분과로 발전시킨 독일의 역사학자 코
젤렉은 ‘개념은 실재의 지표이자 요소’라고 하였다. 이 말은 실
타래처럼 얽혀 있는 개념과 정치 사회적 실재, 개념과 역사적 
실재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한다. 그에 
의하면 개념은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변화 등의 실재를 반
영하는 거울이다. 동시에 개념은 정치 사회적 사건과 변화의 
실제적 요소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근대화’ 개념을 통해 근대
화라는 특정한 방향의 사회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근대화’ 개념은 사람들로 하여금 근대화라는 특정한 사회 변
화의 목표에 맞게 사회를 변화시키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개념은 정치적 사건과 사회적 변화 등에 직접 관련되어 있
거나 그것을 기록, 해석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사용된다. 
이러한 주체들, 즉 ‘역사 행위자’들이 사용하는 개념은 여러 의
미가 포개어진 층을 이룬다. 개념사에서는 사회 역사적 현실과 
관련하여 이러한 층들을 파헤치면서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가, 이 과정에서 그 의미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어떤 함의
들이 거기에 투영되었는가, 그 개념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했
는가 등에 대해 탐구한다.

또한 개념사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보다는 ‘어떤 개념
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개념사
에서는 과거의 역사 행위자가 자신이 경험한 ‘현재’를 서술할 
때 사용한 개념과 오늘날의 입장에서 ‘과거’의 역사 서술을 이
해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의 차이를 밝힌다. 그리고 과거의 역
사를 현재의 역사로 번역하면서 양자가 어떻게 수렴될 수 있
는가를 밝히는 절차를 밟는다.

이상에서 보듯이 개념사에서는 개념과 실재를 대조하고 과
거와 현재의 개념을 대조함으로써, 그 개념이 대응하는 실재를 
정확히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실재의 이해를 방해하고 더 
나아가 왜곡하는가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코젤렉은 과거에 대
한 ‘단 하나의 올바른 묘사’를 주장하는 근대 역사학의 방법을 
비판하고, 과거의 역사 행위자가 구성한 역사적 실재와 현재 
역사가가 만든 역사적 실재를 의미 있게 소통시키고자 했다.

41. 위 글의 논지에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2. 위 글을 읽고 난 후,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념사에서는 조선 시대와 오늘날의 ‘의리’와 ‘예’의 개념
이 어떻게 다른지를 밝히려 하겠군.

② 개념사에서는 조선 시대의 논쟁에 사용된 ‘의리’와 ‘예’에 
대한 당대의 다양한 정의와 해석을 연구하려 하겠군.

③ 개념사에서는 조선 시대 사람들이 사용한 ‘의리’와 ‘예’의 
개념에는 여러 의미가 포개어진 층을 이루고 있다고 여기
겠군.

④ 개념사에서는 조선 시대에 사용된 ‘의리’와 ‘예’의 개념이 
당시의 정치 사회적 실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
보겠군

⑤ 개념사에서는 조선 시대와 ‘의리’와 ‘예’의 개념을 현대적
으로 수용함으로써 ‘의리’와 ‘예’ 개념을 한 가지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보겠군.

43. 위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① 개념사의 연구 방법            
② 개념사가 갖는 한계
③ 개념사의 탐구 대상            
④ 개념사가 출현한 배경
⑤ 개념사에서 개념을 바라보는 관점

[44-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황석산성의 남쪽 교외에서 살던 황계자가 

막내 누이를 보러 화림으로 가다가 용문에서 며칠을 묵는다. 
황계자는 어느 달 밝은 밤에 객사에서 혼자 잠을 이루지 못하
다가 시 한 수를 지어 읊고는 잠이 든다. 그는 호랑나비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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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라 어느 정자에 이르러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난다.
“저희들은 화림(花林)의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모두 이곳에 

살고 있었으니, 대인께서 어찌 저희를 알겠습니까?”
각자 앞으로 나와 자신의 성과 이름을 다 소개하고는, 바로 

이어서 말하였다.
“저희들이 대인을 받들어 모시며 뵈올 수 있기를 고대한 지

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가까이에 오셔서 머무르고 계시니, 
이것이 어찌 하늘이 저희들에게 내려 주신 연분이 아니겠습니
까? 마침 황석의 제공(諸公)과 약속이 있어서, 어제 모두가 월
연(月淵)의 모임에 갔었습니다. 까닭에 군자께서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였으니, 저희들의 불민함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황계자가 물었다.
“이른바 황석 제공은 대체 누구란 말이오?”
“태수(太守) 곽준(아들은 이상·이후), 사군(使君) 조종도, 금

천(金川) 유세홍 부자(아들 강), 첨지(僉知) 정언남 등인데, 
일시에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황계자가 다시 물었다.
“원컨대, 제공이 무슨 말을 했는지 듣고 싶소이다.”
다음과 같이 황석 제공의 말을 전하였다.
조종도가 좌중에서 탄식하며 먼저 곽준에게 말하였다.
“우리들은 난리를 만나서 왜적의 칼날에 죽어 끝내 깊은 산

속의 험한 골짜기에 원통한 귀신이 되었으니, 좋은 세상을 만
나지 못한 것이야 어찌 하겠나? 그렇지만 논자들이 나더러 헛
된 죽음을 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네. 그때에 나는 
비록 전쟁터에 있었으나 어명이 없었으니 죽지 않았으면 그만
이지만 죽은 것이 또한 어찌하여 의리에 해로웠겠나?”

그러고는 시를 읊었다.
나라 위해 입성하여 난리에 죽었으니,
신하의 직분에 마땅히 행할 바라.
내 태어나 헛되어 죽었다고 말하지 마오,
당시 나 또한 군의(君依)를 입었었다오.
그러고는 한바탕 크게 웃었다. 그러자 곽준이 말하였다.
“조종도는 명성을 헛되이 얻은 것이 아니다 할 만합니다.”
그러더니 곧 눈물을 흘리며 또 말하였다.
“나는 본디 세상 물정에 어두운 선비인데다 군사에 관한 일

은 배우지도 못하고 주장(主將)이 되었다가 백사림에게 속임
을 당하였네. 그리하여 세 고을 사민(士民)들의 부모와 처자식 
가운데 참혹한 죽음을 당하여 간과 뇌가 땅바닥에 으깨어진 
자가 몇 명인지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네. 사람에게 죄를 얻은 
것인지라 나는 만 번 죽어도 애석할 것은 없으나, 장차 무슨 
면목으로 제군들에게 이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겠는가? 저 백
사림이 구차스럽게 살고자 한 것은 마땅히 주살해야 하는 것
이어늘, 박여승이 그를 찬양함은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이미 
백사림을 입전(�傳)하여 의사(義士)라 일컬으니, 이는 세상을 
속이는 하나의 효시일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부끄러운 
일이라네.”

이렇게 말하고는 오랫동안 속으로 깊이 생각하더니, 시로 읊
어 내었다.

몸소 주장(主將) 되어 무슨 일 이루었던고
성은 함락되고 몸은 죽어 골육마저 나뉘었어라.

음산한 골짜기는 제 스스로 원귀들의 통곡 함께하거늘,
부끄러워라, 무슨 면목으로 제군들을 치사할고.
그는 두 자식 이상과 이후를 돌아보며 또 읊었다.

나는 나라 위해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너희 둘은 누구를 위해 죽임을 당해야 했단 말인고
놀란 피 얼굴에 가득해도 씻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의복에 핏자국이 그대로구나.

이상이 일어나 응대하며 읊었다.
아비는 나라 위해 죽고
자식은 부모 위해 죽었으니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보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도 없사와라.
좌중의 한 사람이 말하였다.
“그대는 듣지 못했는가? 세인(世人)의 시는‘우리들이 성안에

서 죽은 것이 의를 위해 죽은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사람들
은 동래성 지킨 것만 이야기한다네. 죽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
니나 죽을 만한 곳에서 죽는 것이 어려운 것인데, 황석산성의 
남문이 어찌 죽을 만한 곳이어서 죽었겠는가? 세인의 시는 진
실로 이러한 이유였다네.”

이후가 답답해하더니 시를 지었다.
세상 사람들이 어찌 이와 같은 사정을 알겠는가만
머리 위엔 훤하디 훤한 해가 이 땅을 굽어보시네
마침내 한바탕 통곡을 하였다. 그러자 유세홍이 하늘을 우러

러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아! 나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죽어도 또한 후
회될 것이 없겠으나, 우리 부자와 같은 경우는 일개 
충의를 지닌 백성으로 왜적의 칼날에 함께 죽었으
니, 그 원통함이 어찌 이보다 더 크리오! 백만의 기
세등등한 왜구가 고립된 성의 수백 군졸을 죽였으
니, 이는 태산이 새알을 짓누른 것이요, 천둥과 번
개가 썩은 나무에 벼락친 것과 같았다오. 옛적의 장
순, 허원, 남제운, 뇌만춘의 충성과 용맹으로도 능
히 강회(江淮)의 보루를 보전치 못하여 성이 함락
되어 죽었는데, 하물며 세상 물정에 어두운 선비 곽
준과 용렬한 사내 백사림이 성안에 함께 있고도 어
찌 성이 함락되지 않기를 바랄 수 있었겠소? 이것
은 어리석은 여자라 해도 알 수 있었던 것이나, 모
든 사람들이 힘을 다하여 도운 것은 무엇 때문이었
겠소? 왜적이 위협한다고 해서 성에 들인 것은 또
한 누구였겠소? 영남의 여러 성 가운데, 오직 황석
산성만이 아직 함락되지 않아서 도륙의 참화를 입
지 않았었는데도 백사림은 살려고 도망하였고, 곽준
은 몸소 죽었거늘, 여러 사람들이 진실로 함께 죽기
를 달게 여겼었소. 우리 이 사람들 애달프거늘, 무
슨 죄를 하늘에 졌단 말이오!”

- 신착,「용문몽유록」-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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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이 작품은 정유재란 당시 황석산성 전투의 함몰(陷沒)에 

따른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황석산성은 군사적 
요충지였다. 이에 성안의 군사들은 곽준의 지휘 아래 왜적의 
공격에 맞서 불굴의 자세로 싸웠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가장 
믿었던 무인(武人) 백사림이 자신만 살고자 왜적에게 성문을 
열어 주었고, 결국 왜적은 황석산성에 들어와 성안의 많은 사
람들을 처참하게 죽였다.

< 보 기 >

44.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의 창작 의도를 추리한 것으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① 전쟁 중에 사대부 양반들의 활약상을 보여 주어 양반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군.

② 전쟁의 비극적 참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전달함으로써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했군.

③ 전쟁 중에 비참하게 죽은 이들의 행적을 미화하여 전쟁으
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고자 했군.

④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실제 전쟁 이야기를 통해 다
양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함을 말하고자 했군.

⑤ 전쟁 중 비겁하게 도망간 자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자가 올바르게 평가 받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고자 했군.

45. 위 글의 이야기 구성을 <보기>와 같이 정리한다고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이야기Ⅰ은 이야기Ⅱ에 나오는 인물 간의 갈등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

② 이야기Ⅱ에는 여러 명의 인물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억울
함을 하소연하고 있다.

③ 이야기Ⅱ는 이야기Ⅲ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을 서술함으로
써 사건 흐름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④ 이야기Ⅲ에는 사건에 대한 작가의 비평을 드러내어 인물
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위로하고 있다.

⑤ 이야기Ⅲ은 이야기Ⅱ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 주인공에게 
전달되고 있다.

46. [A]에 드러난 화자의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비분강개(悲憤慷慨)
② 백척간두(百尺竿頭)
③ 망양지탄(望洋之嘆)
④ 방약무인(傍若無人)
⑤ 구밀복검(口蜜腹劍)

47. [B]의 표현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전쟁의 참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인물에 대한 평가를 현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임금을 향한 연모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지도자로서 자책감을 설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자신들의 억울한 죽음을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48-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각종 대기 오염 물질과 악취 성분은 입자 상태로 공기 중에 

머물러 있기도 하지만 건물 벽이나 가구 등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실내 공기를 빨아들여 냄새를 없앤 후 이
것을 다시 실내로 되돌리는 방법으로는 실내의 악취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부착된 악취는 다시 그 위에 
악취가 부착되어 퇴적됨으로써 요양 시설이나 식당, 병원 등에
서 이른바 찌든 냄새를 형성하여 건물의 가치를 하락시킨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오존으로부터 나온 
발생기 산소를 이용하거나, 플라즈마에 의해 생성된 반응성 라
디칼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들은 생성된 발생기 산소나 
반응성 라디칼이 직접 반응하여 악취 물질을 산화시키거나 악
취 물질의 전기적 응집을 유도하여 실내 공기 정화 시스템 내
에서 여과 또는 흡착되도록 만들므로 악취 물질의 제거 효과
가 크다. 그러나 발생기 산소나 반응성 라디칼을 발생시키기 
위한 기존의 기술은 일반적으로 고전압 고주파 방전을 이용하
는데, 이 경우 필요 이상의 오존이 발생하고 이에 비례하여 유
해한 질소산화물이 동시에 생성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하여 현재는 이를 대신하여 자외선–광전자 효과를 이용
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실내의 각종 오염 물질
뿐만 아니라 악취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오존의 발생을 최
소한으로 제어할 수 있다. 즉, 자외선에 의해 발생된 광전자는 
전기 집진과 같은 원리에 의해 실내 각 부분에 퍼져 있는 찌
든 악취 및 각종 오염 물질을 분해해 제거할 수 있으며, 자외
선의 파장을 달리하여 오존의 발생을 자연적인 상태인 
0.05ppm 미만으로 조절하여 배출함으로써 안전하게 각종 오
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전압 발
생부가 필요치 않으므로 발생기 산소나 반응성 라디칼을 이용
하는 방법에 비해 안전을 확보하게 되었다.

자외선–광전자 효과에 의해 공기 중의 ㉠각종 오염 물질 제
거를 위해서는 우선 광전자 방출재에 금속이 전자를 속박하는 
에너지보다 높은 에너지의 자외선을 쪼여 주어야 한다. 그러면 
광전 효과*에 의해 광전자가 방출재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
때 약한 전기장을 방출재와 전극 간에 형성해 주면 생성된 광
전자들은 양전극으로 이동하다가 공기 중의 각종 오염 물질에 
달라붙어 오염 물질을 음이온의 성격을 띠게 한다. 이로 인해 
음이온의 성격을 띤 각종 오염 물질은 양전극 상에 모아지게 
된다.

*광전 효과_ 금속판에 빛에너지를 주었을 때 전자가 튀어나  
   오는 현상.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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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48. 위 글의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①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② 다양한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③ 제시된 현상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

다.
④ 실험 결과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⑤ 여러 가지 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기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49. 위 글을 읽고 난 후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0.05ppm 미만의 오존이 발생한다면 인체에는 큰 해가 없

겠군.
② 발생기 산소를 이용하면 반응성 라디칼을 이용하는 것과 

달리 고전압 발생부가 필요치 않겠군.
③ 반응성 라디칼을 이용해 악취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실내 공기 정화 시스템이 필요하겠군.
④ 자외선–광전자 효과를 이용하면 안전성도 확보하면서 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겠군.
⑤ 낡은 식당 등에서 찌든 냄새가 났던 것은 각종 오염 물질

이 벽이나 가구 등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었기 때문이겠군.

50. <보기>는 ㉠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는 광전자 방출재에 금속이 전자를 속박하고 있는 에너
지보다 더 높은 에너지의 자외선을 쪼여 주어야 한다.

② B에서는 광전 효과에 의해 광전자가 방출된다.
③ C 구간에는 전기장이 형성되어야 오염 물질을 정화할 수 

있다.
④ D는 광전자가 부착되면서 음이온의 성격을 띠게 된다.
⑤ E에는 양이온과 음이온 성격을 띤 오염 물질이 각각 모아

진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
    (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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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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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② ④ ④ ③ ②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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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⑤ ④ ③ ⑤ ② ③ ④ ③ ④ ③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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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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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답 ④ ② ③ ① ③ ③ ② ④ ① ③

2013 수능 언어 EBS 
정선 모의고사 1회 풀이

1

< 해 설 > 

6. 연상하기 (수능완성) 정답 ②

운동 경기인 야구와 공부를 연결해 연상하라는 문제

이다.‘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는 어려운 문제를 집중

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보기>의 내용을 통해 연

상할 수가 없다.

①‘감독님의 도움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부분에서 연상할 수 있다. ③‘내 몸에 맞는 투

구 방법을 익힌 후 이를 실전에 잘 적용했습니다.’

부분에서 연상할 수 있다. ④‘프로그램을 짜서 규

칙적으로 운동을 했습니다.’부분에서 연상할 수 있

다. ⑤‘경기에 참가할 때에는 스스로를 믿으며 꼭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타자까지 최선을 다해 

던졌습니다.’부분에서 연상할 수 있다.

7. 개요 수정과 보완 방안 (수능완성) 정답 ④

<보기2>의 셋째 글감을 활용하면 독일은 청소년들

이 여가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적 차

원의 문제점의 하위 항목과 그 대책 부분의 하위 항

목으로 제도적인 문제점과 이의 대책을 추가할 수 

있다.

① <보기2>에는 성인들의 여가 문화와 청소년의 여

가 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② <보기2>

의 첫째 내용이 학교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것이

지만 이것이 본론Ⅰ ‘청소년 여가 생활의 의미’와

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③ <보기

2>에는 학부모들의 인식을 언급한 부분이 없다. ⑤ 

<보기2>에는 청소년들이 여가 활동에만 몰두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말한 부분이 없다.

8. 자료 활용의 적절성 평가 (수능완성) 정답 ④ 

자료 (나)–2를 보면 OECD국가와 비교해 볼 때 직

접 일자리 창출 예산은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수준

이다. 그러므로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을 늘리기보

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자료 

(가)에 나타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신문 보도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 서비스 일자리

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② (나)–1의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사업의 예산과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나)–2
의 자료를 통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여전

히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창출 예산은 모자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의 창

출 방안은 (다)에 잘 나타나 있다. ⑤ (가)에 나타

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다)의 사례 보고서에 나

타난 사회적 기업의 양성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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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와 (다)를 통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 바

람직한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촉구할 수 있다.

9. 조건에 맞는 글쓰기 (수능완성) 정답 ③ 

그림의 내용은 연탄을 나르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의 내용이 잘 드러나 있고‘차가운’과

‘뜨거운’의 대조, 그리고 대구가 사용된 답지는 

④이다. ① 감각어를 쓰지 않았고 대조를 사용한 연

결도 없다. ② 감각어를 쓰지 않았고 대조를 쓴 연

결도 없다. ④ 그림의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았고 

대조를 사용한 연결도 없다. ⑤ 대조와 대구를 사용

하여 연결하지 않았다.

10. 고쳐쓰기 (수능완성) 정답 ②  

문맥을 고려하면 ㉡에는 역접의 접속사가 사용되어

야 한다. 그러므로‘그러나’가 맞다.

① 영화로 만들어진 것은 작품이 주는 교훈과는 거

리가 멀다. ③‘반성’이라는 말이‘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 봄’이므

로 의미가 중복된다. ④‘왠지’는‘왜인지’에서 

줄어든 말이므로‘왠지’로 써야 한다. ‘웬지’를 

쓰는 것은 잘못이다. ⑤‘그 이유는’과 호응을 이

루는 말은‘~때문이다’가 들어가야 한다.

11. 주격 조사의 생략 (수능완성) 정답 ⑤ 

일반적으로 격조사 없이도 그 명사나 명사 구실을 

하는 말이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문법적 관계를 파악

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때 그 격조사는 생략되는 수

가 많다. 하지만 <보기1>의 예문처럼 주격 조사를 

생략하면 문장이 어색한 경우도 있다.

우선 <보기1>의‘김 선생님Ø 전화했어요.’경우는 

ᄅ, ᄆ과 마찬가지로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필수 성

분 중 한 가지 성분이라도 생략되었을 때 주격 조사

를 생략하면 문장이 어색하고 뜻이 모호해진다. 다

음으로 <보기1>의‘영수Ø 그린 그림이 좋다.’경우

도 주격 조사를 생략하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영

수가 그린 그림’인지‘영수를 그린 그림’인지 분

명하지 않다. <보기2> ᄅ의‘여기다’도‘영희가 불

쌍하게 여긴’것인지‘영희를 불쌍하게 여긴’것인

지 뜻이 모호하다. 또한 ᄆ의 경우‘주다’도‘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와 같이 세 가지 필수 성분

을 갖는 동사이다. 그런데 세 가지 필수 성분 중 두 

가지밖에 없어‘그 여자가 무엇을 주려고 하지?’인

지‘그 여자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지?’인지 그 뜻

이 불분명해진다. 이러한 경우에 주격 조사를 생략

하기 어렵다.

ᄀ, ᄃ은 모두‘주어+목적어’, ᄂ은‘주어+부사

어’처럼 한국어의 일반적인 어순대로 말할 때 주어

를 쉽게 예측할 수 있어 생략이 가능한 경우이다.

12. 어휘의 문법적·문맥적 의미 파악 (수능완성) 

정답 ④ 

④의‘중’은‘등급, 수준, 차례에서 가운데’를 뜻

하는 명사로 쓰인다.

①은 ‘안이나 속’, ②는 ‘어떤 상태에 있는 동

안’이며, ③은 ‘무엇을 하는 동안’, ⑤는 ‘어떤 

시간의 한계를 넘지 않는 동안’이라는 뜻으로 사용

된다.

[13-16] 현대시

(가) 이상,「거울」

[ 해제 ]‘거울’이라는 소재를 통해‘거울 속의 

나’와 ‘거울 밖의 나’사이의 분열이 점점 심화되

어 가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 시에서‘거

울’은‘거울 밖의 나’가‘거울 속의 나’를 보게 

하고 또 서로 닮았음을 알게 한다는 점에서 자기를 

인식하는 의식 곧 자의식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거울’은‘거울 밖의 나’가‘거울 속의 

나’와 대화를 하거나 악수를 할 수 없도록 가로막

고 있기도 하다는 점에서 자의식이 자아 간의 단절

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급기야‘거

울 속의 나’는‘거울 밖의 나’가 거울을 보지 않

아도 제 혼자서 거울 속에서‘외로된 사업’에 골몰

하기까지 하는데, 이는 현실의 자아와 내면의 자아

가 극도로 분열된 상황임을 나타낸다. 나아가 마지

막 부분에서‘거울 밖의 나’가‘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치료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비록 담담히 말한 것이긴 하나, 이 자아의 분열이 

끝내는 극복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자기 

발견의 고통스러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

[ 주제 ] 심화되어 가는 자아 분열로 인한 고뇌

�1연: 거울 속 세계의 적막함

�2연: 의사소통이 단절된 두 자아

�3연: 화해할 수 없는 두 자아

�4연: 거울의 이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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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 제각기 분열된 두 자아

�6연: 극복할 수 없는 두 자아의 분열

(나) 최승호,「통조림으로 만리장성을」

[ 해제 ] 통조림은 생명을 죽여 밀폐함으로써 인

위적으로 부패를 지연해 놓은 공산품이다. 식품 회

사는 엄청난 양의 통조림을 생산하여 대형 상점을 

통해 이윤을 얻고, 현대인들은 똑같이 이를 먹으며 

간편하게 식욕을 해결한다. 요컨대 통조림은 현대 

물질문명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사물 가운데 하나

인 것이다. 그런데 화자는 옹관 속의 스님처럼 죽어

서도 썩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죽어서

도 썩지 않는다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다. 모든 

생명은 죽어 썩음으로써 다른 생명의 근원이 된다. 

이런 생명과 죽음의 순환이야말로 자연의 이치요 순

리이다. 그러나 죽어서도 썩지 않도록 옹관보다 더 

철저하게 밀폐하는 현대의 물질문명에서는 자연의 

이치와 순리는 철저하게 억압되고 만다. 화자는 도

를 높이 깨달은 사람이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와 같

은 초월적 존재라도 이 통조림 속에서는 부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현대 물질문명의 철저한 

반생명성을 고발한다.

[ 주제 ] 황폐한 현대 물질문명에 대한 고발

�1~6행: 죽어서도 썩지 않은 옹관 속 스님

�7~16행: 통조림 무덤이 엄청나게 진열된 대형 

상점

�17~22행: 고불도 예수도 부활할 수 없는 통조

림

(다) 천양희,「아침마다 거울을」

[ 해제 ] 아침마다‘거울’을 보는 일상적 행위 

속에서 세상에 버림 받은 자아를 발견하고, 그 자아

가 세상에 재조명되기를 바라는 소망과 의지를 표현

한 작품이다. 화자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세상에게 

도난당하여 자신의 삶이 뒤틀려 버렸다고 생각한다. 

현실 속의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되 그 책

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참된 본래의 자아는 세상이 잘못 읽

어 세상에 나가지 못하고 자신의 내면에 수몰되듯, 

생매장되듯, 암매장되듯 고통스럽게 갇혀 있다고 생

각한다. 그리고 아무도 그 고통을 몰라준다고 토로

한다. 그러나 화자는 머지않아 세상이 자신을 제대

로 읽어, 지금까지 갇혀 있던 자신의 참된 자아가 

세상에 환하게 재조명되리라 자신한다. 마지막의

‘나는 곧 재조명될 것이다. 밝혀질 것이다’는 본

래의 자아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면서 그 믿음이 세

상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소망과 의지가 깃든 표현이

라고 할 수 있다.

[ 주제 ] 세상으로 인해 왜곡된 삶과 자아 회복에 

대한 소망

�1연: 아침마다 물속 같은 거울을 보는‘나’

�2연: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울 속‘나’의 

고통

�3연: 세상이 잘못 읽어 수몰된 거울 속‘나’의 

생

�4연: 세상 때문에 틀려 버린‘나’의 생

�5연: 곧 재조명될 거울 속의‘나’

13. 작품에 대한 종합적 이해 (수능완성) 정답 ③ 

(나)에서는‘어둠’,‘옹관같은 상자들을 들어올리

는 서늘한 창고’등의 시어로 통조림을 죽음과 관련

지었으며, 이어서‘눈부신 조명’을 받고 있는 통조

림을 통해 죽음을 포장하고 소비하는 현대 사회의 

문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다)에서는‘암매

장’된 거울 속의‘나’가 앞으로는‘환하게’재조

명될 것이라 표현하여 거울 속의‘나’가 처한 상황

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나)와 (다)는 어둠과 

밝음의 이미지를 활용해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

다.’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① (가)는 높임 표현을 통해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나)에서는 이런 대화체를 확인

할 수 없다. ② (가)와 (다)에는 모두 시간의 역전

이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다)에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가)는 그렇지 않다. 

④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변주해 시상의 

반전을 꾀하고 있는 것은 (다)에서만 확인할 수 있

다. ⑤ (나)의 7, 8, 18행과 (다)의 2, 3, 4연에서 

명사로 끝맺은 시행을 반복하여 정서를 강조한 부분

이 있으나, (가)에서는 이런 경우를 찾을 수 없다.

14. 화자의 태도 파악 (수능완성) 정답 ⑤ 

(다)의 화자는‘거울 속의 나’를 연민하며 그를 옹

호하고 있으나, (가)의 화자는‘거울 속의 나’와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의 화자는 

(가)와 달리‘거울 속의 나’와 대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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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와 (다)에서 거울 속은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내면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② 

(가)의 화자는 말을 나눌 수 없고, 악수를 나눌 수

도 없는‘거울 속의 나’를 딱하게 여기고 있으며, 

(다)의 화자도‘거울 속의 나’를 물속에서 허우적

거리는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그려 그를 가엾게 여기

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가)의‘거울 속의 

나’는 홀로 적막한 거울 속에서‘외로된 사업’에 

골몰한다는 점에서, (다)의‘거울 속의 나’는 세상

에게 도난 당하고 거울 속에 수몰되었다는 점에서 

모두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 ④ (다)의 화자가‘거

울 속의 나’가 곧 재조명될 것이라고 표현한 반면, 

(가)의 화자는 마지막 부분에서‘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다’고 하여 자아 분열의 

극복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15. 시어의 함축적 의미 이해 (수능완성) 정답 ② 

ⓐ는 ‘거울 밖의 나’와 무관하게 ‘거울 속의 

나’가 거울 속에서 외로된 사업에 골몰하는 시간으

로, 두 자아가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는 시간이다. ⓑ

는 통조림에 찍힌 유통 기한으로, 내용물의 부패를 

인위적으로 막아 놓은 시간이다. 적어도 그 시간 동

안에는 예수나 고불과 같은 초월적 존재들도 통조림

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한 점에서‘검은 날짜’는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망의 시간으로 

볼 수 있다.

① ⓐ는 거울 속에 갇혀 있는 ‘구속’의 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는 부패가 미루어진 기간이므로 

‘소멸’의 의미를 지닐 수 없다. ③ ⓐ는 자아 간

의 분열이 심각하게 드러난 시간이므로 ‘화해’와 

관련짓기 어렵다. ⓑ 또한 내용물의 부패를 막아 놓

은 시간이므로  ‘해방’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④ ⓐ는 ‘거울 속의 나’가 ‘거울 밖의 나’의 통

제를 벗어나 있으나 저 혼자 ‘외로된 사업에 골

몰’하는 문제적 상황 속에 있으므로 ‘자립’으로 

보기 어렵다. ⓑ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잃은 내용물

이 밀폐되어 있는 것이므로 ‘생명’과 관련짓기 어

렵다. ⑤ ⓐ는 거울 속에서 외로된 사업에 골몰하므

로 ‘고독’의 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는 부패를 

인위적으로 막고 있는 부정적인 상황일 뿐이므로 

‘안식’이라 할 수 없다.

1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수능완성) 정답 

③ 

<보기>를 참고할 때, (나)는 현대 물질문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

할 때, 통조림 속에서는 고불도 예수도 부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시대와 무관하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지닌 운명적 한계를 드러낸 표현이라기보다 

현대인에 대한 현대 문명의 억압이 심각함을 절망적

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① 옹관 속의 스님과 통조림 속의 내용물은 모두 죽

었으나 썩지 않았으므로 자연의 순리를 벗어나 있

다. ② 통조림이 쌓여 있는 창고를‘죽음 창고’라 

한 것은 현대인의 물질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현

대 문명의 반생명성을 표현한 것이다. ④ 똑같은 수

많은 통조림 앞을 역시 똑같이 생긴 황제펭귄이 끊

임없이 열을 지어 가는 모습에서 획일화된 도시인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다. ⑤ <보기>를 참고할 때, 

현대 문명은 고불이나 예수도 벗어날 수 없는, 통조

림처럼 생명을 죽여 밀폐된 공간에 가두는 반생명적 

문명이다. 다시 말해 이 작품에서 통조림은 현대 물

질문명을 상징하는 소재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

려할 때, 현대 물질문명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

은 통조림 속에 갇힌 삶으로 인식될 수 있다.

17.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2012 고 3․ 4월 학

력평가) 정답 ④　

2문단에서 경험주의는 대상과 일치하지 않는 지각 

경험은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하였으므로, 경험주의

의 관점에서는 ‘철수’가 ‘노란 빛깔의 장미’를 

‘빨간 흑장미’로 지각한 것을 설명할 수 없다. ① 

2문단에서 경험주의의 관점에 따른 객관적 세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주지주의가 지각 주

체의 정신작용을 객관적인 세계보다 더 중시한다는 

것을 확인할 있다

18. 세부 정보의 확인 (2012 고 3․ 4월 학력평

가) 정답 ③

 주지주의는 인간의 지각에서 정신 작용을 강조했지

만 메를로 퐁티는 인간의 ‘몸’에 주목하여 ‘현상

학적 장’에서 ‘몸’이 체험한 것이 곧 지각이라고 

설명했다.

19. 논지 전개 방식서술방식의 이해 (2012 고 3․ 
4월 학력평가)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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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충은 ‘서로 다른 견해나 관점을 어느 편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조절하여 알맞게 함’이란 뜻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상반된 이론을 절충하는 방식을 

활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2문단 이하에서 경험

주의, 주지주의, 메를로 퐁티의 이론을 대비하여 차

이점을 부각했다. ③ 1문단에서 의문을 활용하여 독

자의 관심을 환기했다. ⑤ 각각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사례’를 활용했다.

20. <장유, ‘곡목설(曲木說)’> (EBS 포스 

고전문학) 정답 ③ 

<곡목설>에서는 ‘굽은 나무’는 버림을 받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버림을 받지 않고 중용되

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사를 대

비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인간사의 무상감을 드러내

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① 굽은 나무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비교 유추하

며 사회 현상을 비판하고 있다. ②『서경』과 공자

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④ 생활 주변의‘굽은 나무’를 소재로 하여 독자의 

공감을 얻고 있다. ⑤ 장씨의 행동과 장씨와 작자와

의 대화를 위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21. (EBS 포스 고전문학) 정답 ③

‘곧기가 현(絃)과 같은 자는 길거리에서 죽어 

가고’에서　알 수 있듯, ‘현’은 굽은 나무가 

아니라 정직한 사람을　비유한다고 할 수 있다.

① ‘나무가 굽은 것은 재목감은 안 될는지 몰라

도 나무의 천성으로 보면 당연한 것’에서  천성

이 굽게 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궁전에 드나드는 공과 경과 대부의 대부분이 정직

한 도리를 지닌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④ 

‘굽은 나무’는 재목감이 아니므로 내실을 갖추

지 못 했으며, ‘정직하지 못한 사람’ 은 요직에 

기용되고 있지만 인재가 아니므로 내실을 갖추지 

못 했다고 할 수 있다. ⑤ ‘이 나무를 내가 세 

번이나 바라보고서도 재목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러니 겉으로 후덕해 보이고 인정 깊은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그 본심을 알 수 있겠는

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22. (EBS 포스 고전문학) 정답 ⑤

상대방인 장씨의 논지는,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나 본색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는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

다는 것이다. 그리고 작자는 이러한 장씨의 논지

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요즘‘공,경,대부’의 대

부분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를 구

체적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

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굽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지만, 장씨의 약점을 들춰 내는 것은 아니다. ②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러한 사람들

이 쓰이는 현실에 대해 개탄을 하고 있지만, 장씨

와 작자가 같은 처지에 놓였는지는 드러나지 않는

다.  ③『서경』<홍범 편>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

지만,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은 아니

다. ④『서경』과 공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만, 

이는 자기 주장의 근거로 동원한 것이지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다.

23. 자료 이해의 적절성 판단 (2012 고 4월 학력

평가) 정답 ④ 

<보기>의 사례에서 B사는 10%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어야만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A사가 소형매장

을 선택한다면 B사는 시장에 진입하여 13%의 수익

률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B사는 시장에 

진입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A사와 B사는 각각 

13%의 동일한 수익률을 얻게 된다. 반면, A사가 대

형매장을 선택한 경우에는 B사가 시장에 진입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5%이기 때문에 B사는 시장 

진입을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A사는 대형매장을 

선택함으로써 B사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17%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된다.

24. 반응의 적절성 평가 (2012 고 4월 학력평가) 

정답 ②  

 2문단을 보면 우월전략은 담합이 이루어지기 이전 

상황에서 복점기업들이 상대 기업의 전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략임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갑’과 ‘을’은 담합을 통해 우월전

략의 균형을 이루고자 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

다. 

25. 세부 정보의 확인 (2012 고 4월 학력평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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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우월전략에 대한 내용은 2문단에 나와 있다. 우월전

략이 안정적 보수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이라는 진술

은 맞지만, 이 글에는 상대방의 전략 선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진술되어 있다.

26. 정보의 개괄적 확인 (EBS 인터넷수능) 정답 

①  

 이 글의 내용에 의하면 중간 언어는 L2를 배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L1도 L2도 아니면서 L1과 L2

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언어를 의미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중간 언어는 L2의 습득 과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② 중간 언어는 L2를 배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L1도 L2도 아니면서 L1과 L2의 요소를 부분적으

로 갖고 있는 언어를 의미한다. ③ L1이 같은 언어 

집단은 태어나서 처음 습득한 언어가 같은 동일 언

어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속하는 구성원

은 동일한 랑그를 공유한다. ④ 하나의 동일한 랑그

를 가진 L2 학습자 집단을 상정할 수 없는 반면, 한 

언어 내의 서로 다른 방언 화자들은 동일한 랑그를 

공유한다. 따라서 중간 언어 간의 이질성은 한 언어 

내의 방언 간의 이질성과 그 성격이 다르다. ⑤ L2 

학습자의 중간 언어는 L2가 모국어인 화자의 언어

로까지는 발달할 수 없다. 반면 유아의 언어는 성인

의 언어로까지 발달한다.

27. 세부 내용의 이해 (EBS 인터넷수능) 정답 ④ 

 중간 언어는 L2를 목표로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학습자마다 개별적이다. 또한 L2 

습득 과정에서 오류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로 

보아 L2 학습자의 오류는 학습 기간이 같더라도 동

일한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추리할 수 있

다.

① 우리는 L2 습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분석

하여 특정시점에서의 학습자의 중간 언어 체계와 

L2의 습득 정도를 알 수 있다. ② L2 습득 과정에

서 나타나는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L2

의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오류는L2습득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이다. ⑤ L2 

학습자의 오류는 많은 경우 L1의 부정적 간섭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L2 학습자의 오류는 L1과의 비교

를 통해 부정적 간섭의 요인을 찾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8. 다른 상황에의 적용 (EBS 인터넷수능) 정답 

⑤ 

 ⓐ는 L2를 목표로 발달해 가고, ⓑ는 성인의 언어

로까지 발달한다. 이러한 점에서 ⓐ와 ⓑ는 발달의 

목표가 되는 언어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① ⓐ는 L2를 배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L1도 L2

도 아니면서 L1과 L2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갖고 있

는 언어로, L1과 L2가 혼종된 언어이고, ㉮는 여러 

언어의 특성이 혼합되었다는 점에서 혼종된 언어에 

해당한다. ② ㉮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휘의 수가 늘

어나고 문법도 정교해지는 변화를 보였는데, ⓐ 역

시 그 체계는 L2에 비해 단순하지만 L2를 목표로 

발달해 간다. ③ ㉮는 초기에 어순이 불안정하고 어

휘의 수가 적으며 문법도 단순하다는 특징을 지니는

데, ⓑ 역시 성인의 언어에 비해 단순하다. ④ ㉮는 

이주민들의 언어라는 점에서 L1을 습득한 후에 배

운 언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는 그 자체가 L1

에 해당하므로 L1을 습득한 후에 배운 언어라고 말

할 수 없다

29. 중심 화제의 파악 (수능완성)  정답 ④ 

글의 제목은 글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이다. 이

글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수평 습곡, 침강습곡, 비

대칭 습곡, 역전 습곡 등 습곡의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30. 세부 정보의 확인 (수능완성)정답 ④ 

넷째 문단에서 역전 습곡의 아래쪽 날개는 원래의 

지층 순서와 반대로 더 오래된 암석이 더 젊은 암석 

위에 놓인다고 하였다.

① 셋째 문단에서 수평 습곡은 수평한 습곡축을 가

지고 있는 것이지만 습곡축이 수평한 경우는 드물다

고 했다. ② 첫째 문단에서 습곡 작용은 지각에서 

수평 방향의 힘이나 수직 방향의 힘에 의해 야기됨

을 알 수 있다. ③ 셋째 문단에서 축면은 습곡을 가

능한 한 대칭적으로 나눈 가상의 면을 말한다고 하

였다. ⑤ 마지막 문단에서 침강 향사에서는 습곡 중

심부에 더 젊은 암석이 있고 그 양쪽에 더 오래된 

암석이 중심부 쪽으로 경사를 이룬다고 하였다.

31. 미루어 알기 (수능완성)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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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문단에서 위로 볼록하게 만들어진 지층을‘배

사’라 하였다. 또 지층의 양 날개가 만나는 점을 

연결한 선이‘습곡축’이라고 하였고 습곡축이 앞뒤

로 기울어져 수평하지 않은 경우를‘침강습곡’이라

고 하였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볼 때‘ 침강배사’

를 나타내는 모형은 ③이다.

32. 문장 구조의 이해 (수능완성)  정답 ④ 

<보기> 는 접속조사‘과/와’에 의해 이어진 문장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접속조

사‘과/와’로 연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두 개의 문장

으로 나누어지지 않으면 이어진 문장이 아니다. 그

런데‘예지와 수연이가 십 년 만에 극장에서 마주쳤

다’는‘예지가 십 년 만에 극장에서 마주쳤다’와

‘수연이가 십 년 만에 극장에서 마주쳤다’의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면 어색해진다. 따라서 ④는 이

어진 문장이 아니다.

①‘주희네 집에서는 개를 기른다’와‘주희네 집에

서는 고양이를 기른다’의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②‘승호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였다’와

‘진수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였다’의 두 개의 문

장으로 나눌 수 있다. ③‘서해안은 갯벌 체험 장소

가 많다’와‘남해안은 갯벌 체험장 소가 많다’의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⑤‘성난 시민들이 

국회의 앞문으로 들이닥쳤다’와‘성난 시민들이 국

회의 뒷문으로 들이닥쳤다’의 두 개의 문장으로 나

눌 수 있다.

[33~36] 작자 미상,「신유복전」

[ 해제 ] 이 작품은 고전 소설「낙성비룡」과 비

슷한 내용이다. 무대가 중국 명나라에서 우리나라 

조선 시대로 바뀐 점이 크게 달라「낙성비룡」의 개

작본으로 추측된다. 아내가 남편을 출세시키는 내용

은 고전 소설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구상이다. 

또, 주인공 신유복이 청병 원수가 되어 명나라를 구

한다는 내용은 우리나라의 국력을 중국에 과시하려

는 민족적인 긍지와 자주 독립 정신을 표현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작자는 신유복의 입을 통해, 변방의 

호국을 격파하고 명나라를 위기에서 구출함으로써 

조선국의 위력을 세계에 빛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반의 영웅담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모든 사건이 

현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전기성(傳奇性)이나 

우연성이 드물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이 작품은 걸

인인 신유복에 대한 여주인공 경패의 희생적인 사랑

과 신유복의 영웅적인 행동을 통해 우리 민족의 능

력과 위력을 보인 소설이다.

[ 주제 ] 신유복의 고난 극복과 영웅적인 행적

전라도 무주 땅 신 진사의 유복자 신유복은 다섯 

살 때 편모마저 여의고 천애고아가 되어 걸식하는 

신세가 된다. 세상을 떠돌던 신유복은 상주 목사의 

도움으로 이섬의 사위가 된다. 그러나 신유복이 걸

인이었다 하여 멸시를 받다가 처가에서 내쫓긴 유복 

부부는 산기슭에 움막을 치고 살게 되는데, 아내의 

권유로 유복은 7년 기약을 하고 원강 대사를 찾아가 

무예와 글을 익힌 끝에 과거에 급제하여 수원 부사

가 된다. 그리고 지난날 자기를 천대하였던 장인과 

처제들을 따뜻이 대한다. 마침내 병조판서에까지 오

른 유복은 명나라에 가서 변방의 병란을 평정하는 

공을 세우고 금의환향해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33. 작중 상황의 파악  (수능완성) 정답 ② 

일향 대사는 신 원수에게 찾아온 연유를 들으면서 

짐짓 놀라는 체하며 동자를 꾸짖었다.

① 신 원수는 동자에게 어떠한 감정 표현도 하지 않

는다. ③ 일향 대사가 동자에게 절을 잘 지키라고 

당부한다. ④ 신 원수와 통골의 싸움이 팽팽하게 이

어지고 있으며, 두 진영의 장졸들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광경에 빠져 있을 뿐이다. ⑤ 통골이 신 원수

의 능력에 놀라워하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드러나지 

않는다.

34. 말하기 방식 파악 (수능완성) 정답 ②  

[A]에서 신 원수는 일향 대사에게 자신을 도와줄 

것을 청하고 있으나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다.

① [A]에서 신 원수는 도적을 치는 데 참모가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자신의 소망을 직접 드러내

고 있다. ③ 일향 대사가 산에서 내려가 본 지 오래

라 세상일은 모르겠다고 하자 [B]에서 신 원수는 

일향 대사가 있는 산 또한 명나라 땅이며, 물과 흙 

또한 명나라 것이므로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며 그를 

설득하고 있다. ④ [B]의 마지막 부분에서 신 원수

는‘~ 어찌 나라를 내어 버려두시겠습니까?’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일향 대사에게 전쟁 참여를 독

려하고 있다. ⑤ [A]에서 신 원수는 자신의 지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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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고 재주가 얕음을 피력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있다. [B]에서 신 원수는 명나라의 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35. 자료의 적용과 해석 (수능완성) 정답 ④  

신 원수가 일향 대사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조선에 

대한 신 원수의 자부심과 긍지를 찾아볼 수 없다. 

지문 앞부분의 대화하는 대목에서는 일향 대사가 전

쟁에 참여하여 자신을 도와줄 것을 간청하고 있고, 

전쟁 장면에서는 일향 대사의 도움으로 통골을 물리

치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을 뿐이다.

① 신 원수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일향 대사

가 짙은 안개와 흑운을 일으킨다. 이는 영웅의 위기 

극복을 돕는 조력자의 여건 조성으로 판단할 수 있

다. ② 조선의 장수인 신 원수가 오랑캐 통골을 물

리치는 장면이므로 민족적 우월감이 과시된 대목으

로 볼 수 있다. ③ 신 원수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원강 대사와 일향 대사가 크게 돕고 있으므

로 조력자에 해당한다. ⑤ 이 글에서 통골은 범상치 

않은 검술을 가진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영웅과 맞

서는 적대자의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

로 신 원수의 비범함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36. 한자 성어의 이해 (수능완성) 정답 ③　 

해당 구절은 통골과 신 원수가 쉽게 승부를 보지 못

하는 장면이다.‘백중지간(伯仲之間)’은‘서로 우

열을 가리기 힘든 형세’라는 뜻으로 ㉠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이다.

①‘권토중래(捲土重來)’는‘땅을 말아 일으킬 것 

같은 기세로 다시 온다’는 뜻으로, 한 번 실패하였

으나 힘을 회복하여 다시 쳐들어옴을 이르는 말이

다. 중국 당나라 두목의「오강정시(烏江亭詩)」에 

나오는 말로, 항우가 유방과의 결전에서 패하여 오

강(烏江) 근처에서 자결한 것을 탄식한 말에서 유래

한다. ②‘기호지세(騎虎之勢)’는‘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

에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다.④‘일도양단(一刀�斷)’은‘칼로 무엇을 대번

에 쳐서 두 도막을 낸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선뜻 결정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파사현정(破邪顯正)’은‘사견

(邪見)과 사도(邪道)를 깨고 정법(正法)을 드러내는 

일’을 뜻하는 말이다.

37. 인물의 의도 파악 (EBS 인터넷수능) 정답 ① 

 피카소가 그린 스타인의 초상화는 그녀의 모습을 

닮지 않은 것이었다. 이에 대해 피카소는 초상화가 

앞으로 그녀를 닮게 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 이 말

에 담겨 있는 피카소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피카

소가 회화적 재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4문단에서 입체주의는 존재, 본질을 드러내고

자 했던 세잔의 문제의식을 계승하여 한 발 더 나아

갔다고 했다. 입체주의는 대상의 실재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 시점에서 본 대상을 한 화면에 결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4문단에서 스타인의 초상화가 본격

적인 입체주의 그림은 아니지만 세잔에서 입체주의

로이어지는 실재의 재현이라는 관심이 반영된 작품

이라고 하고 있다. 즉 어느 한순간의 외양이 아니라 

본질을 재현하고자 하는 의식이 스타인의 초상화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④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려 했던 사람들은 르네

상스 시대의 화가들이다.

38. 관점의 적용 및 평가 (EBS 인터넷수능) 정답 

③

 곰브리치와 굿맨의 이론이 가지는 핵심은 ‘순수한 

눈’은 없으며,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성도 없고, 사

실적인 그림이란 한 문화나 개인에게 익숙한 재현 

체계를 따른 그림일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지각은 관습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인상주의

자들은 의식적으로 사실성을 추구했으며 망막에 맺

힌 대로 그리는 것을 회화의 목표로 삼았다. 또한 

이들은 빛에 의해 같은 사물이라도 시시각각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므로 곰브리치

와 굿맨은 인상주의자들이 아무리 있는 그대로의 사

물을 그리려 노력해도 그들은 객관적인 사실성을 얻

을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① 곰브리치와 굿맨은 ‘순수한 눈’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② 곰브리치와 굿맨은 객관적인 사실성을 

부정한다. ④ 곰브리치와 굿맨은 ‘숨어있는실재’

를 언급하지 않았다. ⑤ 곰브리치와 굿맨에 따르면, 

사실적인 그림이란 익숙한 그림이며 이는 시대의 변

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다.

39. 근거의 적절성 파악 (EBS 인터넷수능)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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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은 곰브리치와 굿맨의 이론을 가리킨다. 이 두 

사람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의 지각은 관습과 문화, 

배경지식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작가와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작품의 지각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사전 지식이 나무를 그린 소묘 속 불분명한 연필 자

국을 나무로 인식하게 만들거나, 소 떼 그림에 있는 

연필 자국을 소로 보게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⑤가 ㉠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절하다.

① 배경지식의 영향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것이기

에 적절하지 않다. ② 곰브리치와 굿맨의 이론은 관

습과 문화의 차이를 강조하지 않기에 적절하지 않

다. ③ 곰브리치와 굿맨이 말한 사실적인 그림이란 

개인에게 익숙한 재현 체계를 따른 것이라 했다. ④ 

선천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있기에 적절하지 않다.

[40 – 43] 박성원,「댈러웨이의 창」

[ 해제 ] 이 작품이 보여 주는 세상은‘그 자체로 

진짜가 되는 가짜’의 세계이다. 그의 소설집『나를 

훔쳐라』에 실린 작품들은‘아직도 똘똘 뭉쳐 거짓

을 믿는 도시’에서‘허위에 중독’된 채 살아가는 

인간들의 분열증적인 모습을 그린다. 진실은 애당초 

없거나, 있다 해도 우리가 절대로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있다면 다만 진실을 향한 허망한 갈망

이 있을 뿐이며 소설 쓰기도 그 한 가지 갈망일 따

름이다.「댈러웨이의 창」은 이러한 작가의 주제를 

집약해 보여 주는 단편이다. 

아마추어 사진작가인‘나’의 집 2층에 한 사내

가 세를 얻어 들어온다. 컴퓨터로 광고 사진을 편집

하는 일을 하는 그는 자신을“진실을 외면하고 거짓

을 만들어 내는 게 직업”이라고 말한다.‘나’는 

그를 통해 댈러웨이라는 사진작가를 처음으로 알게 

된다. 그의 사진은 대상 자체보다는 숟가락이나 유

리병, 안경, 눈동자 등 사진 속의 사물에 비친 또 다

른 모습을 통해 세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나’는 

이런 댈러웨이의 작품 세계에 매혹돼 스스로의 보잘

것없는 사진작업에 절망을 느낀다. 댈러웨이의 수수

께끼 같은 삶을 추적하던‘나’는, 댈러웨이는 사내

가 꾸며 낸 가공의 인물이며, 사진은 사내가 컴퓨터 

작업으로 조작한 것임을 알게 된다.

작가가 소설에서 꾸며 낸‘댈러웨이 증후군’처

럼, 가짜가 진짜가 되어 멋진 도시의 야경처럼‘감

실거리는’세상에서 우리는 빈틈없는 거대한 거짓에 

중독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일이다.

[ 주제 ] 가짜가 진짜가 되는 세상에서 거대한 거

짓에 중독돼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

전체줄거리 : 댈러웨이라는 사진작가의 작품은 대

상을 직접 찍는 것이 아니라, 숟가락이나 병 그리고 

안경이나 눈동자처럼 사진 속에서 반사되는 또 다른 

눈을 통해서 찍는 독특한 기법을 사용한다. 나는 이

층에 새로 이사 온 젊은 사내로부터 댈러웨이라는 

사진작가와 그의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나 또한 사진작가이다. 하지만 진실이나 실제의 

모습은 뷰파인더 밖에 있던, 내가 찍으려고 마음먹

던 그 순간뿐, 실제로 내가 찍은 사진은 온통 거짓

투성이다. 나는 절망에 빠져 있다. 현상액을 고온으

로 처리해 사진 입자를 거칠게 만들어 보아도, 여러 

종류의 인화지로 노광 시간을 조정해 보아도, 필름

을 합성시켜 몽타주 포토를 만들어 보아도 소용이 

없다. 새로운 자극을 절실하게 바라고 있던 나에게 

댈러웨이의 이야기는 새로운 절망이다．

세상은 댈러웨이 열풍에 빠져 있다. 댈러웨이 기

법을 이용한 방송과 영화가 선보였고, 하다못해 폭

주족의 오토바이에도 댈러웨이의 이름이 스티커로 

나붙었다. 이제 나에게 댈러웨이는 더 이상 의미를 

주지 못한다. 나는 진실된 사진에 대한 열망을 포기

하고 예전에 다니던 사진 아카데미에 자신이 사용하

던 기자재를 기증하러 간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그곳 출신의 졸업생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 벽에서 

댈러웨이의 작품이라고 들은 사진을 발견한 것이다. 

그 사진에 대해 이야기해 준 것은 바로 이층의 사내

였다. 그리고 사진 아래에는 계약서를 쓸 때 보았던 

사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러고 보니 댈러웨이

에 대해서는 소문만 무성할 뿐 정확하게 알려진 사

실이 없다. 아무도 그의 작품을 구한 사람은 없었다. 

결국 댈러웨이라든가 그의 사진에 관한 이야기는 모

두 사내가 지어낸 허구였던 것이다. 왜 사내는 댈러

웨이라는 거짓의 인물을 만든 것일까. 이 물음을 남

겨둔 채 사내는 아직도 똘똘 뭉쳐 거짓을 믿는 도시

로 태연히 사라져 간다．

40. 서술상의 특징 파악 (수능완성) 정답 ② 

‘나’는 사진 아카데미에 기자재를 기증하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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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우연히 댈러웨이 작품이 사내가 거짓으로 만들

어 낸 가짜임을 알게 된다.‘나’는 원장에게 16기

생들의 사진집을 보여달라고 부탁한다. 결국 사진집

에서도 댈러웨이 작품으로 알려진 사진 아래에 사내

의 이름이 적혀 있고 사내의 증명사진이 있음을 확

인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이 글은 소설의 마지막 

부분으로 극적인 반전을 제시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

리를 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전체적으로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이 나타나지 않

으며‘나’가 댈러웨이의 실체를 알아가는 전개 방

식을 취하고 있다. ③ 장면을 자주 바꾸어 사건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나’가 사용하던 기자재를 사

진 아카데미에 기증하러 가서 원장과 대화하는 장면

과 아카데미에서 가져온 사진집을 펼쳐 보며 생각하

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④ 서술자가 사건을 주

관적으로 논평하는 부분은 없다. 우연히 사진 아카

데미를 찾아가 댈러웨이 것으로 알려진 사진들을 보

고 원장과 대화하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⑤ 공

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지 않으며‘나’

의 시각으로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다.

41. 작품의 내용 이해 (수능완성) 정답 ④ 

아카데미 원장은 댈러웨이 사진에 대한 특강과 토론

을 진행하고, 댈러웨이 연구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본다. 이로 보아서, 그는 댈러웨이가 존재

하지 않는, 사내가 꾸며 낸 허구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댈러웨이 사진은 사내가 만들어 낸 가짜이다.「 

야경」뿐만아니라 댈러웨이 작품으로 알려진 사진 

아래에 사내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나’는 발

견한다. 또한 ‘진실을 외면하여 거짓을 만들어 내

는 게 제 직업’이라고 소개한 사내의 말에서도 알 

수 있다. ② 댈러웨이는 사내가 꾸며 낸 가공의 인

물임을 여러 곳에서 알수 있다. 우선 댈러웨이 열풍

에도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려진 바가 없으며, 

그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댈러웨

이 사진 기행이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댈러웨이의 

사진으로 알려진 작품이 사내의 것으로 밝혀짐에 따

라 댈러웨이는 사내가 지어 낸 허구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③ 현재 아카데미 학원은 댈러웨이에 대한 

토론과 사진 특강이 계속되고 있으며, 댈러웨이 강

좌가 실기나 실습보다 더 인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댈러웨이 증후군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⑤「야

경」은 댈러웨이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댈러웨이 

작품은 대상을 직접 찍는 것이 아니라 사진 속에서 

반사되는 또 다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보여 주는 

독특한 기법을 사용한다고 했다

42. 자료를 활용한 글쓴이의 의도 찾기 (수능완

성) 정답 ②  

<보기>에서 창 속의 실제는 그림자일 뿐이며, 우리

는 그 그림자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결

국 세상은 그림자를 진실로 알고 있을 뿐 진실을 보

여 주지 않는다. 이 글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작가의 

이름을 만들고 합성한 거짓 작품이 사람들의 믿음 

속에서 스스로 증식하는 독립적인 실체로 변모해 가

는 장면들을 통해‘나’는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 세

상의 거짓 속에 살고 있으며 결코 진실에 도달할 수 

없음을 느꼈을 것이다.

① 거짓과 진실의 대립과 갈등으로 세상을 파악하는 

것은 이 글이나 <보기>와는 무관하다. ③ 댈러웨이

와 그의 작품에 대해 고민하는‘나’는 결국 댈러웨

이의 실체를 알게 된다. <보기>에서는 진실은 그림

자일 뿐이며 애당초 없거나, 있다 해도 도달할 수 

없음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닐 것이다. ④ 세상에서 

거짓과 진실은 공존하므로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

지 쉽게 구별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작품과 <보기>

에서 거짓과 진실이 함께 존재해야 가치가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⑤ 거짓과 진실의 구별이 

틀에 박힌 생각임을 보여 주는 부분은 없으며, 세상

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도 확인하기 어렵다.

43. 작품의 상호 연관성 파악 (수능완성) 정답 ③ 

이 글에서‘댈러웨이’는 실체가 없는 하나의 허구

적 이미지인데도 사람들 사이에서 증식되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강백의「파수꾼」에서

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리 떼’는 가상의 적을 

생산해 냈고 결국 현실은 가상의 이미지에 의해 지

배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래서‘댈러웨이’와

‘이리떼’는 유사한 기능을 한다.

ⓐ 허구를 만든 권력 집단의 의도에 해당한다. 하지

만 이 글에서는 사내가 댈러웨이의 작품을 만든 이

유나 의도가 나타나 있지 않다. ⓑ ‘이리 떼의 정

체’에 해당한다. 거짓에 가려져 왔던 진실인 셈이

다. ⓓ 허구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서 이 글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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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유사한 인물이다. ⓔ 허구를 만들어 내는 

존재라는 데서 이 글의 ‘사내’와 유사한 인물이

다. 

44.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수능특강) 정답 ① 

(가)에서는 속박된 화자의 모습과 자유로운 새의 모

습이 대비되고 있다. (나)에서는 궤도 위의 상황과 

궤도를 이탈한 상황이 대비되고 있다. 따라서 (가), 

(나)는 모두 상황의 대비를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

하고 있다.

45. 시어 및 시구의 함축적 의미 이해 (수능특강) 

정답 ③ 

(가)에서 낮은 점점 밝아지지만 화자의 넋은 침침해

져 가고 있다. 이는 현재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는 좌절감에 기인한 표현이지, 구속된 상태를 벗어

나고자 하는 의지가 커져 가고 있음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46. 감상의 관점 적용 (수능특강) 정답 ③  

<보기>를 참조할 때, (다)에서‘제문관’은 남산에 

가자는‘나’의 제안을 거절하며 자신은‘중시 급

제’하여‘좋은 일’을 하겠다고 말한다. 이러한 태

도는 자신이 처한 제도 내에서 성공을 거두고자 하

는 것이다. 따라서 (나)에서 말하는‘궤도를 이탈’

하는 수단이 아닌,‘ 궤도에 진입’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47. 개괄적 정보의 확인 (고득점 300제) 정답 ② 

이 글에서 비상 정지 장치의 내구성을 언급하지는 

않았다.‘내구성’이란 ‘오래 견디는 성질’을 말

한다.

①은 1문단에서, ③, ④는 3문단에서, ⑤는 4, 5문

단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48.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고득점 300제) 정

답 ④ 

F·W·C형은 레일을 조이는 과정에서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동작 시점에서 서서히 상승했던 정지력이 

이전보다 완만해지면서 정지 시점 근처에서 일정해

지므로 ④와 같은 양상을 띠게 된다.

② 탑승 박스의 정지력이 순간적으로 급상승하는 순

간식 비상 정지 장치의 정지력 변화를 보여 주는 그

래프이다.

③ 탑승 박스의 정지력이 서서히 상승했다가 정지력

이 일정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F·G·C형 점진식 비

상 정지 장치의 정지력 변화를 보여 주는 그래프이

다.

49. 세부 정보의 확인 (고득점 300제) 정답 ① 

순간식 비상 정지 장치는 구조가 비교적 간단한 반

면 점진식 비상 정지 장치는 구조가 비교적 복잡하

다. ② 점진식 비상 정지 장치는 탑승 박스를 서서

히 제동하는 방식으로 일순간 제동하는 순간식 비상 

정지 장치보다 탑승객이 느끼는 신체적 부담이 적

다. ③ 순간식 비상 정지 장치는 레일에 장애물인 

롤러를 물려 탑승 박스의 추락을 저지하는 방식이

고, 점진식 비상 정지 장치는 브레이크 슈가 레일을 

조여 탑승 박스의 추락을 저지하는 방식이다. ④ 비

상 정지 장치는 탑승 박스의 동선을 직선화하는 가

이드 레일을 이용하여 제동한다. ⑤ 순간식 비상 정

지 장치는 주로 저속에, 점진식 비상 정지 장치는 

주로 중·고속 엘리베이터에 설치한다.

50. 반응의 적절성 평가(고득점 300제) 정답 ③ 

거버너 로프는 탑승 박스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탑승 박스와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되

지만, 이는 엘리베이터의 추락 상황을 플라이 볼이 

감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거버너 로프가 

탑승 박스를 잡아당겨 추락을 차단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거버너 로프가 고정되면 캐치 레버가 당겨

지면서 비상 정지 장치가 작동하므로 탑승 박스를 

멈추게 하는 것은 거버너 로프가 아니라 비상 정지 

장치라고 할 수 있다.

① 탑승 박스가 추락하여 거버너 로프가 비정상적인 

속도로 하강할 경우에는 플라이 볼이 평상시보다 빠

르게 회전하면서 원심력에 의해 위로 떠오르게 된

다. ② 플라이 볼이 그 상승하는 힘에 의해 시브를 

올리면, 시브는 트립 레버를 누르고 있던 누름자의 

끝부분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해 누름자가 트립 

레버를 풀게 한다. ④ 트립 레버가 풀리면 트립 레

버의 아랫부분이 스프링의 장력에 의해 당겨지면서 

브레이크 슈가 내려오게 된다. ⑤ 거버너 틀은 브레

이크 슈와 서로 맞물리면서 거버너 로프를 고정시키

게 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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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 

6. 글쓰기 보완 계획의 적절성 평가 (수능완성) 

정답 ③  

다양한 행사 경비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로부터 재정

적 지원을 받겠다는 것은 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또한 예상 독자의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① 첫째 자료에서 일부 학생들을 위한 졸업식의 실

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대다수 졸업생들이 들러리

가 되고 있는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졸업식’을 문

제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② 둘째, 셋째, 넷째 자료

와 주제, 예상 독자를 고려할 때,‘ 함께 어울리는 

졸업식 행사 개발’은 방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다. ④ 셋째 자료에서 졸업생들이 자신의 꿈을 소개

하며 졸업식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이를 통해서 

‘졸업식의 의미 새기기’를 기대 효과로 제시할 수 

있다. ⑤ 둘째, 셋째, 넷째 자료에서 교사, 학생, 학

부모가 어울리는 졸업식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그

러므로 ‘바람직한

학교 공동체 문화 형성’을 기대 효과로 볼 수 있

다.

7. 개요 수정의 적절성 평가 (수능완성) 정답 ③ 

‘Ⅱ–1–다’의 내용은 불공정한 언론 보도로 인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언론 보도가 불공정하게 만들어

지는 원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Ⅱ–1’에 맞게 수정

해야 한다. 그러나 ③과 같이‘불공정한 정책이나 

권력 집단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됨’으로 수정한 

내용은 불공정한 언론 보도로 인한 문제점이 아니라 

언론 보도가 공정성을 띠게 될 때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수정이 될 수 

없다.

① ㉠은 언론 보도의 공정성에 관하여 다루려는 글

의 취지와 전체 글의 흐름상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

는 것이 적절하다. ②‘Ⅱ–2–가’에서 논쟁적 사안

에 대한 보도 내용이 공정성을 위배한 경우로 한정

하고 있으므로 ㉡은‘논쟁적 사안에 대해 불공정한 

보도를 할 경우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 구체

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Ⅱ–1–나’에서 편파적인 

보도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였으

므로 그와 관련한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에‘보도 

내용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입

장도 보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함’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⑤ 본론에서 불공정한 언론 보도로 인한 문제와 공

정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므로 ㉤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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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보도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언론과 사

회 모두가 노력해야 함’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

다. 

8. 연상을 통한 내용의 생성(수능완성) 정답 ⑤ 

<보기>의 내용 중에는 구성원들에게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리고 장인은 재료가 가진 장점을 잘 

살리고, 자신의 기술로 재료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

지 말아야 한다는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구성원

들이 따라와야 할)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한 유추가 아니다.

①‘휜 나무, 못난 돌이 있으면 불안할 것이라는 생

각을 버리고’를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다. ②‘재료

들이 최적의 위치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를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다.

③‘각 재료만이 지닌 좋은 점을 잡아냈고’를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다. ④‘제각각의 재료들이 장인의 

손에 의해 잘 어울려 있기 때문’이라는 부분을 통

해 이끌어 낼 수 있다.

9. 요약의 적절성 평가 (수능완성) 정답 ③

‘이로 말미암아’는 앞부분의 내용이 원인이 되어 

뒷부분과 같은 결과가 일어남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

문에‘이로 말미암아’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이들 나라에서’와 같이 적절한 지시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접속어나 지시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① ⓐ의 국가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말로는 ‘세계 

여러 나라’라는 말이 적절하다. ② ⓑ는 글에서 꼭 

필요한 예시가 아니라 부연적인 것이므로 삭제해도 

무방하다. ④ ⓓ에서 핵심은‘윤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과‘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둘을 연결하여 재구성할 

수 있다. ⑤ ⓔ는 핵심 주제를 담고 있는 문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10. 조건에 따른 표현의 적절성 판단 (수능완성) 

정답 ①

①은 법을 찬성하고 있으며, 무관심이 원인이 되어 

사회가 메말라 가고 있다고 밝혀 배경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은 자유를 제한하

는 것이지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노력이 된다는 

점에서‘아름다운 구속’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역설법에 해당한다.

② 법을 찬성하고 취지는 제시되어 있지만, 역설법

은 없다. ③‘착한 악당’은 역설법이지만‘당신의 

선행을 지켜 준다’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표현이다.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은 선행을 지켜 주는 

법은 아니다. ④‘선량한 범죄자’라는 표현은 역설

법이 맞지만 이 문구는 전체적으로 법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⑤‘적극적인 행동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표현은 법에 찬성하는 쪽의 내용에 가

깝지만, 역설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11. 연결 어미가 사용된 문장 (수능완성) 정답 ②

‘연결 어미’를 기준으로 ᄀ의 앞 절이 뒤 절의 안

으로 이동하면‘예술은 인생은 짧고 길다.’라는 문

장이 되어 어색하거나 비문이 되어 버린다. 그러므

로‘ᄀ은 앞 절이 뒤 절의 안으로 이동해도 의미상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① ᄀ의 앞 절과 뒤 절의 자리를 바꾸면‘예술은 길

고 인생은 짧다.’가 되는데, 의미상 큰 차이는 없

다. ③ 보조사 ‘은/는’은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임을 나타내거나 문장속에서어떤대상이화제임을

나타내는말이다. 그러므로 ᄂ의 앞 절과 뒤 절의 주

격 조사 자리에 보조사 ‘은/는’이 모두 결합되면 

‘비는 와서 길은 질다.’와 같이 어색한 문장이 된

다. ④ ᄂ과 ᄃ의 앞뒤 절의 자리를 바꿀 경우‘길

이 질어서 비가 온다.’와‘철수가 집을 나서려고 

학교에 갔다.’와 같이 의미상 큰 차이가 나거나 비

문이 된다. ⑤ ᄃ은‘철수가 학교에 가다.’와‘철수

가 집을 나섰다.’의 두 홑문장이 이어진 것으로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동일하지만,‘철수가 학교에 

가려고 철수가 집을 나섰다.’와 같이 주어가 앞 절

과 뒤 절에 모두 나타나면 어색하다.

12. 어휘의 의미 파악과 적용 (수능완성) 정답 ③

‘놓다’는‘일정한 곳에 기계나 장치, 구조물 따위

를 설치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

면,‘개울에 다리를 놓다. / 방에 구들을 놓다. / 집

에 전화를 놓다.’와 같다. 그러나‘들에 쥐불을 놓

다.’의 경우‘놓다’는‘아궁이에 불을 놓다. / 마

당에 모깃불을 놓다.’와 같이‘불을 지르거나 피우

다.’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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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자를 놓다.’의 ‘놓다’는 ‘잡거나 쥐고 

있던 물체를 일정한 곳에 두다.’의 의미로 쓰인 것

이다. ② ‘수를 놓다.’의 ‘놓다’는 ‘무늬나 수

를 새기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④ ‘지갑을 놓

고 오다.’의 ‘놓다’는 ‘빠뜨리고 가지고 가지 

않다.’의 뜻으로 ‘지갑을 가지고 오다.’의 ‘가지

다’와 반의 관계에 있다. ⑤ ‘붓을 놓다.’에서 

‘놓다’는 ‘계속해 오던 일을 그만두고 하지 아니

하다.’의 의미로, ‘붓 을잡다.’의 ‘잡다’와 반

의 관계에 있다.

[13 – 16] 현대시

해제

(가) 서정주, 「신록」

주제 : 신록의 계절에 홀로 간직한 사랑에서 느끼

는 가슴 벅찬 심정

특징 : ①1 연과 마지막 연에서 시구가 반복되면

서 대응을 이루고 있다. (수미 상관식 구성) 　

② 영탄적 어조와 음성 상징어(의태어)를 통해 화

자의 심리와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다. 

(나) 정호승, 「내가 사랑하는 사람」

주제 :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애정과 더불

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

특징 : ①1, 2 연을 구조적으로 대응시키며 유사

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 

②상징적 시어를 통해 연약하고 소외 받은 이들에 

대한 사랑을 강조 하고 있다. 

(다) 장석남, 「배를 매며」

주제 :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 사랑의 본질에 대

한 깨달음 

특징 :　①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사랑의 과정과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 

②사랑이란 그 대상과 대상의 세계를 모두 받아들

이는 일임을 깨달아 전달하고 있다. 

13. 작품의 종합적 감상 (EBS 인터넷수능) 정답 

①

  (가)는‘나는 사랑을 가졌어라’라는 핵심 구절의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형성하고 있으며, (나)의 

경우‘나는~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반복

하며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시구의 반복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가)는 격정적인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다)

는 사랑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상

황을 관조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③ (나)는

‘나무 그늘’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주로 드러내고 

있 고, (다)는‘부둣가’에서 벌어진 일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와 (나)는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지만, 앞 구

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로 이어가는 연쇄법은 보

이지 않는다. (다)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고 

있지만, 연쇄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⑤ (가)와 

(나)는 영탄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만, 변화되는 정서를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는 (가), (나)에 비해 담담하게 진술되고 있다. 

14. 감상의 적절성 평가 (EBS 인터넷수능) 정답 

④ 

  (가)의 화자는 신록이 다가오는 계절에 떨어지는 

붉 은꽃잎 앞에서 다가온 사랑에 대한 안타까움과 

서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4연에서 화자는

‘꽃잎’을‘신라 가시내’의 이미지에 빗대어 표현

하고 있지만, 과거의 추억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화

자의 사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기찬(벅찬) 사랑’

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① 화자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더욱 절실하게 다가

오는 혼자만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② 화자는 새로운 녹음 앞에서 사랑의 떨림을 느끼

며 혼자 하는 사랑에 서러워하고 있다. ③ 화자는 

붉은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펄펄펄 펄펄펄’이라

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화자는 자신의 사랑을 함부로 말하지도 못하고 

드러낼 수 도 없는 상황 속에서 더욱 벅차오르는 사

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15. 시상 전개 방식의 이해 (EBS 인터넷수능) 정

답 ⑤ 

  [B]와 [D]는 구조적, 의미적으로 대응을 이루고 

있다.‘그늘에 앉아 바라보는 햇살’이 아름답듯

이,‘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는 사람의 모습’

도 아름답다고 화자는 밝히고 있다.‘그늘’의 의미

를 확장하여‘그늘을 사랑하는 사람’,‘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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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에게로 관심을 옮겨 가는 

것은 맞지만, [D] 자체를 청자의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B]와 [D]의 내용 모두 화자가 떠올린 

것이다. 

① 이 시의 1연과 2연은 구조적으로 대응을 이룬다. 

② 1연에서는‘그늘’을, 2연에서는‘눈물’을 화두

로 삼고 있다.‘그늘’에서‘눈물’로 핵심 소재가 

바뀌며 시적 의미가 확장되는 것이다. ③ 1연의 

[A]는 4행이지만, 2연의 [C]는 5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A]의 4행이, [C]에서는4,5행으로 나뉘어 좀 

더 분명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④ [B]는‘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D]는‘다른 사람의 눈

물을 닦아주는 사람’을 통해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

고 있다. 

16. 시어의 함축적 의미 이해 (EBS 인터넷수능) 

정답  ② 

  ㉡은 배를 매기 전에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으로, 

누군가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기 전, 넋을 놓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을 사랑을 시작한 뒤에 

상대방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모습으로 보는 것은 적

절하지 않다. 

① ㉠을 통해 화자는 어느 순간 갑자기 다가온 사랑

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즉, 조심스럽게 다가와 불

쑥 찾아온 사랑의 상황을 떠올릴 수 있다. ③ ㉢을 

통해 화자는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갑자기 마음속

에 들어온 사랑을‘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내

고 있다. ④ ㉣에서 화자는 배를 맨 주변의 구름과 

빛과 시간이 모두 배와 함께 고정되었음을 강조한

다. 화자 주변의 모든 것이 사랑하는 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드러낸 것이다. ⑤ ㉤은‘배’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화자의 마음상태를 표현한 것이

다. 사랑하는 이를 떠올릴 때마다 설레는 마음이 출

렁거리는 배의 모습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17 – 21] 신문과 방송  '틀짓기 이론'

주제 뉴스의 틀, 현실적 맥락, 수용자의 틀 등의 

조응을 통한 해석으로서의 틀짓기 효과

해제 이 글은 '틀짓기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우

선 '틀짓기 효과'의 개념을 정의한 후, 무엇이 뉴스

의 틀인지를 살피고 이런 뉴스의 틀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관련 요소와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다. 뉴스의 틀이 효과를 발휘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맥락과 조응해야 하며 수용자

의 해석의 틀과도 조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론의 

핵심 개념, 관련된 요소의 분석을 통해 이론을 소개

하고 있다. 

짜임

 1문단 : 틀짓기 효과의 개념

 2문단 : 뉴스의 틀에 따른 수용자의 이해와 해석

의 차이

 3문단 : 뉴스 스토리의 줄거리 구성 방식으로서

의 뉴스의 틀

 4문단 : 현실적 맥락과의 조응을 통한 뉴스의 틀

의 '공명'

 5문단 : 수용자의 틀과의 조응이 있어야 효과를 

발휘하는 뉴스의 틀

 6문단 : 틀짓기 효과에 대한 정의

17.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2010 수능특강)　

정답 ②

'설정'의 사전적 의미는 '새로 만들어 정해 둠'이다. 

②의 의미를 지닌 단어는 '한정'이다.

18.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2010 수능특강 ) 

정답 ③

㉡은 '뉴스의 틀+현실적 맥락+수용자의 틀'이 뉴스

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③의 경우 문학

이라는 텍스트가 자신의 경험, 즉 독자가 처한 현실, 

구체적 체험 내용과 관련될 때 잘 수용된다는 것으

로 ㉡과 가장 유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 글쓴이의 관점 파악 (2010 수능특강) 정답 

④

'틀짓기 효과'는 어떤 뉴스가 그 뉴스가 가진 틀에 

의해 수용자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효과를 발휘하는

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즉 수용자가 뉴스를 인식하

고 그 뉴스의 틀이 수용자가 처한 현실적 맥락, 자

신의 틀과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

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인식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반면<보기>는 뉴스를 통한 여론 형성에 있

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에 따라 태도가 달

라지고 있으므로 타자와의 관계에 초점을 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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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반응의 적절성 평가 (2010 수능특강)   정답 

②

이 글은 '틀짓기 효과'를 설명하면서 그와 연관된 '

뉴스의 틀+현실적 맥락+수용자의 틀'이 상호 작용

하여 사건에 대한 해석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다. 

즉 각각의 뉴스 모두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②의 경우, ㉮보다는 ㉯가, 

다시 ㉰이 수용자의 틀을 중시한다고 서술되어 있

다. 수용자의 틀을 중시하는 정도는 판단 불가능하

며 어떤 경험과 생각을 지닌 수용자이냐에 따라 그 

틀이 달라지는 것이다. 즉 수용자의 틀은 모두와 관

련되며 다만 구체적인 틀의 내용에 따라 반응 양상

이 달라진다. 

① 뉴스의 틀이 다르면 뉴스 스토리의 줄거리 구성 

방식이 달라지는 것으로, 그에 따라 현실과 수용자

의 틀이 작용하므로 독자의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

다.　③ 수용자인 독자의 해석 틀을 언급하고 있다. 

④ '사회적 혼란'이라는 현실적 맥락과 ㉯와 ㉰에 나

타난 '혼란스러움'이라는 뉴스의 틀이 조응될 것이

다. ⑤ ㉮는 벌어진 사실만을 선택이나 강조 없이 

진술하고 있다.

21. 논지 전개 방식 서술방식의 이해  (2010 수

능특강) 정답 ④

이 글은 '틀짓기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틀짓기 효과'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이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주변 요소를 분석한다. 현실적 맥락

이나 수용자의 틀 등에 대한 언급이 그것이다. 따라

서 이 글은 틀짓기 이론을 소개하기 위해 개념과 핵

심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22 – 24]

22.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 (2010 수능특

강) 정답 ③

 이 글은 바니타스 정물화와 트롱프뢰유 정물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두 그림이 지닌 한계를 지적

하거나 한계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① 판 데르 빌리허의「허망한 영광의 알레고리」라

는 작품과 파라시우스의 그림을 예로 들어 바니타스 

정물화와 트롱프뢰유 정물화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② 바니타스 정물화와 트롱프뢰유 정물

화의 개념을 먼저 제시하면서 설명을 시작함으로써 

글의 내용을 쉽게 전달하고 있다. ④ 유리 로트만의 

분석에 따르면 바니타스 정물화의 경우는 ‘낱말’

이 되고, 트롱프뢰유 정물화의 경우 ‘사물’이 된

다고 보았으므로, 둘의 차이점을 드러내며 두 정물

화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에스

토니아의 기호학자 유리 로트만의 정물화에 대한 기

호학적 분석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정

물화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23. 반응의 적절성 평가 (2010 수능특강)   정답 

①

 바니타스 정물화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미술품의 

주요 소비층이었던 시민 계층의 취향과 요구를 반영

한 그림이었다. 그들은 바니타스 정물화를 통해 신

의 뜻을 읽고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생활을 하고자 

했다. 그러나 트롱프뢰유 정물화의 경우는 미술품 

소비층의 요구를 반영한 그림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만 뜻하지 않은 즐거움과 유쾌함을 선사하는 것이 

창작의 주된 목적이었다.

② 바니타스 정물화는 부귀와 명예의 허무함을 드러

내며, ‘도덕적으로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뚜렷하

게 전한다.

③ 바니타스 정물화에 그려진 해골, 악기, 칼 등은 

평소에는 같은 장소에 놓이기 어려운 사물들이다. 

그런데도 한 화면 속에 그려진 이유는 이 사물들이 

허무함과 덧없음이라는 주제를 전달할 수 있는 유사

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④ 트롱프뢰유 정물화는 그림이 실제 사물로 착각될 

만큼 실제 사물과 유사하게 그린 그림이다. 이런 그

림이 가능하려면 이차원 평면을 삼차원 공간으로 느

끼게 하는 원근법의 발달이필수적이다.

⑤ 트롱프뢰유 정물화는 그림을 실제 사물로 착각하

게 함으로써 즐거움과 유쾌함을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락적 성격이 강하고 도덕적 교훈이나 종교

적 영향과는 거리가 멀다.

반면 바니타스 정물화는 부귀와 명예의 허무함을 드

러냄으로써 도덕적으로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므로 트롱프뢰유 정물화보다 종교화와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4.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2010 수능특강) 

정답 ③

 ㉠에 쓰인‘읽다’의 의미는‘그림이나 소리 따위

가 전하는 내용이나 뜻을 헤아려 알다.’는 의미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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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① 사람의표정이나행위따위를보고뜻이나마음을 알아

차리다. ② 글을 보고 거기에 담긴 뜻을 헤아려 알

다. ④ 글자의 음대로 말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다. 

⑤ 어떤 상황이나 사태가 갖는 특징을 이해하다.

[25-28] 현대소설 :  염상섭,「양과자갑」

[ 해제 ] 1948년에 간행된『해방문학선집』에 수

록된 이 작품은 해방 이후 새로운 통치 세력으로 자

리잡은 미국과 미국의 언어인 영어의 현실적 파급력

과 구속력에 대한 상징적인 관찰을 담고 있는 작품

이다. 해방 전의 소설 중 이른바 사회적인 이중 언

어 현상을 염상섭만큼 민감하게 소설화했던 작가는 

드물다. 그의 작품에는 조선어와 일본어의 이중적 

사용에 대한 자의식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 이러

한 이중 언어 현상은 해방 이후 미군정의 등장과 함

께 변형되어 나타나는데, 이 작품은 바로 이런 현상

을 포착한 것이다. 미국까지 가서 영어를 공부한 지

식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당대 사회에서 영어가 부

상함에 따라 빚어지는 일그러진 삶의 한 모습을 보

여 주고 있다. 염상섭은 영어가 사회적으로 그 효용

이 높아가고 있는 현실을 문제 삼아, 해방 이후 우

리 사회에 일종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한 미국의 영

향력이 어떤 식으로 일상의 세계에 파급되어 오는지

를‘영어’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주제 ] 해방 이후 영어를 둘러싸고 드러나는 속

물적 삶에 대한 비판

주인공 영수는 일제 강점기 때 미국에 가서 영어

를 공부한 지식인으로 현재 대학의 시간 강사를 하

고 있다. 해방 이후 영수는 부랴부랴 서울로 나와 

부인과 딸 보배와 함께 안라네 집에서 셋방살이를 

한다. 이런 영수에게 안라가 찾아와 영어로 된 편지 

번역을 부탁하지만 영수는 거절한다. 하지만 주인집

이 영수네의 이사를 거론하던 때라 영수 부인은 결

국 편지 번역을 딸 보배에게 맡기게 되고, 나중에 

안라는 그 보답으로 양과자를 영수네에게 선물한다. 

이 사실을 안 영수는 양과자갑을 마당에 내동댕이치

고 부인은 마당에 떨어진 양과자갑을 주인집이 볼까 

봐 주워 온다.

25. 서술상의 특징 파악 (수능완성) 정답 ①

인물의 대사가 끝나고 나면 서술자는 이 발화는 어

떤 의도에서 나온 것이며 인물의 속마음은 어떤지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인물에 대

한 독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대한 방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내적 독백이란 대사가 아닌 서술을 

통해 인물이 자신의 속마음을 직접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이 작품에서는 작가의 눈으로 인물의 심리

를 서술할 뿐 인물의 내적 독백은 안 보인다. ③ 영

수가 부인에게‘과자갑’의 출처를 묻는 것은 궁금

해서 캐묻는 것이지 사건의 원인을 추리하려는 것은 

아니다. ④ 이 작품은 일관되게 전지적 작가가 서술

자로 나오고 있다. 중간 중간에 특정 인물의 입장이 

서술되고 있으나 이는 서술자가 바뀐 것이 아니라 

특정인물의 시각을 서술자가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⑤ 영수와 부인 사이에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 극적 

긴장감이 높아진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작품은 

대체로 호흡이 긴 문장을 쓰고 있다.

26. 핵심 소재의 기능 파악 (수능완성) 정답 ⑤

‘종잇조각’을 보며 보배는‘돈은 군정청 사환 아

이만큼도 못 벌어들이는, 대학의 시간 강사이지마는, 

영어로 소설도 쓰고 시도 읊는 영문학자’인 지식인 

아버지의 처지를 생각한

다.‘과자갑’을 계기로 영수 부인은‘집 내놓으란 

성화가 식어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① 보배는 자신의 영어 능력을 시험해 보는 것에 흥

미를 느낄 뿐 자신의 영어 실력에 자부심을 느끼지

는 않는다. 안라가 미국에 가고자 하는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없다. ② 영수 부인에게 ‘종잇

조각’은 집 없는 처지를 떠올리게 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영수가 ‘과자갑’을 보며 세 들어 사는 자

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종잇조각’이 영어를 못하는 안라의 처지와 관련

된 것은 맞지만,‘ 과자갑’을 주며 안라는 보배와 

친하게 지내려고 하기 때문에 사이가 점점 멀어진다

고 할 수 없다. ④ 영수가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멀

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며 오히려 

보배는 영수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다.

27. 인물의 태도 파악 (수능완성) 정답 ①

영수가‘희망’을 갖는 것은 자신들이 이 겨울에 안

라네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 당대

의 왜곡된 현실이 개선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 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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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② 영수는 미국 유학을 다녀오고 대학 강단에서 영

문학을 강의하는 사람이다. 그런 그가 영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비

판 의식이 강한 인물이라 볼 수 있다. ③ 영수 부인

은 영어를 통해 이 정도 덕밖에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 코웃음 쳤다. 이에 대해 영수가 눈살을 찌푸리

는 것은 영어를 통해 이익을 얻는 상황을 아무 문제 

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안라는 미군으로부터 양가구 등을 

얻는데, 이는 주체성이 결여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영수는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⑤

‘안집’을‘그까짓 것들’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영어를 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이는 아무런 의식 없

이 영어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태도에 대한 영수

의 부정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28. 자료의 해석과 적용 (수능완성) 정답 ⑤

‘영감’은 영수 부인의 눈에 비친 영수를 표현한 

말이기보다는 서술자가 영수 부인과 영수의 사이를 

노숙한 부부의 형상이 느껴지도록 바꿔 표현한 말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영수를 깔보는 영수 부인

의 거만함이 드러나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① 영수 부인은 집 주인과 그 딸‘안라’에 대해 평

소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 보름 전 사건을 떠

올리는 대목에서 그러한 감정을 추리할 수 있다. ② 

영수 부인에 대한 호칭으로‘이 부인’을 사용하고 

있다. 다른 등장인물의 눈을 빌리지 않고 서술자가 

안라와 대화하고 있는 영수 부인을 바라보며 지칭한 

호칭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 영수 부인의 호칭이 

이번에는‘모친’으로 바뀌었다. 영수 부인은 보배

의 모친이므로, ‘모친’은 보배의 시선을 고려해 

호칭을 바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앞에 섰는 

이 여자와 좋은 대조가 되거니와’라는 구절을 통해 

볼 때 서술자는 영수 부인의 눈을 통해 보배를 바라

보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보배는 영수 부

인의 딸이므로 ‘딸’은 영수 부인의 입장에서 서술

자가 호칭을 전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9-32] 과학

29. 개괄적 정보의 파악 (수능완성) 정답 ⑤

이 글에서는 세로토닌 신경 세포 속에 있는 자기 수

용체의 기능과 세로토닌 신경 세포의 작용 원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글 전체를 포괄하는 

표제로는‘세로토닌 신경 세포의 기능과 작용 원

리’가 적절하다. 한편, 자기 수용체 수와 세로토닌 

신경 세포의 활성 수준이 관계가 있고 세로토닌 신

경 세포의 활성화가 심리 조절에 영향을 준다는 점

을 감안하면‘자기수용체 수와 심리 조절의 관계’

를 부제로 볼 수 있다.

①, ②, ③ 세로토닌 100% 활성법, 세로토닌 신경 

세포의 비밀, 세로토닌 기능의 새로운 발견은 본문

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내지 못한다. 따라서 표제

로는 부적절하다.

④‘세로토닌 신경 세포의 기능’은 표제로서 적절

하지만, ‘세로토닌 신경 세포의 구조’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세로토닌이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기에 적절하지 않

다.

30. 구체적 상황에 적용 (수능완성) 정답 ③

세로토닌 신경 세포는 자기 수용체라는 신경세포의 

활동 수준을 조절하는 특별한 장치를 가지고 있다. 

이 자기 수용체는 세로토닌의 작용을 제어하는데,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자기 수용체 수가 적은 

상태가 되어 신경 세포의 활성 수준이 높아지고, 자

극이 적거나 없으면 수가 늘어나게 되어 활성 수준

이 낮아진다. 즉, 자기 수용체 수를 적은 상태로 만

들면 세로토닌 신경의 활성 수준은 높은 상태가 된

다.

①, ② 자기 수용체 수가 많아지면 자기 억제가 너

무 강해져 신경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므

로 세로토닌 신경 세포의 활성 수준은 오히려 낮아

진다. ④ 자기 수용체 수가 적어지면 세로토닌의 활

성 수준이 높아진다. ⑤ 자극에 따라 유전자의 발현 

여부에 차이가 생겨 자기 수용체의 수가 달라진다. 

세로토닌 신경 세포의 활성 수준은 이런 자기 수용

체의 수에 영향을 받는다.

31. 새로운 정보의 추론 (수능완성) 정답 ⑤

SSRI는 시냅스 틈에서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억제하

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재흡수가 억제되면 시냅스 

틈에서 수용체와 결합하는 세로토닌 양이 증가하므

로 세로토닌 신경 세포가 활성화되어 마음의 상태가 

조절될 수 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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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 신호를 불규칙적으로 만드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② 수용체와 결합하는 과정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용체와 결합하는 세로토닌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③ SSRI는 재흡수를 억제하는 

것이기에 시냅스 틈으로 방출되는 세로토닌 양을 억

제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④ SSRI는 재흡수를 

억제하는 것이지, 신경 세포막과 결합하는 소포체의 

수를 억제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32. 단어의 사전적 의미 파악 (수능완성) 정답 ⑤

‘조절’은‘균형이 맞게 바로잡음. 또는 적당하게 

맞추어 나감’을 의미한다. 그러나 ⑤의‘어떤 기준

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함’은‘조정’의 뜻이다.

[33-37] 시가복합

33. 작품의 종합적 감상 (수능특강) 정답 ②

(가)에는 눈앞에 두고도 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

리움이, (다)에는 떠나간 채 돌아오지 않는 임에 대

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가)와 (다)의 공

통점은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는 점이다.

34. 발상 및 표현상의 특징 (수능특강) 정답  ④

감정 이입이란 화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정신을 대상

에 직접 투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므로 감정 이

입이 사용되면 대상이 화자와 같은 감정을 가진 것

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에서 화자는 고향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이다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장꾼들에게 자기 고향 마을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이때‘장꾼들’은 화자가 자신의 궁금하고 괴

로운 심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끌어들인 대

상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화자의 감정

이 이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5. 감상의 적절성 평가 (수능특강) 정답 ④

<보기>의 설명에 의하면, 마지막 연에 제시된 정보, 

즉‘두꺼비’가 아버지의 손을 의미한다는 점에 착

안하여 모든 시어 및 시구들의 의미와 기능을 새로

이 파악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아버지

가 다른 식구들과의 갈등 때문에 삶에 대한 자포자

기의 심정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로 ⓓ를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는 단지 아버지가 칠순이 가

까운 나이까지 막일을 하러 나가야 할 정도로 고달

픈 삶을 사느라 거칠 대로 거칠어진 당신의 손을 식

구들에게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셨다는 정도의 의

미이다. 새벽마다 자전거를 타고 일터에 나가는 아

버지의 근면한 태도에서 삶에 대한 자포자기의 심정

을 읽어내는 것은 타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36. 시어 및 소재의 역할 파악 (수능특강) 정답 

⑤

Ⓐ와 Ⓑ는 모두 대상의 부재 상황을 부각하는 소재

이다. 새봄이 오자 깨어난 Ⓐ는, 아버지가 이와　달

리 영원한 잠, 즉 죽음에 들었기 때문에 깨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해 준다. 또 Ⓑ는 속잎

이 나서 만물이 화락한 봄을 느끼게 해 주는 잔디이

지만, 이는 오히려 기다려도 임이 오지 않는다는 상

황을 절감하게 만든다.

37. 감상의 적절성 평가 (수능특강) 정답 ⑤

[A]에서는 어순을 도치하여 화자의 의도를 강조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38-40] 언어

38. 세부 정보의 파악 (EBS 인터넷수능) 정답 ①

 2문단에서『용비어천가』는 한글과 한자를 섞어 표

기하였다고 했다. 또한 3문단의‘海東六龍이 
샤’의 예를 통해『용비어천가』는 한자를 음의 노

출 없이 원문으로 표기했음을 알 수 있다.

②『월인천강지곡』은『용비어천가』와 같이 한글과 

한자를 섞어 표기하였다. 『용비어천가』가 한자를 

그대로 노출하였지만『월인천강지곡』은 해당 한자

음에 한자를 병행하여 적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는 

한자를 잘 모르는 독자 즉, 한글 창제로 인해 새로 

생겨난 독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③ 

3문단에서『석보상절』은 해당 한자에 한자음을 병

기하는 표기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한

자를 아는 사람과 한자를 잘 모르고 한글만 아는 사

람 모두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자가 앞에 있

다는 것은 주된 독자층을 한자를 아는 사람으로 상

정하였다는 것이다. ④ 4문단에서『두시언해』는 한

글과 한자를 혼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했는데, 

한자를 원문으로만 노출시킨 것은 한자와 한문에 익

숙한 독자층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⑤ 마지막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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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서구 문명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

한 엘리아데의 견해와 의의

해제 종교학자 엘리아데의 서구 문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

다. 엘리아데가 보기에 서구 문명은 전근

대적 인간이 지니고 있던 원형적이고 초

월적인 경험을 잃어버림으로써 구체적역

사적 시간 속에서 그 존재가 실추되고 전

락되었다. 이런 결과로 현대인들은 역사의 

폭압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엘리아데의 판단이다. 이러한 문제 상황의 

해결책으로 엘리아데는 구체적 삶 속에서 

태초의 신화적이고 원형적인 순간을 되풀

이하여 일상을 넘어서는 초월적 의미를 

경험하는 상징, 즉 종교적 경험이 필요하

다고 역설한다.

짜임

 1문단 : 서구 문명의 문제점에 대한 엘리

아데의 비판과 해결책

 2문단 : 상징, 종교적 경험의 의미

 3문단 : 고대인들의 제의가 갖는 의미

 4문단 : 엘리아데의 이론이 갖는 의미

에서『백련초해』의 번역문은 한자를 모르는 아동을 

독자로 상정하였기에 한글로만 표기하였다고 했다.

39. 원리 적용의 적절성 판단 (EBS 인터넷수능) 

정답 ②

 ㉠은 해당 한자음에 한자를 병행하여 적는 방식이

다. 그런데 <보기>를 보면 알파벳은 음소 문자라는 

점에서 한글과 같지만,이를 문자로 운용할 때는 한

글과 달리 음절 단위로 끊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

는 결국 한글의 발음대로 알파벳을 끊어 적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알파벳을 한글로 읽은 

음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영어 알파벳을 단어 그

대로 표기한‘런던(London)’이 ㉠의 방식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① 한글과 알파벳을 병행하여 적지 않았다.

③ 한글과 알파벳을 병행하여 적었고 <보기>의 표

기 조건도 갖추었으나, 알파벳이 앞에 있기에 적절

하지 않다.

④, ⑤ 알파벳을한글과같이음절단위로끊어적고있다. 

<보기>의 조건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40. 새로운 상황에의 적용 (EBS 인터넷수능) 정

답 ②

 ㉡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발음되지 않는 한자음을 

표기하려 했던 동국정운식 표기 방식이 현실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보기>에서 

소개한 주장에 따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보기>

에서는 영어의‘file’을 외래어 표기법에서 ‘파

일’로 적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기위해서는‘ᅗ’을 만들어 써야 한다는 주장

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의 내용을 따르면‘, 

ᅗ’은 국어에는 없는 음을 표기한 것이다. 그러므

로 <보기>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수용되지 않을 것

임을 예측할 수 있다.

① 많은 부가적 기호가 개발된다면 외국어를 원음에 

가깝게 표기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현실에서 이러

한 기호들을 수용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 가능

한 것이다. ④ 외국어의 정확한 음을 표기하는 것이 

국어의 문자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오기 보다는 오히

려 불편함을 가져올 것이다. 새로운 표기에 적응해

야 하고 우리말에 없는 새로운 음을 익혀야 하기 때

문이다. ⑤ 그러한 표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국어에 

새로운 음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도 없고, 오히려 익

혀야 할 음과 문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므로 외국

인이 한국어를 배우기 쉬워진다고 할 수는 없다.

[41-43]심재중, '엘리아데의 영원 회귀의 신

화' 

41. 내용의 비판적 이해 (수능완성) 정답 ⑤

㉤은 역사적인 지평에서 인간을 사유하는 것이다. 

그런 반면 ㉠~㉣은 엘리아데가 말하는 상징과 관련

된다.

42. 내용의 비판적 이해 (수능완성) 정답 ①

인도인들이 우주의 절대자처럼 완벽한 통치를 실현

하고 황금시대를 되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엘리아

데에 따르면 신화적 순간을 재현하려는, 우주의 중

심에서 삶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초월적이고 종교적인 의미

를 경험하게 해 주는 상징적인 행위이다. 그러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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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그 자체가 상징인 것이지 인간의 상징 능력을 고

양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상

징적 행위의 목적은 신화적 순간을 재현하려는 우주

의 중심에서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이다.

43. 중심 화제 파악 (수능완성) 정답 ③

1문단을 보면 엘리아데가 인식하고 있는 서구 문명

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인간 존재의 문제와 문제의 

해결 수단을 역사적인 지평 안에서만 인간을 사유하

는 정신사적 전통에서만 찾으려 했다는 것이다. 그

에 대한 해결책으로 엘리아데는 전근대 사회의 인간

이 경험한 바 있는 존재, 실재의 차원을 상징이나 

신화, 제의를 통해 재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 

방법에 대해 이후 문단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마지막 문단에서 이러한 엘리아데의 이론은 상실과 

위기에 처한 실존의 한 차원을 회복하려는 노력이라

고 하면서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44-47] 작자미상,「최랑전(崔娘傳)」

[ 해제 ] 최랑이라는 천적(賤籍)의 처녀와 사대부 

출신인 이여택이라는 풍류랑 사이의 기연(奇緣)과 

비련을 그린 비극적 애정 소설이다. 서술자가 작품

에 개입하여 등장인물의 심정을 독자에게 해설해 주

고 있으며, 특별한 장치 없이 우연한 요소에 의해 

사건이 전개된다. 당시의 사회적, 역사적 현실이 구

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사실성이 두드러지며, 전기

(傳記)적인 서술 전통에 얽매여 낭만성이 위축되어 

있다. 사회 환경과 현실 세계의 횡포에 유린당하는 

가련한 여주인공의 비극적 좌절을 그려 억압적인 현

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 주제 ] 최랑과 이여택의 비극적인 사랑

계림 땅의 최랑은 일찍이 편모 슬하에서 자란다. 

마을의 유지 몇몇이 그녀를 첩으로 삼겠다고 나서지

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최랑의 나이 13세

에 이미 재색이 드러나 인근의 칭찬이 자자했으나, 

본시 천적에 속했던지라 다른 천인들 틈에 끼여 관

청에서 복역하게 되었다. 그때 관아의 백장(伯長)이 

그녀를 아깝게 여기던 중, 마침 그곳을 찾은 곡강태

수(曲江太守) 이여택에게 주선하였다. 이여택은 새

삼 그녀의 재색에 감동하고 혼례를 치르게 된다. 최

랑은 내직에 발령받은 태수와 일 년을 기한으로 이

별을 한다. 그러나 두 해나 넘어서야 겨우 안주 통

판(安州通判)이 된 이여택과 어렵게 상봉하게 된다.

그 무렵 통판은 횡포한 관리 둘을 지나치게 다스

려 죽음에 이르게 했다. 통판은 그 가족들의 보복을 

간신히 피해 서울로 오게 되고, 최랑은 다시 길을 

돌려 통판을 찾아간다. 그녀는 경성까지는 겨우 도

착했으나 통판의 품 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된

다. 통판은 애도해 마지않았으나, 왕명으로 서주(西

州)에 부임하는 몸이 된다. 그에게 이 비극을 전해 

들은 낭자의 어머니는 통곡과 비탄에 잠긴다.

44. 서사 구조의 파악 (수능완성) 정답 ④

최랑은 통판을 만나기 위해 갖은 고생을 하며 새벽

과 밤중에도 걷는 노력을 했으나, 통판은 최랑을 만

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① 낭자의 어미가“1년 기한을 허락하셨는데, 이제 

2년이 지났건만 소식이 막연하니, 어찌 무심하기가 

이와 같을 줄 알았겠느냐?”라고 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으므로 기다림이 길어져 안타까워함을 

알 수 있다. ②“당초에 나를 나리께 허락할 적에 

오늘처럼 멀리 떠나보낼 줄을 몰랐습니까?”라고 말

하고 있으므로 낭자의 출발은 예정된 것이었으며, 

“이제는 다시 데려간다고 한이로구나!”라고 말하

고 있으므로 어미는 딸과의 이별에 가슴 아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길을 나선 지 열이틀 만에 

서울에 득달했으나 통판은 도임할 날짜가 급박해 머

물러 기다릴 수 없어 이미 안주로 길을 떠난 뒤였

다.’라고 하였으므로 관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임지로 먼저 출발하였기 때문에 통판과 낭자의 길이 

엇갈리게 되었다. ⑤ 통판이 건방지고 콧대 높은 아

전을 공사로 다스린 일 때문에 통판과 최랑이 헤어

지게 되었다. 그리고“스스로 내 생애를 생각하니 

산다는 게 오히려 죽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절망에 빠지고 있다.

45. 소재의 역할 파악 (수능완성) 정답 ①

통판이 1년 기한을 약속하였으나 2년이 지나도 소

식이 없어 모녀는 슬피 울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통판의 편지가 전해짐으로써 분위기가 반전되고 최

랑은 통판을 따라 떠나게 되므로 편지는 사건 전개

의 전환점이 된다. 그리고 어미는 “반드시 무릉 땅 

이름난 색시를 맞이해 들였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최랑에 대한 통판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러

나 편지에 ‘꽃다운 형편이 어떠한고? 바람을 향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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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날리니 어쩔 줄을 모르겠네.’라고 표현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최랑에 대한 통판의 사랑을 확

인할 수 있다.

ᄃ. 편지는 통판과 최랑이 만나는 계기가 되지만 최

랑이 겪게 될 어려움을 암시하고 있을 뿐 인물의 성

격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ᄅ. 편지의 내용에서 통

판이 최랑에게 찾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둘 

사이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으로 긴장감이 해소된다. 

ᄆ. 편지로 말미암아 최랑의 어미는 딸과 헤어져야 

하고 그 상황을 몹시 안타까워하고 있으므로 최랑 

어미의 내면적 갈등은 고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최랑과 최랑의 어미 혹은 최랑과 통판 사이의 갈

등은 고조된다고 할 수 없다.

46. 인물의 심리와 정서 추리 (수능완성) 정답 ③

최랑이 오 리 쯤 가서 자기 집을 돌아보고 통곡했으

며, 서술자가‘딸의 마음에는 눈물이 고여 공연히 

슬픔과 괴로움만 도울 게 아니라 어미의 마음을 위

로함만 못하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라고 

논평하는 것으로 보아 임과의 재회에 대한 기쁨만 

가득 차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어미가 딸을 보며“일찍이 이러할 줄을 알았더라

면 동행함만 못했을 것을,”이라고 말하며 후회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무릉 땅 이름난 색

시를 맞이해 들였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통판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② 딸이 사랑하는 사람

과 재회를 하게 되어 어미로서 기쁨과 안도감을 갖

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딸을 떠나보내는 아쉬움과 안

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④ 온갖 고생을 하며 통판을 찾아가는 최랑의 모습

에서 임과의 만남에 대한 간절함을 읽을 수 있다. 

⑤ 낯선 땅에서 봉변을 당하여 자신의 기구한 운명

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47. 작중 상황의 추리 (수능완성) 정답 ②

통판은 관리로서 임지에 가야 하지만 그곳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

운 처지를 의미하는 진퇴유곡(進退維谷)이 적절하

다.

① 지록위마(指鹿爲馬)는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을 이르는 말이다.

③ 외유내강(外柔內剛)은 겉은 부드럽고 순하게 보

이나 속은 굳셈을 이르는 말이다.

④ 견리사의(見利思義)는 눈앞의 이익을 보면 의리

를 먼저 생각함을 이르는 말이다.

⑤ 동가홍상(同價紅裳)은 같은 값이면 좋은 물건을 

가짐을 이르는 말이다.

[48-50] 

48. 세부 정보의 확인 (고득점 언어 300제) 정답 

③

리튬 이온 전지는 다른 2차 전지에 비해 수

명, 용량, 출력되는 전압, 자연 상태에서 방전되는 

비율 등에서 매우 월등하다. 그러나 이 글에 리튬 

이온 전지가 니켈 카드뮴 전지보다 가격 면에서 더

경제적이라는 언급은 없다.

① 5문단에서 리튬은 금속 상태보다는 리튬

이온 상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전지에 사용

할 때 이온 상태로 주입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2

문단에서 망간 건전지는 한 번만 방전할 수 있는 1

차 전지이지만, 납 전지는 방전과 충전을 반복할 수 

있는 2차 전지라고 언급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리

튬 이온 전지가 다른 2차 전지보다 수명이 월등히 

길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1문단에서 노트북은 휴대

하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49. 그림 자료에의 적용 (고득점 언어 300제) 정

답 ⑤

4문단을 보면 니켈 전지는 충전하는 것을 반복하면 

메모리 효과가 발생하나 리튬 이온 전지의 경우 메

모리 효과현상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⑤에서 

메모리 효과로 인해 용량이 줄어든다는 언급은 적절

하지 않다.

① 리튬 이온 전지는 금속 산화물을 양극 ㉮로, 흑

연을 음극 ㉯로 사용한다. ② 노트북을 충전할 때 

양극 ㉮에 있던 리튬 이온이 전해질을 통해 음극 ㉯

로 이동한다. ③ 노트북을 방전했다는 것은 노트북

을 켰다는 의미로, 이때 전류는 도선을 따라 리튬 

이온 전지의 양극 ㉮에서 음극 ㉯ 쪽으로 흐른다. 

④ 3문단에서 노트북을 켜면 음극의 리튬 이온이 전

해질을 통해 양극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50. 새로운 정보의 생성 (고득점 언어 300제) 정

답 ④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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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이온 전지는 다른 2차 전지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전압을 출력하는데 이는 리튬 이온 전지의 장

점이다. 따라서 리튬 이온이 지나치게 높은 전압에 

노출되지 않도록 전지가 생산하는 전압을 낮추자고 

한 ④는 적절하지 않다.

① 리튬 이온 전지는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리튬 이온 전지 주변에 냉

각 장치를 하는 것도 안전장치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② 전지 내부에 채워진 전해질은 불에 쉽게 

가열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를 제어하는 장치를 하

는 것도 안전장치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③ 리튬 

이온 전지 내부에 강한 전류가 들어오면 폭발할 수 

있다. 따라서 강한 전류가 전지 내부로 들어오지 못

하게 하는 과전류 방지 장치를 하는 것도 안전장치

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⑤ 고온이나 충격으로 인

해 리튬 이온전지의 내부 압력이 올라가면 폭발할 

수 있다. 따라서 압력이 올라갔을 때 전지 내부의 

압력을 낮출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것도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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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 2 3 4 5 6 7 8 9 10
정
답 ② ④ ② ③ ③
번
호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
답 ④ ③ ① ③ ④ ① ④ ③ ② ④
번
호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
답 ① ① ① ① ① ⑤ ⑤ ④ ② ②

번
호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정
답 ④ ④ ③ ③ ④ ① ② ④ ③ ③
번
호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정
답 ② ② ⑤ ③ ③ ⑤ ① ② ⑤ ④

2013 수능 언어 EBS 
정선 모의고사 3회 풀이

1

< 해 설 > 
[6-12] 쓰기

6. 상황에 맞는 내용 생성 (수능완성) 정답 ②

주인공이 학창시절을 회상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장면2]와“읍내 중학교까지 먼 길을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라는 말을 종합해 보면, 주인공은 누구보

다도 힘겹게 학창시절을 보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②처럼 주인공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외롭게 보냈다는 내용은 [장면2]를 통해 이끌어내기 

어렵다.

7. 개요의 작성과 수정 (수능완성) 정답 ④

<보기>의 개요를 수정하거나 보완한 내용이 적절한

지를 판단해야 한다. ㉣은 상위 항목인‘폐자원 에

너지화 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다. 그런데 이를‘Ⅱ.2’의 하위 항목으로 옮겨야 

한다는 방안도 적절하지 않다.‘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의 국제 동향’은‘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의 장

애 요인’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오

히려 ㉣은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의‘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의 방향’은 하위항

목인‘에너지 절감 효과’,‘ 환경 보호 기여’와는 

관련이 없다. 하위 항목을 고려하여‘폐자원 에너지

화 사업의 의의’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

은 상위 항목인‘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의 장애 요

인’과 관련이 없다. ‘Ⅱ.3.다’를 고려하여‘사업 

관련 제도 및 법규의 미비’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

하다. ③ ㉢의 하위 항목에는‘Ⅱ.2.라’와 관련되는 

활성화 방안이 없다. 따라서‘Ⅱ.2.라’를 고려하여

‘신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예산 확대’라는 내용

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은 본론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지 못하므로‘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촉구’로 수정

하는 것은 적절하다.

8.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수능완성) 정답 ②

<보기>의 조건은 모두 세 가지이다. ②의 경우,‘산

더미처럼’에서 비유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고,‘산

더미처럼 쌓인 눈을 묵묵히 치워 본 사람, 칠전팔기

로 마라톤 코스를 완주해 본 사람’에서 봉사 정신

과 도전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또‘지금 당장 문

을 두드려 주십시오.’에서 명령형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①‘주저하지 말고 달려오십시오.’에서 명령형 표

현을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의 재능을 나눠 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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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있는 사람’에서 봉사 정신을 확인할 수 있지

만 나머지 조건은 반영되지 않았다.

③‘영하의 날씨에도 얼음 절벽을 오르기 위해 땀 

흘려 본 사람, 한 달 용돈을 아낌없이 구세군 냄비

에 몽땅 넣어 본 사람’에서 도전 정신과 봉사 정신

을 지닌 사람을 선발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이런 젊은이라면 과감히 도전하십

시오.’에서 명령형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비유적 표현은 반영되지 않았다. ④‘난로같이’에

서 비유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고,‘오늘도 이웃을 

위해 난로같이 따뜻한 도시락을 배달하는 젊은이, 

한 번도 오르지 못했지만 정상 정복을 위해 열심히 

달리는 젊은이’에서 봉사 정신과 도전 정신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명령형 표현은 반영되지 않았다. 

⑤‘어린애같이’에서 비유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

지만 나머지 조건은 반영되지 않았다.

9. 고쳐쓰기 (수능완성) 정답 ③

고쳐 쓴 내용이 적절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의 문

장을 보면 주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시청

률을’이라는 목적어 앞에‘시청자는’이라는 주어

를 넣으면 내용상 어색해진다. 소재를 선택하는 주

체는 시청자가 아니라 방송사나 프로그램 제작자이

기 때문이다.

①‘그런데’는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는 접속어이다. ㉠ 

뒤의 문장은 앞의 문장과 인과 관계에 있으므로 ㉠

은‘그래서’로 바꿔야 한다.  ②‘늘이다’는‘본

디보다 더 길게 하다.’,‘아래로 길게 처지게 하

다.’의 뜻을 지닌 말이다.‘살림이 넉넉해지다.’를 

뜻하는 말은‘늘다’의 사동형인‘늘리다’이다. 그

러므로‘늘이다’를‘늘리다’로 고쳐야 한다. ④ 

<보기>의 기사문은 방송사가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문제점

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은 이런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을 보면

‘시청자들의’라는 말이 불필요하게 반복되고 있으

므로 이를 삭제하여‘시청자들의 관심과 참여’로 

간결하게 고친 것은 적절하다.

10. 자료의 해석과 활용 (수능완성) 정답 ③

제시한 자료를 활용하여 이끌어 낸 내용이 적절한지

를 판단해야 한다. (다)를 보면 인공 습지가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과 운영에 따른 비용

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서 체계적

인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함께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는 내용은 제시한 (다)를 통해 확인하기 

어렵다.

① (가)에서 말한 인공 습지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주변 경관과 조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다. ② (나)의‘계절적 변동에 

대한 대응 미흡’과‘실무 관리자의 전문 지식 부

족’이라는 설문 자료를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다. 

④ (가)의‘수질 정화 효과’와 (다)의‘미국 캘리

포니아주 알카타 인공 습지의 성공 사례’를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다. ⑤(나)의‘관련 부처 간 협조 

체계 미흡’,‘관리 및 유지비 충당의 어려움’이라

는 설문 자료와 (다)의‘인공 습지의 운영 비용 문

제’를 활용하여 이끌어 낼 수 있다.

11. 어휘·어법의 이해 (수능완성) 정답 ④

동사와 형용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보기>

의 ᄀ과 ᄂ을 보면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므로 문장의 끝에 오기도 하고, ‘일어난 청

년’이나‘예쁜 소녀’처럼 체언 앞에 오기도 한다. 

따라서 ④와 같이 형용사가 동사에 비해 위치 이동

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① ᄀ을 보면, 동사와 형용사는 모두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ᄂ을 보면, 동사

‘일어난’은 명사인‘청년’을 꾸며 주고 있으며 

형용사‘예쁜’은 명사인‘소녀’를 꾸며 주고 있

다. ③ ᄃ을 보면, 동사는‘학교에 가라. / 가자.’처

럼 명령형이나 청유형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형용

사는‘오늘부터 *착해라. / *착하자.’처럼 그럴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⑤ ᄀ과 ᄂ를 보면, 동사와 형용

사는 모두 어떤 문장 성분(서술어, 관형어)이 되느

냐에 따라 형태가‘일어난다, 일어난 / 예쁘다, 예

쁜’처럼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어휘의 의미와 쓰임 파악 (수능완성) 정답 ③

‘멈칫’은‘하던 일이나 동작을 갑자기 멈추는 모

양’을 나타내는 부사로서, ᄀ에서는‘걷는 행동’

을 갑자기 멈추는 모양을 의미한다. 따라서 걷는 행

동이 지속되지 않고 단절되는 의미 성분을 지닌다

(+행동의 단절). 반면에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멈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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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의도성이 없고(-의도성), 공포감을 유발하

는 것도 아니다(-공포감유발).‘ 섬뜩’은‘갑자기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고 끔찍한 느낌이 드는 모양’

을 뜻하는 부사로서, ᄂ에서는 동작의 단절과 관련

이 없고(-행동의 단절), 그 감정을 일부러 만든 것

도 아니다(-의도성). 그러나 칼날 때문에 무서운 느

낌이 드는 모양을 나타낸다(+공포감유발).‘짐짓’

은‘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으나 일부러 그렇게’라는 

뜻을 가진 부사로, ᄃ에서는‘알면서도’일부러 놀

라는 모양을 나타낸다(+의도성). 그러나 그것이 동

작의 단절과 관련이 없고(-동작의 단절), 공포감을 

유발하는 것도 아니다(-공포감 유발). 따라서 ⓐ에

는‘섬뜩’이, ⓑ에는‘멈칫’이, ⓒ에는‘짐짓’이 

적절하다.

[13-17] 현대시

(가) 윤동주, 「또 다른 고향」

주제 : 자아의 성찰을 통해 드러난 이상 세계에 

대한 갈망

특징 : -내적 자아의 분열을 상징적 시어(‘백

골’,‘아름다운 혼’)로 형상화하고 있다. 
       -부정적 현실 상황이 극복되기를 바라는 

지식인의 양심이 배경에 깔려 있다. 

(나) 김광규, 「어린 게의 죽음」
주제 : 현대(물질) 문명의 반생명적 잔혹성에 대

한 고발

특징 : -우의적 표현을 통해 현실을 비판하고 있

다. 

       -대조적인 시어(게 , 개펄, 바다 ↔ 게장
수, 아스팔트, 군용 트럭)를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있

다.

(다) 이승하, 「이 사진 앞에서」
주제 : 굶주린 이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일상적 이기심에 대한 비판

특징 :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사진

을 제시하고 있다. 

       -시각적인 효과가 두드러지게 행을 배열
하고 있다. 

       -점강법과 반복법을 통해 시적 효과를 높

이고 있다. 

13. 주제 파악하기 (EBS 인터넷수능) 정답  ① 

  (가), (나), (다)의 시인은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

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물들의 모습을 그

려 내고 있다. (가)의 경우 일제 강점기에 백골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반성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의 경우 현대 문명(또는 군사 독재 권

력)의 폭력성 속에 죽어 가는 연약한 존재의 모습

을, (다)의 경우 소말리아 어린이의 사진을 보고 이

기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반성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세 작품이 모두 어둠의 세상을 살

아가는 다양한 삶의 양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어둠의 세상을 바라보며’라는 목차로 묶어 낼 수 

있다 . 

② (가)의 경우 갈림길에서의 선택으로도 볼 수 있

지만, (나)와 (다)는 특정한 대상으로부터 얻은 인

식의 변화나 깨달음을 주로 드러내고 있으며, 운명

을 개척하기 위한 새로운 선택의 순간은 강조되지 

않는다. ③ 불의의 시대에 대한 저항 의지는 (가)에

만 언뜻 비칠 뿐 , (나)와 ( 다)에는 화자의‘강한 

의지’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지 않고 있다. ④ 

(가)~(다) 모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보여 

주는 작품은 아니다. 특히 (가)의 화자가 가고자 하

는‘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은 이상적인 상태, 화

자가 지향하는 세계라고 보아야지, 미지의 세계를 

꿈꾼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⑤ (나)와 ( 다)의 경우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 주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

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특

히 (가)의 경우 화자 자신의 내적 고민을 중점적으

로 다루고 있으므로‘함께 만들어 가는 우리의 미

래’라는 목차에 넣기는 힘들다.

14. 감상의 적절성 평가 (EBS 인터넷수능) 정답 

③ 

  (가)에서‘백골’은 현실 상황에 얽매인 무력한 

자아를 상징하며, 화자는 그러한‘백골’로부터 떠

나‘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 ’으로 가고자 한다. 그

에 비해‘어둠을 짖는 개’는‘어둠 ’을 쫓아냄으

로써 나의 무력한 모습까지도 경계하게 만드는 긍정

적 소재로 받아들여야 한다.‘어둠을 짖는 개’를 

부정적 속성을 지닌 소재로 보는 것은 타당한 견해

가 아니다. 

①‘나’는‘백골’이 고향에 따라와 누운 것에 슬

픔을 느끼고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린다. 

‘무력하게 살고 있는 자신’과 그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②‘백골’이 부정적 자아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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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아름다운 혼’은 긍정적 자아에 해당한다.‘백

골’과‘아름다운 혼’의 대비를 통해서 어떻게 살

지를 고민하는 화자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④

‘쫓기우는 사람처럼’떠나려는 화자는‘백골 몰

래’가자고 다짐하고 있다.‘백골’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구체적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장면이다. ⑤‘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 ’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긍정적 자아라 할 수 있

는‘아름다운 혼’에 어울리는 공간이다.

15. 시어의 이미지 추리 (EBS 인터넷수능) 정답 

④ 

  ⓐ 와 ⓑ 는 화자가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대상

으로 ⓐ는 폭력적인 현대 문명 속에서 그 생명을 잃

고, ⓑ는 현대인들의 무관심 속에서 고통을 겪는다. 

따라서 ⓐ 와 ⓑ 는 현실의 문제로 인해 고통을 겪

는 약자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① ⓐ는 바다의 자유를 찾아 두리번거리다 군용 트

럭에 깔려 목숨을 잃는다. 자유를 찾아 나선 약하고 

순수한 존재를 그려 낸 것은 맞지만, 의연한 행동을 

보여 주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힘들다. ② ⓑ의 자세

가 절대자 앞에서 취한 행동이라고 가정할 때 절대

자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희

생정신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③ ⓐ는 문명의 발

달로 파괴되는 자연을 내포할 수 있지만, ⓑ는 문명

과 대비되는 자연을 드러내는 소재는 아니다. ⑤ ⓐ

는 인간 소외라기보다는 외부적 상황으로 인해 생명

을 잃는 존재로 보아야 한다. ⓑ의 경우 현대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인간 소외가 드러나지만, 그것을 

기계의 발달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6. 시어 및 소재의 역할 파악 (EBS 인터넷수능) 

정답 ① 

 ‘큰 게’역시 새끼줄에 묶여 거품을 뿜으며 헛발

질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을 거부한다

는 측면 에서‘어린 게 ’와 크게 다른 존재는 아니

다.‘큰 게’와‘어린 게’모두 현대 문명의 구속과 

억압에 몸부림치는 민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두 소재 모두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려

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다. 

②‘새끼줄’과‘구럭’은 모두 게장수의 도구로

서,‘큰 게’와‘어린 게’를 구속하려 든다. 이 두 

소재는 자유로운 삶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③‘개펄’에서‘어린 게’는 숨바꼭

질하며 즐겁게 살던 시절을 보냈다. 따라서‘개펄’

과‘바다’는 어린 게에게 행복한 삶의 공간으로 그

려진다. ④‘아스팔트’는 도시의 삭막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군용 트럭’은 어린 게를 죽게 만드는 

폭력적 소재로 제시된다.‘어린 게’의 생명을 억압

하는 폭력성을 함의하고 있는 시어들이다. ⑤‘먼

지’속에 썩어가는‘어린 게의 시체’를 떠올리며 

독자들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화자는 어린 게의 죽

음을‘찬란한 빛’이라 말함으로써 고귀한 행동으로 

그려 내려 한다.‘먼지’와 대비되는‘찬란한 빛’

은 죽음이 지닌 비극성을 더욱 강조하면서 주제 의

식을 환기하는 시구이다. 

17. 창작 의도의 추리 (EBS 인터넷수능) 정답   

  (다)는 화자가 발견한 『TIME』지의 사진으로부

터 현대적 삶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작품이다. 화자

는 소말리아 어린이의 사진을 통해 현대 사회가 지

닌 이기심의 문제를 자각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

라서 ④번은 적절하지 않다. 

① 시인은 주제 의식을 드러내기 위하여 『TIME』

지에 실린 소말리아 어린이의 사진을 활용하고 있

다. ② 시인은 화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함으로

써 작품에 현장감을 부여하려 한다.‘자정 넘어 취

한 채 귀가하다 / 주택가 골목길에서 음식물을 게’

우다 우연히 『TIME』지를 펼쳐 든 과정을 제시함

으로써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③ 시인은 사진이 주

는 의미를 인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진을 배치하

고 시행의 길이를 조절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부여하

고 있다. ⑤ 시인은 문제의식을 효과적으로 강조하

기 위해 반복과 열거를 통해 문제가 되는 상황을 여

러 번에 걸쳐 언급하고 있다. 

[18-21] 예술

18. 세부 내용의 확인 (EBS 인터넷수능) 정답 ③

 상업적 성공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파괴된 관습이 

반복되면서 또 하나의 관습이 생겨난다. 또한 영화

적 관습은 고정된 규범일 수 없다.

① 둘째 문단에 제시된, “영화적 관습은 영화사 초

기부터 확립돼 온 산물로, 관객과 감독의 소통을 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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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영화 

속 내용은 실제 현실과 같지 않으며, 우리는 영화의 

재현 방식에 반응해서 영화 속 내용을 현실처럼 보

는 데에 동의한다. ④ 반복적인 영화 관람 행위를 

통해 관객은 영화적 관습을 익힌다. ⑤ 파괴된 영화

적 관습이 반복되다 보면, 즉 새로운 재현 방식이 

시도되고 그것이 수용되다보면 그것은 또 하나의 관

습으로 자리 잡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영화적 관습

은 변화하게 된다

19. 세부 정보 추리 (EBS 인터넷수능) 정답 ②

 ㉡은 악당의 죽음으로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관객들

이 생각하는 순간, 악당을 다시 살려 내어 갈등을 

또 한 번 증폭하는 장면을 보여 준다. 이는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는 관객의 기대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관객들은 당혹스러워한

다.

① ㉠은 자기만족적이고 독창적인 미학적 성취를 위

해 영화의 고전적인 관습을 파괴하며 영화의 현대성

을 주도하였다. 이는 관객과의 소통과는 거리가 먼 

경향이다. ③ 관객에게 오락적 쾌감을 제공해야 하

는 부담은 ㉡과 관련이 있다. ④ 관습적인 재현 방

식에 전면적으로 도전한 것은 ㉠이라 할 수 있다. 

⑤ ㉠과 ㉡ 모두 전통적인 영화적 관습에 도전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20. 다른 상황에의 적용 (EBS 인터넷수능) 정답 

④

 이 글의 내용에 의하면, 연인이 이별하는 장면에서 

작중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애절한 음악이 삽입되

기도 한다. 그러나 ㉱의 ‘아이들의 노랫소리’는 

놀이 공원 입구라는 공간적 배경, 실제로 등장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라는 점에서 

작중 현실에 존재하는 소리라고 보아야 한다.

① 등장인물이 복잡한 도심에서 주차할 곳을 우연

히, 매우 쉽게 찾는 장면과 유사한 설정이며, 관객들

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② 극적

인 전개를 위해서는 극단적인 사건을 설정하는 경우

가 있다. ③ 우리는 카메라의 움직임이 유발하는 현

장감과 정서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⑤ 우리

는 이야기의 비본질적인 부분을 배제하는 영화상의 

생략을 기꺼이 수용한다.

21. 어휘의 사전적 의미 (EBS 인터넷수능) 정답 

①

이의 :  다른 의견이나 논의

[22-24] 과학

22. 서술 방식의 이해 (고득점 300제) 정답 ①

대폭발 우주론을 설명하기 위해 일상적인 경험을 제

시하고 있지는 않다.

② 1문단,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고전적 대

폭발 우주론을 설명하기 위해 1문단에서‘임계밀

도,3문단에서‘대붕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④ 설명 대상인 고전적 대폭발 우주론의 핵심 내용, 

즉 우주 진화의 세 가지 가능성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순으로 병렬식으로 전개하며 설명하고 있

다. ⑤ 글쓴이는 우주론자이자 수학자인 프리드만의

‘고전적 대폭발 우주론’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 

문단에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있다.

23. 세부 정보의 확인 (고득점 300제) 정답 ①

우주의 평균 밀도는 우주 안에 물질이 얼마나 있는

가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밀도에 따라 우주가 수축

하기도 하고 팽창하기도 한다. 그런데‘닫힌 우주’

는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높으므로 수축하는 

것이고,‘ 열린우주’는 평균밀도가 임계밀도보다 

낮아 팽창하는 것이다.‘ 평탄한 우주’는 평균 밀

도와 임계 밀도가 같으므로 팽창 정도가 계속 느려

진다. 따라서 평균 밀도가 가장 낮은 우주는‘열린 

우주’이고, 그 다음 낮은 우주는‘평탄한 우주, 가

장 높은 우주는‘닫힌 우주’이다.

② 2문단에 현재의 우주는 시·공간의 시작점이 있

다고 했으므로 현재의 우주가 진화하는 양상인 세 

가지 우주 모형 역시 시간과 공간 모두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닫힌 우주

는 언젠가 팽창을 멈추고 빅뱅과 같은 상황으로 돌

아가 소멸한다고 했으므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소멸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평탄한 우주는 영원히 계

속 팽창한다고 했으므로 그 시간은 무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닫힌 우주는 일정한 크기까지 커지

다 작아지지만, 열린 우주는 무한히 팽창한다. ⑤ 2

문단을 보면, 세 가지 우주 모형은 모두 대폭발 이

후에 생겨난 현재의 우주가 앞으로 세 가지 양상 중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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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진화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24.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고득점 300제) 정

답 ①

ᄀ. 풍선을 불기 시작하면 풍선의 표면(우주)이 부

풀어 오르는데 이는 우주가 진화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풍선을 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우주의 진화 시간에 해당한다.

ᄂ.‘닫힌 우주’는 팽창하다가 팽창을 멈추고 다시 

수축하는 우주이다. 따라서 풍선을 불어 풍선의 표

면(우주)을 커지게 한 후, 풍선 불기를 멈추고 풍선

의 공기를 빼어 풍선의 표면을 작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닫힌 우주’를 설명할 수 있다.

ᄃ. ‘열린 우주’는 영원히 계속 팽창하는 우주이

다. 따라서 풍선이 터지는 현상, 즉 우주가 폭발하는 

현상은 ‘열린 우주’와 관계가 없다.

ᄅ.‘ 평탄한 우주’는 계속 팽창하지만 팽창하는 

비율이 계속 감소하는 우주이다. 따라서 풍선을 불

다가 멈추어 그 크기를 유지하는 것, 즉 우주가 팽

창도 수축도 하지 않는 상태를 통해서는‘평탄한 우

주’ 를 설명할 수 없다.

[25-29] 갈래 복합

25.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수능특강) 정답 ①

(가)의 화자는‘역’에서‘거리’,‘우리집’에 다

다르고 있고, (나)의 화자는‘산문’을 거쳐‘노고

단’으로 오르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공간

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2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수능특강) 정답 

⑤

‘성묘’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세상을 떠난 아우를 

찾는 일에 해당하므로 아버지와 아우에 대한 그리움

의 정서를 담고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현실로부

터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상징하는 행위라

고 말할 수 없다.

27. 시어의 함축적 의미 이해 (수능특강) 정답 ⑤

  (가)의 화자는 역에 내리자마자 산으로 눈길이 먼

저 간다. 그 산에‘아버님’과‘아우님’이 누워 있

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에 도착한 화자가‘방’과

‘마루’에서‘아버님’과‘아우님’을 떠올리고 있

으므로 화자에게‘아버님’과‘아우님’은 그리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종일 눈길이 

/ 그 쪽으로만 가는’행위에는 화자의 정감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의 화자 역시 자연에서 흥

취를 느끼고 싶어 한다. 따라서‘남여를 재촉해 

타’는 행위에도 화자의 정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28. 작품의 종합적 감상 (수능특강) 정답 ④

(다)는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풍경의 변화를 노래하

고 있는 작품으로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작품이다. 그러나 외부 세계에 대한 번민이

나 고뇌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29. 발상 및 표현상의 특징 파악 (수능특강) 정답 

②

[A]는 간접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는 시

구이다. ㉡ 역시 심부름을 전하는 친구의 손자를 통

해 친구가 할아버지가 되었음을 나타내면서 많은 시

간이 흘렀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시구에 해

당한다.

[30-32] 인문

채석용, ‘격물치지의 윤리’

‘격물치지’에 대한 성리학과 양명학의 다른 윤

리적 해석

이 글은 ‘격물치지’에 대한 주희와 왕수인의 서

로 다른 해석을 비교하여 성리학과 양명학의 윤리적

인 입장의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후천적 지식의 습

득을 강조하는 성리학과 선험적 ‘양지’를 통한 실

천을 강조한 양명학의 차이점이 ‘격물치지’에 대

한 해석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같은 표현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통

해 두 철학의 서로 다른 윤리적 입장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글이다.

1문단  격물치지에 대한 주희의 해석

2문단  경전 학습을 중시한 주희의 이론

3문단  격물치지에 대한 왕수인의 새로운 해석

4문단  성리학과 양명학의 차이

30. 미루어 알기 (2011 수능완성) 정답 ②

핵심 정보와 관련된 내용의 추리

‘왕수인’은 양명학을 대표하는 학자이므로 이 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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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정, ‘여성 운동의 의미’

여성 운동의 성격 정립의 필요성

이 글은 21세기를 선도해 나갈 여성 운동

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글쓴이는 여

성 운동에 대한 기존 정의의 의미와 배경

을 소개한 다음,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

서 자신이 생각하는 여성 운동의 바람직

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문단   여성 운동에 대한 기존의 정의

2문단   기존 정의의 의미

3문단   기존 정의의 배경

4문단   기존 정의의 문제점

5문단   여성 운동에 대한 바람직한 정의

6문단   새로운 정의의 긍정적 의미

과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양명학’의 입장을 

가진 왕수인이 했음 직한 말을 추리해야 한다. 이 

글에서 양명학은 인간이 타고난 ‘양지’를 통해 사

태를 바로잡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다. 

또한 <보기>에서는 천지만물의 고통이 내 몸의 고

통임을 알지 못한다면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

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종합했을 때, 왕수인이 했음 직한 말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②이다.

① 먼저 사물에 다가가 자세히 살피려는 마음은 성

리학적 입장에 가깝다. ③ 경전 읽기에 전념하는 것

은 성리학에서 중요시하는 것이다. ④ 천지만물에 

댜가가 그들의 본성을 배워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

은 성리학적 입장이다. ⑤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

게 되는 마음’은 양명학적인 입장에서는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31. 세부 정보의 확인 (2011 수능완성) 정답 ④

왕수인은 ‘격물치지’에 대한 성리학적 해석과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따라서 왕수인이 주희의 이

론을 수용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옛 성현들이 격물을 통해 좋은 말씀을 경전에 이

미 밝혀 놓았으므로 성리학자들은 격물에 이르는 방

법으로 경전의 학습을 강조하였다(2문단). ② 성리

학자들은 사물과 사태 속에서 윤리적 앎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쉽지 않았다

고 하였다(2문단). ③ 주희는 왕수인과 달리 치지보

다 격물을 중시하여 후천적 지식의 극대화를 중시하

였다고 하였다(4문단). ⑤ 주희는 격물치지를 앎을 

완성하기 위해 개별적인 사물이나 사태를 면밀히 탐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것의 실천을 주장하였

다(1문단).

32. 논지 전개 방식 서술방식의 이해 (2011 수능

완성) 정답 ④

이 글은 ‘격물치지’에 대한 주희와 왕수인의 서로 

다른 해석을 제시하여, 성리학과 양명학의 차이점을 

대비시키고 있다.

①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글로 새로운 주장은 제

시되어 있지 않다. ② 일반적인 통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묻고 답하는 

방법은 나타나 있지 않다.

[33-35] 사회

33. 새로운 정보 구성 (2011 수능완성) 정답 ③

㉠은 ‘여성이 참여한 운동’을 의미한다. 즉, ‘여

성 문제’만이 아니라 ‘봉건주의 철폐 운동, 계급 

운동, 민족 독립 운동’ 등 여성이 참여한 모든 운

동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이는 운동의 주체에만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그런데 ㉡은 여성이, 남녀평

등 사회의 구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 질서에 조직적으로 대항하

는 운동(5문단 내용 참조)을 의미한다. 이 입장에서

는 여성 운동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 운동의 대상에 대해서도, ㉠처럼 여성이 한 모

든 사회 운동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성 문

제를 다룬 운동만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명

확히 밝히고 있다.

34. 중심 화제 파악 (2011 수능완성) 정답 ③

이 글은 근대 여성 운동을 바라보는 종래의 시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글쓴이는 여성 운동

을 단순히 여성이 주체가 된 운동으로만 보지 않고, 

운동의 목적까지 포괄하는 여성 운동의 의미를 규정

하고 있다.

35. 논지 전개 방식서술방식의 이해 (2011 수능

완성) 정답 ④

이 글의 1~4문단에서는 근대 여성 운동을 연구하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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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시각들이 ‘여성이 참여한 운동’, 즉 운동 

주체로서의 여성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여성 운동

의 이념이나 목적, 구체적인 활동상 등에 대해서는 

재대로 규명해 내지 못하고 있다며 그 한계를 지적

하였다. 그리고 5, 6문단에서는 여성주의 운동, 즉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운동’이라는 

관점을 제시하여 앞부분에서 지적한 한계를 뛰어넘

을 수 있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36-39] 현대소설

황석영,「오래된 정원」

[ 해제 ] 이 작품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동

아일보에 연재되었던 것을 2000년 창작과비평사에

서 출간한 황석영의 장편소설로, 1980년대 이데올

로기의 대립이 낳은 상처를 오현우의 시점과 한윤희

의 시점을 중첩하여 나타내고 있다. 특히 편지와 일

기를 통해 전달되는 한윤희의 삶과 오현우의 과거와 

현재가 번갈아 교차되면서 작게는 두 연인의 비극적 

생애가, 크게는 1980년대의 역사가 재구성되고 있

다.

[ 주제 ] 두 남녀의 애틋한 사랑과 시대 인식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이후‘나(오

현우)’는 수배자의 몸이 되어 검거를 피해 떠돌아

다니는 생활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숨겨 

준 시골 학교 미술 교사 한윤희와 사랑에 빠진다. 

두 사람은 갈뫼라는 시골의 외딴 마을에서 3개월 동

안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생활하지만 흩어진 동지들을 

다시 규합하기 위해‘나’가 떠나자 둘은 헤어지게 

된다.‘나’는 군부에 의해 검거되고 지하조직의 우

두머리로 몰려 무기형을 선고 받고 1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다. 한편 한윤희는‘나’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불치의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만다. 

만기 출옥 후 그녀가 남긴 편지를 통해 그녀의 죽음

을 알게 된‘나’는 그녀와 함께 지냈던 갈뫼의‘오

래된 정원’을 찾아간다. ‘나’는 그곳에서 한윤희

가 남긴 여러 기록들을 통해 1980년대 이후 그녀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을 알게 된다. 그녀는 독일에서 

만난 이희수라는 남성과 사랑에 빠지지만 이희수는 

급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다. 실의에 빠진 

한윤희는 귀국하여‘나’와의 사이에서 난 딸을 키

우며 살아간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된 오현우는 

갈뫼의 일들을 정리한 후 딸과 만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다.

36.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 파악 (수능완성) 정답 

①

제시된 글을‘윤희’와‘나’의 입장을 고려하여 정

리해 보자면‘윤희의 일기 내용(질문) - 나의 기억 

- 윤희 편지의 마지막 내용 - 나의 인식 - 나의 

과거 회상 - 윤희의 질문 - 나의 대답 - 은결이를 

만나기 위해 갈뫼를 떠나는 나’와 같다. 이를 토대

로 볼 때, 이야기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억이나 회상에 

의해 불연속적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② 이 글에서는 풍자적인 서술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이 글에서 극적인 반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

는다. 오히려 끝 부분에서는 일상을 강조한‘윤희’

의 생각에 동조하는‘나’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⑤ 두 인물의 내면세계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지, 외부적 현실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지

는 않다.

37. 작중 상황의 추리 (수능완성) 정답 ②

‘나’가 갈뫼를 떠난 것은‘윤희’를 만나기 위해

서가 아니라,‘은결’이를 만나기 위해서이다.

① 중략 이후 부분에서‘나’는 눈을 감고 여러 가

지 생각에 잠기게 되는데 그중에 감옥에서 지낸 과

거의 모습도 나오고 있다. ③‘나’는 감옥에서 나

온 이후‘윤희’에 대한 생각에 잠길 뿐,‘윤희’를 

직접 만난 것은 아니다. ④ [A] 다음 부분에서

‘나’는 갈뫼를 떠났다. 이것은‘나’가 갈뫼에 있

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셋째 문단까지는‘윤

희’의 기록인데 이것이 바로‘윤희’의 갈뫼 노트

에 해당한다. 따라서 감옥에서 나온‘나’는 갈뫼에 

와서‘윤희’가 남긴 갈뫼 노트를 본 것이다. ⑤ 본

문에서‘당신이 내 갈뫼 노트를 다 읽을 즈음이면 

우리들의 아이 은결이를 알게 되겠지요.’란 구절을 

통해‘나’는 갈뫼 노트를 읽기 전까지‘은결’이를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38. 인물의 심리와 정서 추리 (수능완성) 정답 ④

지난 시대가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 이해하는 일에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을 뿐, 시대의 변

화에 대해 냉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8



282 •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지도 자료집

① 제대로 모성애를 느낄 때쯤 죽을병에 걸렸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자신의 삶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

다고 할 수 있다. ② 죽을병에 걸린‘윤희’가 갈뫼

에 와서 노트를 쓰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였기에 그

의 기록도 거기서 끝난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부분에서‘윤희’의 신상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나’와 다른 삶을 살던‘윤희’는‘나’를 탓하

지 않고 화해하자고 말하고 있으므로 고단한 과거를 

끌어안으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눈을 감는 

것이 지난 일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을 나

타내는 것이라면 눈을 뜨는 것은 의식이 현실로 돌

아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9.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수능완성) 정답 

③

‘당대에 치열했던 가치와 이념이 퇴색해 버린 시대

의 현재적 의미’와‘역사라는 거대한 지형 속에서

도 개인들이 바라던 소박한 일상과 사랑은 언제나 

아름답다’는 표현을 통해 볼 때, <보기>는 지난날

의 이념과 사상이 아니라 현재의 평범한 일상을 강

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A]에서도‘집으로 돌아

오는 중’, ‘인가를 찾아서 산을 넘고 언덕을 내려

오는 중’등의 표현을 통해서 지난날의 가치와 이념

으로부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보여 주

고 있다. 따라서 [A]는‘지난날의 이상보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삶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이

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①‘가치와 이념이 퇴색해 버린 시대의 현재적 의미

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은 과거를 감싸 안는 것

이 아니기에 포용력을 강조한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② [A]에서‘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평범

한 일상으로 돌아옴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A]를 지

난날의 성찰을 통해 단지 개인이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치와 이념이 퇴색해 버린 시대의 현재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은 현재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기에‘지난날의 가치와 이념을 회복할 수 있

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A]에

서‘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

아옴을 의미하는 것이기에‘타인의 일상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0-43] 기술

40. 개괄적 정보의 확인 (수능완성) 정답 ③

이 글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복사 냉난방 패널시스

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각 각의 기능은 무엇인

지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① 1문단에서 복사 냉난방 시스템에는 라디에이터 

적외선 히터, 온수 온돌 등이 속한다고 했다. ② 2

문단에서 복사 냉난방 패널 시스템은 열원, 분배기, 

패널, 제어기로 구성된다고 했다. ④ 4문단에서 패

널을 시공할 때에는 열 교환이 필요한 양만큼 필요

한 시점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

다고 했다. ⑤ 3문단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된 것은 난방용 온수 분배기였는데 복 사 냉난

방 패널 시스템의 분배기는 난방용뿐만 아니라 냉방

용으로도 사용된다고 했다.

41. 세부 정보의 확인 (수능완성) 정답 ②

냉방을 할 때는 표면 온도가 너무 낮아서 바닥이나 

천장 등에 이슬이 맺히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때 이러한 제어를 담당하는 것은 ㉲의

‘제어기’이다.

①‘보일러’는 실내를 난방할 때, 냉동기‘는 실내

를 냉방할 때 필요한 열원이다. ③‘분배기’는 냉

온수를 압력 손실없이 실별로 분배한 뒤 환수하는 

장치이다. ④‘패널’은 거주자가 머무르는 실내 공

간과 직접적으로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치로 냉난

방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⑤‘제어기’는 열원, 

분배기, 패널의 작동을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 조절

하는 역할을 하는데 각 실별로 설치된 온도 조절기

가 냉난방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온도 조절 밸브를 

구동하고 열원의 동작을

제어함으로써 냉난방이 이루어지게 된다.

42. 다른 정보와 비교하기 (수능완성) 정답 ②

㉠은 다른 냉난방 설비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높은 

온도의 열매체로 냉방이 가능하여 에너지 절약 성능

이 우수

하다고 했으므로 ②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① ㉠은 복사를, ㉡은 대류를 통해 열이 전달되는 

방법을 이용한 것이다. ③ ㉡은 천장에서 공기가 내

려오는 방식이므로 가동할 때 먼지가 발생하거나 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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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날릴 수 있다고 했다. 반면에 ㉠은 쾌적한 실

내 온열 환경 조성에 탁월한 기능을 발휘한다고 했

다. ④ ㉡으로 난방을 하면 더운 공기가 아래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위에 머물러 머리쪽은 덥고 발쪽은 

추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거주자에게 이상적인 

실내 공기 온도는 머리쪽이 시원하고 다리쪽이 따뜻

한 것이라고 했으므로 ㉡으로 난방을 할 때는 이상

적인 실내 공기 온도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

다. ⑤ ㉡은 냉난방기와 가까운 곳에서는 시원하거

나 따뜻하지만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그렇지 않다. 

㉠은 패널을 천장뿐만 아니라 바닥, 벽 에 고루 설

치할 수 있으므로 냉난방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다.

43.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수능완성) 정답 ) 

⑤

‘구동驅ﾀ動)’은‘동력을 가하여 움직임’을 의미

한다 ⑤에 제시된 의미의 어휘는‘시동始動)’이다.

[44-47] 고전산문   작자미상,「황월선전」

[ 해제 ]「황월선전」은 조선 시대 널리 알려졌던 

계모형 가정 소설이다. 이 작품은 황공의 재산 분배

에 불만을 품은 박 씨의 학대와 모함으로 주인공 월

선이 집에서 쫓겨나 고난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 구

조를 가져 계모의 학대담이 바탕이 된 가정 소설의 

맥을 잇고 있다. 쫓겨났다 돌아온 월선은 계모를 벌

주지 않고 용서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정렬부인에까

지 오르는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이러한 월선의 삶

은 죽었던 주인공이 다시 살아나는 재생담이 나타나

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 좀 더 현실성이 가미된 요소

라 할 수 있다. 또한, 악한 일을 행한 계모일지라도 

효도하는 자세를 보여 줌으로써 효를 권장하고 더욱 

넓은 선을 이루려 하는 작품이다.

[ 주제 ] 계모의 전처소생 학대와 가정 내 갈등, 

권선징악(勸善懲惡)

경기도 여주 문촌의 황공은 늦도록 자식이 없어 

한탄하던 중 복원사 시주승에게 시주를 한 후 딸 월

선을 얻게 된다. 부인 김 씨는 아이를 낳은 지 삼칠

일 만에 병을 얻어 죽게 되고, 황공은 박씨를 재취

로 맞아 아들 월생을 얻는다. 황공이 대국에 사신으

로 떠나면서 월선과 월생, 박 씨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다. 이에 불만을 품은 박씨는 월선을 모함하여 쫓

아내고, 월선은 소경 걸인 흉내를 내면서 길을 가다 

평안도 장진사의 집에 의탁하게 된다. 장진사 부부

가 월선의 범상함을 알아보고, 장진사의 아들 장위

도 월선의 관상을 보고 귀하게 될 인물임을 알게 되

어 월선과 혼인한다.

한편, 황공은 꿈에 월선을 보고 월생에게 월선을 

찾아오라 명하고, 월선의 모함에 가담했던 시비 운

황이 듣고 있다가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

여 편지를 써서 전후사를 황공에게 알린다. 장원급

제한 장위가 개성 군수로 부임하고, 월선은 개성으

로 간 후 황공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동안의 일을 전

하고, 집으로 돌아와 박 씨에게 술을 권하며 화해하

고 떠난다. 월선 부부는 많은 자녀를 두고, 장위는 

벼슬이 좌의정에 오르고 월선은 정렬부인에 봉해지

고, 부귀영화를 누리다 하늘로 올라간다.

44. 서술의 특징과 효과 파악 (수능완성) 정답 ③

지문에서는 월선이 왜 낙태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는

지, 월선이 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 하는 

이유 등이 잘 나타나 있어 사건 전개의 개연성을 높

여 주고 있다.

① 해학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시간의 흐름

에 따른 순차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④ 지문에서 

박 씨가 월선의 방에 가는 내용은 있으나 이에 따라 

인물의 심리가 바뀌지는 않는다. ⑤ 전지적 작가 시

점으로, 시점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45. 인물의 심리와 정서 추리 (수능완성) 정답 ③

월생이 박 씨의 소생인데도 왜 박 씨를 돕지 않는지

는 글 속에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① 황공은 월선이 낙태했다는 사실을 알고 남자로 

위장한 시비가 월선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분노하여 월선을 칼로 치려 했다.

② 박 씨는 월선에게 돌메밀 범벅을 먹여 잉태한 것

처럼 꾸미기 위해 친절하게 대한다.

④ 노복들은 박 씨가 정말로 병든 줄 알고 박 씨의 

말대로 급히 돌메밀을 구해 준다.

⑤ 월선은 수상하게 여기지만 박 씨 말을 거역하지 

못하여 주는 대로 먹게 된다.

46. 서사 구조의 파악 (수능완성) 정답 ⑤

황공이 칼을 들어 월선을 치려 하자 월생이 이를 막

으며 황공에게 월선을 살려 달라고 사정하는 부분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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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월선이 월생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

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① 박 씨가 무녀를 찾아가 월선을 모함할 방법을 알

아오고, 무녀에게 돈과 곡식을 많이 보낸 후에 노복

들에게 돌메밀 범벅을 구해 오도록 하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② 박 씨가 돌메밀 범벅을 월선에게 먹

여 잉태한 것처럼 꾸미고, 껍질을 벗긴 강아지를 이

용해 낙태한 것처럼 꾸미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③, ④ 박 씨가 시비 운황을 남장시켜 월선의 방에

서 나오게 하고, 황공이 이를 목격한 뒤 칼을 들어 

월선을 치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47. 작중 상황의 추리 (수능완성) 정답 ①

월선은 누명을 쓰고 죽을 위기에 처했으므로, 그 억

울함과 아픔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다.‘뼈에 사무

치게 원통하고 한스러움, 또는 그런 일’이라는 의

미의‘각골통한(刻骨痛恨)’이 상황에 적절하다.

② 월선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계책을 꾸민 내용

은 없으므로,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 꾸며 내는 

계책’이라는 뜻의‘고육지책(苦肉之策)’은 적절하

지 않다. ③ 월선이 분수에 맞지 않게 살아 위기에 

빠진 것이 아니므로,‘분수에 만족하며 다른 데 마

음을 두지 않음’이라는 뜻의‘안분지족(安分知

足)’은 적절하지 않다. ④ 월선은 잘못한 일이 없

으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마음속에 감추어 참고 견디면서 몸가짐을 신중하

게 행동함’이라는 뜻의‘은인자중(隱忍自重)’은 

적절하지 않다. ⑤ 박씨의 모함으로 벌어진 일이므

로,‘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얽혀 곤란하게 

됨’이라는 뜻의‘자승자박(自繩自縛)’은 적절하지 

않다.

[48-50] 언어

48. 서술상의 특징 파악 (EBS 인터넷수능)  정답 

②

 단어 형성의 원리를 설명한 이 글은, 1, 2문단에서 

기존의 규칙 중심의 형태론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연결망의 원리를 3~5문단에서 제시

하고 있다(ᄀ). 그리고 이 글은 3문단에서 단어 형

성에 관한 이론(연결망 이론)을 제시한 후,4문단에

서 그 핵심인‘새 단어 형성’의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ᄅ).

ᄂ. 이 글은 단어 형성이라는 언어 능력을 분석하고 

있긴 하지만, 형성된 단어를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

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ᄃ. 이 글은 규칙 중심의 형태론과 연결망적 관점의 

형태론을 통합하고 있는 글이 아니다.

49. 비평의 적절성 평가 (EBS 인터넷수능)  정답 

⑤

 이 글은 단어 형성의 원리를 제시하고 그 효용성까

지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처럼 언어학에서 원리

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다.

ⓐ 3문단의 “새 단어의 형성이란 ~그 연결이 하나

의 단위로 굳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이다.”라는 진술

에서 연결의 원리를, 4문단의 “명명의 욕구가 생기

면 인간의 두뇌는 연결망 안의 다양한 연결들을 동

시적으로 검색하여 욕구를 충족시켜 줄 단어를 찾는

다.”라는 진술에서‘동시다발적 처리’라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 5문단에 연결망적 관점은 규칙의 무차별 적용으

로 인한 과잉 생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

용이 진술되어 있다. ⓒ 연결망적 관점이, 규칙 중심

의 체제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 ‘단어 사용 

빈도’ 문제에 대한 설명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마지

막 문단에 서술되어 있다. ⓓ 이 글은 인간의 신경

망 작동 원리라는 생리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언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50.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EBS 인터넷수능) 

정답 ④

 ㉡은 ④처럼 ‘굳어지다’의 여러 의미 중 ‘(점

점 몸에 배어) 아주 자리를 잡게 되다.’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① 누르는 자국이 나지 아니할 만큼 단단하게 되

다. ② 근육이나 뼈마디가 점점 뻣뻣하게 되다. ③ 

표정이나 태도 따위가 긴장으로 딱딱하게 되다. 

⑤ 흔들리거나 바뀌지 아니할 만큼 힘이나 뜻이 

강하게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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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 2 3 4 5 6 7 8 9 10
정
답 ⑤ ② ③ ③ ①
번
호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
답 ⑤ ③ ② ② ⑤ ③ ④ ⑤ ③ ③
번
호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
답 ② ② ④ ③ ③ ④ ⑤ ③ ④ ③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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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답 ③ ② ④ ③ ③ ⑤ ④ ② ① ④
번
호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정
답 ② ⑤ ④ ② ⑤ ④ ⑤ ⑤ ③ ⑤

2013 수능 언어 EBS 
정선 모의고사 4회 풀이

1

< 해 설 > 

[6-12] 쓰기
6. 자유 연상 (수능완성) 정답 ⑤

<보기>에는 독서 교육 전문가를 길러 내기 위한 독

서 지도사 과정 운영과 같은 스마트폰 소비자를 대

상으로 한 전문가 양성 과정 등의 운영에 관한 내용

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①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소비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반영한다는 내용에서 이용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도

서관에 이용자 소리함을 만든다는 내용을 연상할 수 

있다.

②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기

획해 스마트폰 품질 이상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는 내용에서 마을 도서관이 도서 

열람, 대출뿐만 아니라 독서 모임, 특강, 전시회 등

의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떠올릴 수 

있다.

③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전화기 고유의 의사소통 기

능을 넘어선 휴대용 컴퓨터의 기능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며 정보 나눔, 휴식 등 현대인

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에서 소모임 공

간, 실내·외 휴식 공간 등을 마련해 도서관을 독서 

공간과 더불어 생활 공간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떠

올릴 수 있다.

④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제품 홈페이지를 구축해 제

품 소개, 성능 업그레이드, 고객 행사 안내 등의 서

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는 

내용에서 마을 도서관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책

의 정보, 운영 프로그램 등을 안내해 이용자들의 편

의를 꾀한다는 내용을 떠올릴 수 있다.

7. 개요의 작성과 수정 (수능완성) 정답 ②

㉡은‘표절에 대한 규제 미흡’으로‘Ⅲ.3’의 ‘표

절에 대한 보완 장치 마련’을 고려하면‘Ⅲ’의 하

위 항목이 아니라‘Ⅱ.2’의 하위 항목으로 적절하

다.

①‘Ⅱ’의 하위 항목이 1. 실태 2. 원인이므로 

‘표절의 개념’은‘학생들의 표절 실태와 원인’으

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Ⅱ.2.나’가‘과제

에 대한 탐구 의지 부족’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근

절 대책인‘Ⅲ’에‘탐구 학습을 중시하는 교육 환

경 조성’이라는 하위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

다. ④‘표절로 인한 창의성 상실’은 표절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이므로‘Ⅲ’의 하위 항목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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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갈 수 없다. 따라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결론의 내용으로‘표절 근절을 위한 인식 제고’는 

글 전체의 흐름을 고려하여,‘표절 근절을 위한 교

육 환경 개선과 보완 장치 마련 촉구’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8. 조건에 맞는 표현 (수능완성) 정답 ③

‘생활을 안내하는 지도입니다.’에 비유적 표현이, 

‘많은 국가에서 오른쪽으로 걷고 있습니다.’에 현

황이, ‘빠르고 안전한’에 장점이 드러나 있다.

① 현황과 장점은 표현을 하였으나 비유가 없다. ② 

비유와 장점은 드러나 있다. 그러나 현황이 제시되

어 있지 않다. ④ 장점과 현황이 제시되어 있으나 

비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장점은 나타나 있으

나 현황이 나타나 있지 않고 비유를 사용하지 않았

다.

9. 자료의 해석과 활용 (수능완성) 정답 ③

직장인 엄마(워킹맘)에 대한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

생활 지원 부담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전

체 여성 고용률이OECD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① (가).1에는OECD와는 달리 30대 여성의 고용률

이 낮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고, (나)에서 그 원인이 

30대 초반 여성의 결혼,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한 휴

직에 있음이 나타나 있다. ② (가).2에는 모성 보호 

제도의 시행률이 저조하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며, 

(나)에는 30대 초반 여성들의 고용률이 OECD 수

준으로 높아진다면 1인당 국민소득이 14% 증가한

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모성 보호 제도 

시행률이 높아진다면 국민 경제 수준의 향상에도 도

움이 될 수 있음을 전망할 수 있다. ④ (가).2에는 

모성 보호 제도 시행률이 저조하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며, (다).2에는 직장인엄마(워킹맘)의 고충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직장인엄마(워킹맘)들이 육아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으나 직장에서는 모성 보호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⑤ (나)에는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30

대 초반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이 심각하다고 하였

고, (다).1에는 육아 때문에 휴직을 고민하던 30대 

초반 여성이 시간제 근무 제도 도입 이후 만족감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

간제 근무 제도 도입 등의 직장 차원의 노력 확대가 

30대 초반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

이 될 수 있다.

10. 고쳐쓰기 (수능완성) 정답 ①

‘다른 도구들은’과 호응하는 서술어는‘인간 신체

의 부분적 확장일 뿐이다.’이므로‘인간 신체가 부

분적으로 확장될 뿐이다.’로 고치면 오히려 연결이 

부적절하게 된다.

② 책을 읽는다는‘수단과 방법’을 의미하므로 

‘으로써’가 적절하다. ③ 인간은 책을 읽음으로써 

시간을 넘나드는 초월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므

로 동물의 삶을 대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④ 책이 

서가에‘꽂혀’있는 것이 적절하며, 이중 피동은 비

문이므로‘꽂혀져’는 옳지 않다. ⑤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앞 문장과 인과 관계에 있으므로‘그러므

로’가 적절하다.

11. 어법의 이해 (수능완성) 정답 ⑤

‘ᄚ’뒤에‘ᄂ’이 결합될 때에는‘ᄒ’을 발음하

지 않지만, 이때‘ᄂ’이 [ᄅ]로 발음된다. 따라서

‘끓나’는 [끌나]가 아닌 [끌라]로 발음해야 한다.

①‘ᆭ’뒤에‘ᄃ’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ᄐ]으로 발음한다. 따라서‘않

던’은 [안턴]으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 ② 받침

‘ᄌ’이 뒤 음절 첫소리‘ᄒ’과 결합되는 경우에

도 두 음을 합쳐서 [ᄎ]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잊

히지’는 [이치지]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 ③‘ᄚ’

뒤에‘ᄉ’이 결합되는 경우에는‘ᄉ’을 [ᄊ]으로 

발음한다. 따라서‘싫소’는 [실쏘]로 발음하는 것

이 옳다. ④‘ᆭ’뒤에‘ᄂ’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ᄒ’을 발음하지 않는다. 따라서‘끊는’은 [끈

는]으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

12. 형용사의 파생 의미 파악 (수능완성) 정답 ③

감이 덜 익어서‘떨떠름한’맛이 나므로‘조금 떫은 

맛이 있다.’라는 뜻의 기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①‘싱겁다’는‘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상황에 어울

리지 않고 다소 엉뚱한 느낌을 주다.’의 파생 의미

를 갖고 있다. ②‘달콤하다’는‘감칠맛이 있게 달

다.’라는 기본 의미에서‘편안하고 포근하다’는 

의미로 파생되었다. ④‘짭짤하다’는‘감칠맛이 있

게 조금 짜다.’라는 기본 의미에서 ‘일이 잘되어 

실속이 있다’는 의미로 파생되었다. ⑤‘씁쓸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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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조금 쓴 맛이 나다.’에서‘달갑지 아니하

여 싫거나 언짢은 기분이 조금 나다.’의 의미로 파

생되었다.

[13-17] 시가복합

13.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수능특강) 정답 ②

(가)는‘단풍잎’이‘뚝뚝 떨어지’는 가을을 계절

적 배경으로 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다)에서는‘해가 가고 봄이 와도’,‘ 겨울을 난’

과 같이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변화되는 것을 보

여 주면서 시적 분위기를 이끌어 내고 있다. 따라서 

(가)와 (다)는 모두 계절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시적 

분위기를 유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4. 감상의 적절성 평가 (수능특강) 정답 ②

(가)의‘단풍잎이 떨어져 나온 자리’는 소년이 현

재 바라보고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구에 

담겨 있는 상실적 이미지는‘슬픈 가을’,‘ 슬픈 

얼굴’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 시구는 순이를 

그리워하고 있는 소년의 현재 모습을 환기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또한‘하늘’은 소년의 얼굴을 파랗

게 물들게 하는 것으로, 이는 자연에 대한 소년의 

몰입 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를 이상 세계에 대한 소년의 열망으로 보기는 어렵

다. 소년이 이상 세계를 추구하는 모습이나 열망은 

(가)에서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15. 작품의 종합적 감상 (수능특강) 정답 ⑤

‘알게 하네’는 화자의 인식 전환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화자가 깨달은 것 중 하나는‘밭 갈고 씨

뿌리고 땀 흘리며 살아야’한다는 점이다. 이는 화

자가 자신의 현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자신의 현실에 충실해야 함을 다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6. 발상 및 표현의 공통점 (수능특강) 정답 ③

(가)에서는‘슬픈’,‘ 하늘’,‘ 파란물감’,‘맑은 

강물이 흐르고’등과 같이 시어나 시구가 반복되고 

있으며, (나)에서는‘당신’,‘ 묻고 돌아오네’,‘ 

한 해 한 번’,‘ 알게 하네’등의 시어나 시구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 (가)에서는‘순

이’에 대한 그리움을, (나)에서는‘당신’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하고 있다.

17. 시어 및 소재의 역할 파악 (수능특강) 정답 

④

㉠은 화자가‘당신’에게 처음해 준 베옷이다. 그런

데 그 옷은 아내의 장사를 치르면서 입혀 준 옷이

다. 그러므로 ㉠은 가난하여 아내에게 제대로‘옷 

한 벌’해주지 못한 화자의 회한을 불러일으키고 있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은‘병든 아내’가 

가족과 멀리 떨어져있는 화자를 위해 꿰매 보낸 옷

이다. 그 옷을 보면서 화자는 아내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은 병든 아내에게서 느낀 사랑과 아

내에 대한 고마움을 환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18-21] 언어

18. 핵심 정보의 파악 (EBS 인터넷수능) 정답 ⑤

 이 글은 인과 관계를 표현하는 연결 어미들의 의미

와 특성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즉 인과 관계의 발

견은 ‘-니까’로 표현되고, 발견한 인과 관계의 정

립은 ‘-면’으로, 정립된 인과 관계의적용은 ‘-

어서’로 표현되며, 이러한 차이 때문에 이들의 통

사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19.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EBS 인터넷수능) 정

답 ③

 ᄂ은‘비가 많이 오는 사건’과‘하수구가 넘치는 

사건’이라는 두 개의 개별 사건 사이에 인과 관계

가 있음을 발견한 것을 표현한 문장이다. 발견된 인

과 관계를 정립하는 표현, 즉 유형

사건들 사이의 상례적인 관계의 표현은‘-면’이라

는 연결 어미에 의해 이루어진다.

① ᄀ, ᄂ, ᄃ에 사용된 연결 어미들은 인과 관계 형

성의 인지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인과 관계 인지 과

정의 순서로 볼 때 ᄂ의‘-니까’는 ‘발견’, ᄀ의 

‘-면’은 ‘정립’, ᄃ의 ‘-어서’는‘적용’을 

표현한 것이다. ② ᄀ의‘-면’은‘비가 많이 오는 

사건’과‘하수구가 넘치는 사건’사이에 인과 관계

가 정립된 것을 표현한다. ④ <보기>의 ᄂ과 ᄃ은 

각각 제시문의 ⑴`ᄀ, ⑴`ᄃ과 같은 유형의 문장이다. 

제시문의 설명에 따르면, ⑴`ᄀ은 두 개별 사건의 계

기적 연속성을 경험한 후 인과 관계를 발견한 것을 

표현하는 문장이고, ⑴`ᄃ은 발견된 인과 관계가 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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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 후 개별 사건들에 적용한 것을 표현하는 문장

이므로, 이 둘은 모두 두 개별 사건의 계기적 연속

성을 경험한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어서’는 정립된 인과 관계를 적용할 때 쓰는 

연결 어미이다.

20. 세부 정보의 추리 (EBS 인터넷수능) 정답 ③

 ‘-어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인과 관계가 매우 

긴밀한 상태를 나타내며, ‘-니까’는 인과 관계가 

덜 긴밀한 상태를 나타낸다. 그런데 ⑵와 ⑶의 예에

서 보듯이 전자는 시제 형태소와의 결합에 제약이 

심하고, 명령형과 청유형에 쓸 수가 없는데, 후자는 

시제 형태소와의 결합에 제약이 없고, 명령형과 청

유형에도 쓸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③과 같은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① ⑵와 ⑶은 ‘-어서’와 ‘-니까’의 통사적 특

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인과관계의 뒤바뀜’이라는 내

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② 인과 관계에 대한 청

자의 인정 여부가 연결 어미의 선택을 결정하는 것

은 ⑶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④ 이 글에 따르면 

인과 관계는 ‘-면’, ‘-니까’, ‘-어서’라는 

형태소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다. 인과 관계를 표현

하는 서술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⑤ ⑵와 ⑶

에서는 선행절보다 후행절의 비중이 더 크다는 판단

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21. 어휘 의미의 이해 (EBS 인터넷수능) 정답 ②

 ㉠은 ②의 첫째 문장의 ‘따라’와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라는 

뜻을 갖는다. ㉡`은 ②`의 둘째 문장의‘따른’과 마

찬가지로‘어떤 일이 다른 일과 더불어 일어나다.’

라는 뜻을 갖는다.

①‘따라서’: 관례, 유행이나 명령, 의견 따위를 그

대로 실행하다.  ‘따를’: 앞선 것을 좇아 같은 수

준에 이르다. ③‘따라’: 나란히 같이 움직이다.   

‘따르지’: 관례, 유행이나명령, 의견 따위를 그대

로 실행하다. ④‘따른다’: 좋아하거나 존경하여 가

까이 좇다.   ‘따라’: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 ⑤‘따를’: 어떤 일이 다른 일과 

더불어 일어나다.   ‘따라’: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뒤에서, 그가 가는 대로 같이 가다.

[22-24] 극문학 김승옥 ‘안개’

[해제] ‘안개’는 김승옥이 자작 소설‘무진기

행’을 직접 각색한 시나리오이다. 이 작품은 산

업화 과정으로 인한 물질문명의 확산과 도시화 과

정에서 느끼는 현대인의 심리를 그려 내고 있다. 

여기에는 산업화로 집약되는 70년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변화된 문화의 동향이 담겨 있다.

[주제] 산업화·도시화된 현대 문명에서 느끼는 

현대인의 삶의 고뇌

[전체줄거리]서울에 취직하게 된‘윤’은 실직 

후 같이 살던 애인‘희’와 헤어진 뒤 과부인 제

약 회사 사장의 딸과 결혼한다. 장인은 주주 총회

가열리는 동안 그에게 무진에 내려가 있으라 하

고, 그는 이에 응해 순순히 내려온다. 주인공에게 

무진은 실패와 도피의 공간이지만, 그자신과 만나

는 공간이기도 하다. 여기서 만난‘하인숙’에게

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다시 만나자는 글이 담긴 

편지를 쓰며 사랑을 고백한다. 그러나 그는 아내

에게서 급히 상경하라는 전보를 받고 하인숙에게 

쓴 편지를 찢어 버리며 무진을 떠난다. 버스 안에

서‘당신은 무진읍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

십시오’라는 팻말을 보며‘윤’은 심한 부끄러움

을 느낀다.

 

22. 인물의 성격 파악 (고득점 300제) 정답 ②

S# 4의‘하필 무진에서 쉬어야 하나? 원…….’을 

통해‘윤’은 고향을 방문하라는 아내의 권유를 기

꺼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S# 7의‘네, 아무렇게나 좋습니다.’를 보면

‘윤’은 장인의 일방적 지시에도 순종적 태도를 보

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S# 4의‘이번 주

주 총회 작전에는 아버님 옆에 제가 꼭 붙어서 다녀

야 할 것 같으니……. 푹 쉬시다 오시믄 대 회생 제

약 주식회사의 전무 이사님 자리가 기다리구 있을 

테구’등을 통해 남편의 출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S# 4에서 아내가 

남편을 고향으로 보내는 것은 병의 치료 때문이 아

니라, 승진을 위해 잠시 고향에 다녀올 것을 권유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아내가 과도한 업무

로 얻은 병 치료를 위해 남편에게 귀향을 권유하였

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S# 10의 과거의 사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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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우리나라 모성 보호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 

해제 우리나라의 모성 보호 제도가 근로자 

자신과 사업주의 책임으로 인식되어 노

동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

을 지적하며 모성 보호를 위한 사회적 

차원의 재정적 투자나 국민 재생산 활

동에 대한 노력을 촉구한 글이다. 글쓴

이는 현상을 분석한 후 문제점을 파악

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의

식적 차원의 대책을 논리적으로 제시하

고 있다. 

짜임

 (가) : 모성 보호 제도의 취지 및 관련 

법률

 (나) : 모성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 여건

 (다) : 사회적 차원의 모성 보호 고려

 (라) : 출산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

원책 마련 

 (마) : 모성 보호 비용의 사회화 및 의식 

개혁의 필요성

에 대한 회상 장면에서 어머니가 등장하지만, 이 글

에서는‘고향에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알 수 있

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윤’이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는 부분도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⑤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23. 소재 간의 공통 기능 비교 (고득점 300제) 

정답 ④ 

S# 6은 과거, S# 7은 현재의 시간이다. 이를 연계

하는 것은‘하루살이’이다. S# 8에서 대합실을 나

오다가‘윤’이들은‘미친 여자’의 비명 소리는 

S# 9에서 비명을 지르며 악몽에서 깨어나는‘윤’

과 연결되며 미칠 것 같았던 자신의 삶을 회상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하루살이’와‘미친 

여자’의 공통된 기능은 과거와 현재의 장면을 연계

하는 것이다.

① ‘하루살이’와‘미친 여자’는 모두 과거의윤과 

어머니의 갈등을 드러내는 데는 기여하지만‘갈등 

해소’와는 무관하다. ② ‘하루살이’와‘미친 여

자’는 모두 과거 문명과 현대의 문명의 충돌과는 

무관하다. ③ 과거의 삶에 대한 성찰의 내용이 없으

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하루살이’는 과거의 이

모 집에서 현재의 침대차로, ‘미친 여자’는 현재

의 대합실에서 과거의 이모 집으로 과거와 현재 공

간의 장면을 매개하고 있다. 그러나 공간의 변화에 

따라 인물의 정서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며, 공간의 

변화에 따라 인물의 정서 변화가 예고된다고도 볼 

수 없다.

24.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고득점 300제) 정답 

③

ⓒ는 아내가 실제‘윤’의 사무실에 와서 대화를 나

누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보낸 쪽지의 내용이다. 

즉, 아내가 남편의 건강을 염려하여 담뱃갑에 써 넣

어둔 쪽지 문구를 아내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장면이

다. 따라서 아내와‘윤’의 인물 간 대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내재음이 아니라 외재음

으로 볼 수 있다.

① ⓐ는 사무실 장면이며 사무실 안의 일상적인 소

리이므로 영상 안에 발생하는 내재음으로 볼 수 있

다. ② ⓑ는‘윤’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장면에

서 장부를 닫는 효과음이므로 내재음으로 볼 수 있

다. ④ ⓓ는 기차를 타고 난 후에 떠올린, 기차를 타

기 전에 장인이‘윤’에게 당부한 말이므로 외재음

으로 볼 수 있다. ⑤ ⓔ는 과거 장면이지만 영화는 

과거든 미래든 현재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내

재음은 그 장면의 인물이나 사물의 소리이다. 따라

서 ⓔ는 과거 대화 장면의 영상이므로 내재음으로 

볼 수 있다.

[25-27] 인문 박동명 '모성 보호 제도' 

25. 전제의 추리 (2010 수능특강) 정답  ③

㉠은 기존의 의식을 바꿔 가정과 직장에서 여성을 

배려하고 평등한 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하자는 주장

인데, 일자리 창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일자

리가 창출되어야 ㉠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

이다.

② ㉠이 실현되면 여성의 가사 노동이 줄어들고 직

장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므로 결과적으로 여성 근로

5



290 •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지도 자료집

주제 서양 중세 시대 요새의 기능 및 변화 

과정

해제 서양 중세 시대 대표적 건축물의 하

나인 요새의 탄생, 구조의 변화, 기능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살펴본 글이다. 글

쓴이는 요새가 서양 봉건 제도의 정치

경제적 필요성과 관련된 산물이며, 이

것이 방어적 기능뿐만 아니라 국경과 

무역로를 보호하고 나중에 도시로 발전

하는 사회적 기능을 가졌다는 점, 그리

고 신무기인 화약의 등장으로 인해 대

부분이 사라지고 극히 일부만이 귀족들

의 별장으로 탈바꿈했다는 것을 체계적

으로 설명하고 있다. 

짜임

 1문단 : 서양 중세 시대 기사들의 거주지

였던 요새

 2문단 : 방어의 목적으로 예술미보다는 

실용성이 강조된 요새

 3문단 : 고지 요새에서 평지 요새로 바뀜

 4문단 : 가일라르 요새의 구조(평지 요새

의 전형적 구조)

 5문단 : 요새가 유럽 사회에 미친 영향

 6문단 : 화약의 사용으로 인해 요새의 기

능이 변질됨

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④ ㉠

은 사회 구성원의 의식 변화와 관련이 있으므로, 적

극적 차원의 접근에 해당한다.

26. 반응의 적절성 평가 (2010 수능특강) 정답 

④

ᄂ과 ᄃ은 특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 없는 조항이

므로, 국가 주도의 경제적 보장인 사회 보장 제도와

는 관련이 없다.   

① 명목 시간제는 단시간 근로자의 노동 시간을 연

장하는 것이고, 탄력적 근로 시간 제도는 (주로 정

규직 근로자와 관련이 있음) 근로 시간의 배분 문제

이지 절대적인 노동 시간의 증가와 관련이 없으므

로, ᄀ은 명목 시간제에 적용하기 어렵다. ② 출산 

시점부터 1년 이내는 출산 및 수유가 이루어지는 시

기이다. ③ ᄃ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모성 보호 

제도로 외국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⑤ ᄀ~ᄃ은 임신출산수유라는 생리적 특성을 지닌 

여성을 노동 현장에서 특별하게 보호하는 것과 관련 

있으므로, 모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다.

27. 세부 정보의 확인 (2010 수능특강) 정답 ⑤

이 글에 모성 보호 책임이 그동안 근로자 자신과 사

업주의 책임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정보는 있지만, 

사업주가 모성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정보는 

제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나)에 언급된 인건비 절

감이나 노무 관리 전략에 따라 모성 보호에 별 관심

을 갖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① (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의 '많은 여성 근로자가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어서 근로 기준법의 여러 조항

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볼 때, 근

로 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

사에 적용됨을 추측할 수 있다. ④ (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28-30] 크리스토프 회커 지음, 이대일 옮김, '서

양 중세 시대의 요새'

28. 어휘·어법의 이해 (2010 수능특강) 정답 ③

ⓐ, ⓑ, ⓓ, ⓔ은 '이(가), 을(를), 에, 으로' 등 여러 

조사와 결합할 수 있으나, ⓒ은 주로 '불굴의'의 꼴

로 쓰인다.

29. 세부 정보의 확인 (2010 수능특강) 정답 ④

㉠은 초기의 요새로 기사가 자기의 부를 지키기 위

한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므로, 개인의 소유물이다.

① 6문단의 '전쟁에서 화약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요새는 파괴되고 버려져서 방어적사회적 

기능을 잃었다.'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

은 귀족들의 취향에 맞춰 이전의 요새를 새로 짓거

나 고친 건물로 별장, 휴양지의 기능을 지니게 되었

다. ③ ㉠은 견고한 실용성이 강조되어 아름답고 화

려한 예술미를 찾기 어려우나, ㉡은 예술성을 가미

한 훌륭한 궁전과 장엄한 대저택이므로, ㉠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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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관이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볼 수 있다. ⑤ 

㉠은 기사들이 머물러 사는 거주지이므로 주거 공간

이고, ㉡은 별장이나 휴양지이므로 일시적으로 머무

르는 장소로 볼 수 있다.

30.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2010 수능특강) 정

답 ③

㉰은 병사들의 주둔지이며 외부 방문자의 숙소가 있

는 중간 성이다. 서양에서 요새를 통해 무역로를 보

호받은 것은 알 수 있으나, ㉰이 대외 무역과 관련

이 있다는 정보는 찾을 수 없다.

① ㉮은 평면도에서 규모가 가장 작으므로 내성에 

해당한다. 궁전과 기사실, 예배당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내성은 통치 계층이 거주한 공간이다. ② ㉯은 

내성을 둘러싸고 있으므로 주성이다. 주성 안에는 

생활 공간이 위치해 있는데, 대다수 평지 요새의 생

활 공간이 주거 지역으로 변화하고 후대에 도시로 

발전했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④ ㉱은 중

간 성과 도개교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전성이다. 전

성은 적의 출현을 감시하며 1차적으로 적을 저지하

는 곳이므로 군사적 목적이 강한 공간이다. ⑤ 도개

교는 해자를 건너기 위한 다리이다.<보기>의 도개교

는 요새 내부를 연결하는 것과 요새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것이 있는데, ㉲은 후자에 해당한다.

[31-34] 기술

31. 문맥 간의 관계 파악 (수상한 언어) 정답 ③

ⓐ~ⓔ가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 그 이유나 원인이 

되는 내용이 주변 맥락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는 

버너를 이용해 공기를 데우면 구피 안에 있는 공기

가 서서히 뜨거워진다는 것을 밝히고 있지만 이 주

변에는 왜 공기가 뜨거워지는지에 대한 이유가 제시

되어 있지 않다.  

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

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바닥과 가까울수록 공기가 차

가운 것이다. ② 풍선에 열을 가하면 온도가 증가하

고 부피가 증가하고 밀도가 감소하며 밀도가 큰 물

질일수록 아래쪽으로 자리한다는 내용이 ⓑ 앞에 나

와 있다.

④ 움직이는 기차 안에서 바람을 느낄 수 없는 것처

럼 열기구가 주변 공기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

이다. ⑤ 구피 속의 공기를 계속 가열하면 열기구는 

계속 상승하고 가열하지 않으면 구피 속의 공기가 

서서히 식으면서 열기구는 하강하므로, 결국 버너는 

열기구의 고도를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된다.

32. 핵심 제재의 원리와 과정 이해 (수상한 언어) 

정답 ②

이 글의 내용을 통해 열기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

륙하고 착륙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열기구의 이륙은 

버너를 켜서 공처럼 생긴 구피 안의 공기를 뜨겁게 

만드는 데서 시작한다. 그러면 구피 안은 열기구의 

주변보다 뜨거워지기 때문에 열기구가 하늘로 날아

오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②는 적절한 내용이 아

니다.

① 열기구에 열을 공급하는 것은 버너의 역할이다. 

③ 바스켓 속의 사람은 열기구가 주변 공기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바람의 세기를 느낄 수 없다. ④ 

버너의 작동을 멈추고 열기구 속의 온도를 더 이상 

높이지 않으면 열기구가 멈추다가 구피 속 공기가 

식으면서 서서히 하강하게 된다. ⑤ 구피 안의 가열

된 공기가 바깥 공기와 순환하게 되면 열기구는 땅 

위로 내려온다.

33. 구체적 사례의 적용 (수상한 언어) 정답 ④

열기구가 높이 나는 과정에서 밝힌 온도, 부피, 밀도

의 관계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이다. A가 B보다 

더 빨리 올라간다는 것은 A 구피 안의 온도가 B에 

비해 높고 밀도는 작다는 것을 뜻한다. 구피 안의 

공기가 데워져서 온도가 급격히 오른다는 것은 각각

의 열기구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에 영향을 미치겠지

만, 현재의 정보만으로는 A와 B의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를 비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34. 어휘의 의미 파악 (수상한 언어) 정답 ③

㉠ ‘떨어지다’가 ③번 예문에서는 ‘헤어지다’의 

의미로 쓰였다.

①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모자라다.

② 기운이나 세력 따위가 줄어 쇠퇴하다.

④ 병이나 상처가 낫다.

⑤ 성, 요새 따위를 적에게 빼앗기다.

[35-37] 예술

35. 세부 정보의 확인 (EBS 인터넷수능)  정답 

③

 리듬과 선율의 패턴 반복 길이를 다르게 하여 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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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양식은 호모포니가 아니

라 폴리포니이다.

① 바로크 시대의 호모포니 음악은 중세의 봉건적 

질서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대적요구를 반영한음악 양

식으로 볼 수있다.

② 여러 악기와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연주되는데

도 무엇이 주선율인지 정확히 끄집어낼 수 있는 음

악이 호모포니 양식이므로, 호모포니 음악은 폴리포

니 음악에 비해 노랫말이 잘

전달된다.

④‘바로크(baroque)’라는 말에는 ‘기괴하다’라

는 뜻이 담겨 있는데, 이 시기에 이루어졌던 온갖 

음악적 실험은 바로크의 ‘기괴하다’는 의미와 잘 

들어맞는다.

36.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EBS 인터넷수능) 정

답 ⑤

 <보기>는 매우 복잡했던‘폴리포니’양식을 현대

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폴리포니’는 ‘모노포

니’와 ‘호모포니’의 중간시기에 나타났던 다성부 

성악곡으로 서로 다른 내용을 세 성부가 동시에 노

래하는 방식이라 가사 전달이 매우 어려웠다. 바로

크 시기 카메라타 그룹은 이러한 음악을 단순화하여 

호모포니 양식을 만들었다. 호모포니는 최고음 성부

가 주선율을 노래하고 나머지 성부는 주선율을 뒷받

침하는 반주의 역할을 하는 음악을 말한다. 따라서 

ⓒ`(최저 성부)가 주선율을 노래하고 ⓐ`(최고성부), 

ⓑ`(중간 성부)가 ⓒ`를 뒷받침하는 반주의 역할을 

하면 ‘호모포니’양식이라는 ⑤`는 잘못된 진술이

다.

① 하나의 성부만 있는 음악이 ‘모노포니

(monophony)’이다. ② 최저음 성부는 신을 찬양

하는 가사로 매우 느리게 노래하고, 중간 성부는 실

연의 슬픔을 담은 가사를 조금 느린 가락으로, 맨 

위의 성부는 연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고백하는 

가사를 경쾌한 선율로 노래해야 하므로, ⓐ`는 경쾌

한 선율로, ⓑ`는 조금 느리게, ⓒ`는 매우 느리게 불

러야 한다.

37.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EBS 인터넷수능) 정

답 ④

 바로크 시기의 서구 음악가들과 오늘날 우리나라의 

진보적 국악인들은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하며 새로

운 음악을 모색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 위

해 이들은 이질적인 악기들과 실험적인 연주를 시도

하고 있다.

①, ③ 바로크 시대 음악의 특징이다.

② 형식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자유로운 즉흥 연주로 

기존 음악을 변용하는 것은 바로크 시대 음악의 특

징이다.

⑤ 진보적 국악인들의 음악이 갖는 특징이다

38.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EBS 인터넷수능) 

정답 ②

‘마땅찮다’는‘마음에 들지 않다.’는 뜻을 가진 

단어이다. 카메라타 그룹은 폴리포니 음악이 복잡하

다고 매우 싫어했다. 그러므로 ㉡의 상황을 표현하

는 데는 ‘싫어하다’, ‘탐탁지않다’,‘불만스러워

하다’, ‘마음에 들지 않다’를 모두 쓸 수 있다. 

반면 ‘귀찮다’는 ‘성가시다’, ‘번거롭다’의 

의미이므로, ㉡의 상황을 표현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③ 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

지 않다.

[39-42] 고전산문  작자미상,「매화전」

[ 해제 ] 조선 시대 판소리계 소설로 추정되는 

작품으로 작자와 연대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

다. 주인공 매화와 양유의 두 남녀 이름을 따서

‘매화양유전’이라고도 부른다.‘매화전’은 한 

작품 속에서 다양한 사건 모티브가 결합되어 있는 

작품으로 남녀 주인공인 매화와 양유의 결연담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애정 소설로 볼 수 있으며, 

매화의 아버지 김 주부의 도술적인 행위와 신분을 

놓고 보면 도술·전기 소설의 경향도 짙다. 더불

어 매화와 양유의 혼사를 방해하는 인물로 양유의 

계모가 설정되어 있어서 가정 소설적인 요소 또한 

지니고 있다.

[ 주제 ] 남녀의 애틋한 이별과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남녀의 사랑

경기도 장단에 사는 김 주부라는 선비는 도술이 

능했는데 무남독녀 매화를 두고 있었다. 조정의 

간신배들이 김 주부를 해치려 하므로 그는 매화를 

남장(男裝)시켜 길에 버리고 구월산으로 몸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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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매화는 조 병사의 집에서 그의 아들 양유와 

함께 공부하며 자란다.

어느 날 매화는 양유에게 사연을 털어놓고, 부모

의 승낙을 받은 뒤 혼약하기로 한다. 한편 관상쟁

이가 와서 양유의 관상을 보더니 귀하게 될 것이

나 호환(虎患)이 있을 것이니 매화와 혼인시켜야 

한다는 글을 남겨 놓고 사라진다. 악한 성품을 지

닌 양유의 계모는 매화를 자기 동생과 혼인시키려

는 계략을 세운다. 계모가 사람을 매수하여 매화

의 아버지가 나쁜 인물이라고 소문을 내자, 조 병

사는 이를 듣고 매화를 구박하다가 결국 내쫓는

다. 계모가 시킨 사람에 의해 납치될 위기에 처한 

매화는 강물에 몸을 던지나 아버지 김 주부에 의

해 도술로써 구출된다. 양유는 다른 사람과 혼인

하기 전날 호랑이에 물려 구월산에 가서 혼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신부가 바로 매화였다. 김 주부

는 도사로 변하여 조 병사를 구월산으로 불러 아

들을 만나게 한다. 이들은 그곳에서 임진왜란을 

피하게 된다. 그 뒤 김 주부는 신선이 되었고 나

머지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가 행복하게 살았다.

39. 서사 구조의 파악 (수능완성) 정답 ①

매화는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남자인 것처

럼 행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화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이유를 파악할 수 없고, 또한 양유가 이에 대

해 의문을 품고 있지도 않다.

② 매화는 양유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싶지만 자신의 

처지와 부모의 허락을 얻지 못한 점을 내세워 유보

하고 있다.

③ 상객은 양유와 매화가 부부가 되지 않으면 양유

가 호랑이에게 잡아 먹힐 것이라 하면서 병사에게 

둘을 결혼시킬 것을 권유하고 있다.

④ 양유는 매화가 내당에 거처하게 되자 매화에 대

한 그리움으로 인해 안타까워하며 탄식하고 있다.

⑤ 최 씨 부인은 매화가 유리걸식하는 천한 자식이

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워 양유와의 혼인을 반대하고 

있다.

40. 소재의 역할 파악 (수능완성) 정답 ④

매화가 양유에게 화답한 한시의 내용‘나비가 꽃을 

알지 못하고, 원앙새가 물을 얻지 못하였도다’에서

‘나비’와 ‘물’은 양유를, ‘꽃’과‘원앙새’는 

매화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건

의 흐름으로 볼 때 양유가 매화의 처지와 상황을 이

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지 조롱

의(냉소적) 태도로는 볼 수 없다.

① 매화가 양유와 인연을 맺지 못하는 자신의 안타

까운 현재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매화는 한시를 통하여 자신이 여자임을 간접적으

로 밝히고 있다.

③ 양유가 매화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시를 통해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⑤ 한시를 통해 양유는 매화가 여자라는 사실을 알

아차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매화에게 함께 백년해로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유가 매화에

게 청혼하게 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41. 작품의 종합적 감상 (수능완성) 정답 ②

지문에서 최 씨 부인이 양유와 매화의 혼사를 방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양유와 최 씨 부인의 갈등이 

직접적으로 표출되어 있지는 않다.

① 지문에 등장하는 상객은 두어 걸음에 사라지는 

도술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고전 소설의 전기적 측면

이라 볼 수 있다.

③ 남녀 주인공인 매화와 양유의 아름다운 사랑 이

야기에 중점을 두면 애정 소설의 유형에 해당한다.

④ 매화와 양유의 혼사를 방해하는 인물로 계모인 

최 씨 부인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정 내의 갈

등을 다룬 가정 소설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대부분의 고전 소설이 일반적으로 행복한 결말 

구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때, 매화는 최 씨 부인의 

방해를 이겨 내고 양유와 백년해로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42. 어휘와 어구의 의미 이해 (수능완성) 정답 ⑤

㉠에서 최 씨 부인은 매화를 상처한 자기 남동생과 

인연을 맺어 주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다. 그런데 병

사는 매화와 양유의 혼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이

다. 이에 최 씨 부인은 이러한 자신의 음모를 숨기

고 매화의 근본을 내세워 양유와의 혼사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 씨 부인의 행동을 나타내는 한자 

성어로‘은밀한 가운데 일의 실마리나 해결책을 찾

아내려 함’이라는 의미를 지닌‘암중모색(暗中

摸..)’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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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 자기의 주장하는 조

건에 맞게 만듦’이라는 의미이다. 본문에서 최 씨 

부인이 매화가 유리걸식하는 천한 아이라는 점을 내

세워 혼사를 반대하고 있으므로 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②‘사사로

운 마음이 전혀 없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

정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③‘마치 제 세상인 것

처럼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함’을 이르

는 말이다. ④‘아무런 주관이 없이 남의 의견을 맹

목적으로 좇아 함께 어울린다’는 의미이다.

[43-46] 최정희,「풍류 잡히는 마을」

[ 해제 ] 이 작품은 1947년에 발표된 단편소설

로, 해방 공간이라는 당대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었다. 해방 직전 서울에 살던‘나’는 시

골로 옮겨와 살게 된다. 이곳의 농민들에게 해방

은 무엇보다도 배고픔에서 벗어날 기회로 인식됐

으나, 농민들의 우매함과 지주들의 토지 방매 때

문에 해방은 잠시 순간에 왔다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였다. 단지 해방 때문에 입은 혜택은 그들

의 정치적 자유 즉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뿐

이었다. 달라진 것이라곤 해방 전 일본에서 미군

정으로 옮겼을 뿐 지주와 소작 관계는 여전히 지

속되고 있었다. 미군정으로 옮겨지면서 단지 농민

들은 양옥수수를 수월하게 살 수 있었고 체질에 

맞지 않는 양옥수수를 먹은 농민들이 굶주려 부황

이 들게 된다. 특히 작가는 농민을 소극적인 인물

로 설정하여 체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리고 

있으며, 가난한 농민의 힘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 주제 ] 해방 직후 지주의 횡포로 말미암아 가

난한 소작인들의 기대가 좌절되는 모습과 체념

나는 해방되기 5년 전 서울에서 시골로 이사해 

이곳에서 해방을 맞게 된다. 집에서 기르던 닭들

이 족제비에게 자주 물려가는 일이 일어나 닭장을 

만들기 위해 목수 영감에게 일을 시키는데 목수 

영감은 일을 자꾸 지체한다. 그 사이 내가 기르던 

닭을 또 족제비가 물어 가는 일이 벌어진다. 나는 

목수 영감이 일을 지체한 이유가 지주인 서흥수에

게 잘 보이기 위해서임을 알게 된다.

해방 직후 미군정은 소작인을 보호한다는 명분

으로 소작료 3·1제를 실시한다. 소작료 3·1제

는 지주들에게는 닥쳐올 앞으로의 전망을 불투명

하게 함으로써 토지를 방매, 소작권 이동을 해서 

잇속을 차리기에 급급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

이게 만든다. 지주들은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데 비해 소작인들이 할 수 있

는 일은 소작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없는 돈도 가

리지 않고 선물을 산다든가 지주를 붙잡고 애원하

는 일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사는 마을의 지주 서흥수는 

회갑 잔치를 하게 된다. 이 회갑 잔치는 마을의 

소작인들이 서흥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열어 주는 

것이었다. 마을의 강가에서 들려오는 회갑 잔치 

풍류 소리에 나는 가서 때려 부수고 싶지만 결국 

가지 못하고 만다. 그때 마침 풍류 소리가 그치게 

되고 나는 우리 집에 들른 철용 아버지를 통해 목

수 영감의 아들이 서흥수의 회갑 잔치를 뒤엎은 

사실을 알게 된다.

43.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 파악 (수능완성) 정답 

④

서술자인‘나’는 강가의 놀이터에서 벌어진서흥수

의 회갑 잔치를 목수 영감의 아들이 뒤엎은 사건을 

목수 영감과 철용 아버지로부터 듣게 된다. 즉 직접 

본 것이 아니라 간접 경험한 것이다. 또한, 이에 대

해 서술자인‘나’는 목수 영감의 아들이 어떠한 사

람인지를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배고픈 사람이 

없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① 지문에서 인물들의 대화는 서술자인‘나’에게 

사건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대화가 진

행됨에 따라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는 않다. ②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인물의 

성격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이 작품은‘나’

라는 인물이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1인칭 시점을 

취하고 있다.

⑤ 지문의 내용에서 대화 부분은 간결한 문체를 사

용하고 있지만, 제시된 지문에서는 장면의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특정 사건에 대

해서 서술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어 사건의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없다.

44. 인물의 심리와 정서 추리 (수능완성) 정답 ②

목수 영감의 아들이 서흥수의 잔칫상을 엎은 것에 

대해 서술자가 감사한 이유는‘내가 고마워서 옷깃

10



Ⅱ. 수리 - 2013 수능 수리(나) 정선 모의고사 3회-풀이 • 295

을 여미는 마음은 이 성문 같은 침묵 ─ 그 앞에서 

하는 감사, 그것이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

직 그 하나뿐인 것이다. 침묵은 신념을 가진 자만이 

간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념을 가진 자는 하늘과 

함께 영원하고 태양과 함께 길어질 진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을 응징했기 때문은 아니라

고 하고 있다. ③ 인간으로서 도리에 맞는 행동을 

했다는 내용은 지문과는 맞지 않다. ④‘나’와 뜻

과 사상이 같은 동지적인 느낌 때문도 아니라고 하

고 있다. ⑤‘나’의 마음을 대신 행동으로 해 주었

기 때문도 아니라고 하고 있다.

45. 배경의 의미와 역할 파악 (수능완성) 정답 ⑤

㉮는‘나’가 강가에서 들려오는 풍류 소리가 나는 

서흥수의 회갑 잔치를 내다보기 위한 곳인데, 이곳

에서‘나’는 족제비를 쫓는 내 몽둥이 때문에 엉망

이 된 채마밭을 보게 되고 이에 푹 주저앉아 버린

다. ㉯는 목수 영감의 아들이 서흥수의 회갑 잔치를 

훼방 놓은 곳이다. ㉰는 강가에서 일어난 상황을 목

수 영감과 철용 아버지가 나에게 전달하는 곳이다.

① ㉮는‘나’가 채마밭의 광경을 보고 좌절감을 느

끼게 된 곳이다. ② ㉮는‘나’가 채마밭을 바라보

면서 좌절감에 주저앉은 사건, ㉯는 목수 영감의 아

들이 강가에서 서흥수의 잔칫상을 부순 각기 다른 

사건이 일어난 곳이다. ③ ㉯는 강가에서‘서흥수의 

회갑 잔치 풍류 소리’가 나는 곳이다. ④ ㉰는

‘나’가 좌절에 빠져 있는‘목수 영감’을 위로하

기 위해 희망을 준 곳이다.

4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수능완성) 정답 

④

‘회갑 잔치’는 지주인‘서흥수’를 위한 것이

다.‘서흥수의 회갑 놀이’를 통해 좋은 세상에 대

한 소작인들의 기대를 드러낸다고 할 수 없다.

① 지문 속에 제시된‘이승만박사주의’등을 통해 

이 작품에서 배경이 해방 직후임을 알 수 있다.

② 작가는‘족제비’에게 물려 가는‘닭’의 모습을 

제시하여 지주에게 꼼짝 못하는 소작인의 모습을 빗

대어 이야기하고 있다.

③‘목수 영감’은 가난한 소작인으로 지주에게 핍

박을 받는 인물이다. 이는 해방 직후의 잘못된 현실

에 좌절하는 소작인의 아픔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⑤‘목수 영감 아들’은 서흥수의 호화찬란한 회갑 

잔칫상을 뒤엎는데 이는 긍정적인 인물이 지주에게 

저항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47-50] 과학

47. 서술 방식의 이해 (수능완성) 정답 ⑤

이 글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창문과 방문이 모두 

열려 있으면 방문이 처음에는 천천히 닫히기 시작하

다가 점점 빨리 움직여 결국 큰 소리를 내며 닫히는 

구체적인 현상을 소개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과학적 

원리인 연속의 원리와 베르누이의 정리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① 이 글에는 과학적 이론이 분화되는 다양한 과정

에 대한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연속의 원리

나 베르누이의 정리와 같이 과학적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를 통해 통념의 오류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이 글은 우리 주위

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을 언급하고 있을 뿐 실험

을 하고 그 결과를 통해 과학적 원리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이 글에는 몇 가지의 과학적 

원리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가설을 제시하고 이

를 검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8. 세부 정보의 확인 (수능완성) 정답 ⑤

베르누이의 정리에 따르면 속도가 빠른 곳에서의 유

체의 압력은 작아진다. 따 라서Ａ와Ｂ일 때 모두 공

기가 거의 정지해 있는 방문 안쪽보다 공기가 흘러

나가는 방문 바깥쪽의 압력이 작으므로 �Ｂ일 때 방

문 바깥쪽보다 방문 안쪽의 압력

이 더 작다고 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A에서B로 갈수록 문틈이 좁아지고 이에

따라 바람의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된다. 그 러면 방

문 안팎의 압력차가 더 커지므로 방문도 더 빠르게 

닫히게 된다.

② 좁아진 문틈으로 나가는 바람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게 되므로 방문 안팎의 압력차는 점점 더 커

지게 된다. 따라서 A일 때 보다 B일 때 방문 안팎

의 압력차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방문이 적게 열려서 문틈이 좁아질수록 방문 바

깥으로 흐르는 바람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된다.

④ A일 때는 B일 때보다 방문 바깥쪽으로 흐르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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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속도가 더 느리기 때문에 방문 바깥쪽의 공

기 압력은 더 크다.

49.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수능완성) 정답 ③

눈사태는 많이 쌓였던 눈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내리는 현상이다. 눈이 쌓여있는 

불안정한 평형점에서 돌멩이를 던지는 것과 같은 아

주 작은 원인이 발생할 때 조금이라도 평형점에서 

멀어지게 되면 계속해서 평형상태와 멀어지게 되어 

눈사태와 같은 매우 큰일아 벌어질 수 있다.

50. 어휘의 의미 파악 (수능완성) 정답 ⑤

ⓐ는‘어떤 때나 시기 상태에 이르다’의 의미를 가

지므로 ⑤의‘되다’와 그 의미가 가장 유사하다.

① 새로운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다.

②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

③ 일정한 수량에 차거나 이르다.

④ 어떠한 심리적 상태에 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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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 2 3 4 5 6 7 8 9 10
정
답 ④ ⑤ ⑤ ② ⑤
번
호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
답 ③ ③ ③ ② ① ④ ③ ⑤ ② ⑤
번
호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
답 ⑤ ④ ① ① ⑤ ② ③ ⑤ ③ ③

번
호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정
답 ① ② ⑤ ① ④ ② ③ ④ ① ①
번
호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정
답 ② ⑤ ② ⑤ ⑤ ① ① ① ② ⑤

2013 수능 언어 EBS 
정선 모의고사 5회 풀이

1

< 해 설 > 

[6-12] 쓰기
6. 자유 연상 (수능완성) 정답 ④

<보기>를 통해 볼 때‘감정 표현’과 관련한 내용

을 연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보자기는 물건을 싸는 기능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리거나 덮기도 하며, 자리에 까는 등 다양한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다.’에서 연상할 수 있다. ②‘싸는 

물건의 부피에 따라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면

서 물건을 그대로 감싼다.’에서 연상할 수 있다. ③

‘각기 다른 색채와 모양의 천들을 조화롭게 배열하

여 아름답게 만들어 낸 것’에서 연상할 수 있다. 

⑤‘쌀 것이 있을 때에는 존재하다가도 쌀 것이 없

으면 하나의 평면으로 돌아가 사라져 버리는 게 특

징이다.’에서 연상할 수 있다.

7. 자료의 해석과 활용 (수능완성) 정답 ⑤

(가), (나), (다)를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해결하

기 위해서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며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제시할 수 있다. 가

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의 고

민이 해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상담 기관의 확충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① (가).1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고민들의 이유이고, 

(나)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고민을 해결하지 못해 

청소년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따

라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고민들이 청소년 관련 문제

로 발전할 수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② (가).2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민을 주로 또래에게 상담하거

나 스스로 해결한다는 통계이고, (다)도 부모와 상

담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주로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는 내용이다. 청소년들의 고민 상담 대상이 

주로 또래에게 편중되어 있음을 언급할 수 있다. ③ 

(다)에서는 청소년이 부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이유가 입시 준비로 청소년들의 시간이 부족하

고 부모가 바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나)에서는 

부모가 바쁜 이유와 입시가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과 부

모의 소통 부재가 가족 관계만의 문제가 아님을 제

시할 수 있다. ④ (나)는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청소

년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내용이고, (다)는 청소

년이 부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고민에 어른들의 따

뜻한 관심이 필요함을 이끌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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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요의 작성과 수정 (수능완성) 정답 ⑤

<보기>의 개요에서는 생활 체육 활성화의 장애 요

인으로 Ⅱ.3에‘우수한 생활 체육 지도자의 부족’

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한 생활 체육 활성화 방안

으로는‘공인된 생활 체육 지도자 양성 기관의 확

대’등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생활 체육 지도

자 양성 과정의 간소화’는 자칫 지도자로서 자질과 

소양이 부족한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생활 체육 활성화 방안으로는 적절하지 않

다.

① 서론에서 생활 체육 현황을 위해 생활 체육 동호

회와 동호인 수를 통계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

하다. ②‘Ⅰ.1’은 생활 체육의 필요성과 거리가 

있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③‘Ⅰ.4’는 생활 체육 활성화의 장애 요인에 해당

하므로‘Ⅱ’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④ 생활 체

육 프로그램은 일부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계층과 

연령을 고려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따라서

‘Ⅱ.2’에 대한 방안으로‘Ⅲ.2’보다는‘지역, 연

령, 성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수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9. 고쳐쓰기 (수능완성) 정답 ②

㉡의‘오랜만에’는 맞춤법에 따른 올바른 표기이므

로 고칠 필요가 없다.

① 중심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부제로‘사진 한 

장의 힘’을 덧붙이는 것이 적절하다. ③ ㉢은 보도 

사진의 개념을 밝힌 부분이다. 따라서 보도 사진의 

특징을 언급한 바로 앞 문장과 순서를 바꾸는 것이 

문맥의 흐름상 적절하다. ④ ㉣은 보도 사진과 관련

한 기자들의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글 전체의 통일

성에 어긋나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쓰러

져 있는 사진이었다.’는 전체 문장의 주어인‘기린

이’와 호응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와의 호응

을 위해‘쓰러져 있었다.’로 고쳐야 한다.

10. 조건에 맞게 표현 (수능완성) 정답 ⑤

⑤는 보도 사진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과 현장성을 

언급하며 보도 사진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고,

‘사진은 진실의 거울’이라는 부분에서 비유적 표

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사진이 전하는 세상 이

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아요.’라는 표현을 통해 사

진전 관람을 간접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따라서 <보

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⑤이다.

① 사진전 관람을 직설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② 비

유적 표현을 활용하지 않았다. ③ 보도 사진의 특징

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사진전 관람을 직설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11. 어휘의 의미와 쓰임 파악 (수능완성) 정답 ③

‘조종’은 비행기, 자동차 등 기계를 부리거나, 사

람 또는 돈 등을 마음대로 다루어 움직일 때 쓰이

고,‘조정’은 알맞게 정돈할 때 쓰인다. ᄃ은 사건

을 뒤에서 마음대로 다루어 움직인다는 의미이므로

‘조종’이 적절한 쓰임이다.

① 무엇을 잡기 위해 따라가거나 자리에서 떠나도록 

억지로 몰아낼 때에는‘쫓다’를 쓰며, 남의 의견, 

뜻, 이론을 따르거나 무엇을 눈여겨볼 때, 목표나 이

상, 행복을 추구할 때는‘좇다’를 쓴다. ② 포탄 따

위가 터져서 쫙 퍼지는 것을‘작렬’이라고 하며, 

불 따위가 이글이글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작열’

이라고 한다. ④ 물건이나 시설을 개인적 필요에 따

라 사용하고 그 대가로 내는 비용을‘요금’이라 하

며, 경제 행위로 이익을 본 당사자에게 국가가 그 

일부분을 내도록 하는 강제적인 비용을‘세금’이라 

한다. ⑤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진 

않지만 주변의 상황을 밝힘으로써 간접적으로 증명

에 도움을 주는 증거를‘방증’이라고 하며,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아니함을 그에 반대되는 근거

를 들어 증명하는 것을‘반증’이라 한다.

12. 어휘·어법의 이해 (수능완성) 정답 ③

‘채’는 주격 조사‘가’가 아닌 부사격 조사 

‘로’가 붙어‘들어오다’를 한정해 주는 부사성 

의존 명사이다.

①‘것’은‘것이, 것을, 것이다’등 다양한 조사가 

붙어 여러 가지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보편성 의존 명사’라 할 수 있다. ②‘따름’은 

서술격 조사‘이다’가 붙어 서술어 기능을 하는 서

술성 의존 명사이다. ④‘만큼’은 뒤에 오는‘먹어

라’라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성 의존 명사이다. 

⑤‘명’은 사람의 수를 세는 단위로 단위성 의존 

명사이다.

[13-16] 현대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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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용운, 「당신을 보았습니다」

주제 : 굴욕적이고 절망적인 삶을 극복해야 한다

는 의지와 신념 

특징 : -산문적인 호흡과 경어체의 어미를 사용하

고 있다.

(나) 김종철, 「만나는 법」

주제 : 육친과의 사별과 일상적 삶의 진실

특징 : -세대 간의 삶을 일상적 시간의 세 차원과 

관련지어 드러내고 있다. 

-대화 내용을 삽입하고 있다. 

(다) 윤제림,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주제 : 친구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비애

특징 : -대화를 직접 화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산문적인 호흡을 구사하고 있다.

13. 작품의 종합적 감상 (EBS 인터넷수능) 정답 

③ 

  (가)는 화자가 이웃집 주인에게 모욕을 당한 이야

기와 장군에게 항거한 사건을 중심으로 굴욕적이고 

절망적인 삶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나)는 화자의 어린 시절의 일과 어머니의 임종을 

맞았던 일을 중심으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느끼는 

가족들과의 교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다)는 친구가 

죽어 영안실에 갔던 사건을 중심으로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① (가)는 한스럽고 서글픈 일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담담한 어조라고 볼 수는 없다. ② 자신을 

객관적인 대상으로 설정하여 삶의 애환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은 제시되지 않았다. 화자 자신들이 겪은 

일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④ 말을 건네는 방식은 (가)에 사용되고 있다. ⑤ 

공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되는 부분은 제시되지 않았

다. 

14. 시상 전개 방식의 이해 (EBS 인터넷수능) 정

답 ② 

  (나)는 어머니와 연결되는‘어제’와 아내와 연결

되는‘오늘’, 그리고 딸로 연결되는‘내일’이라는 

시간적 흐름을 제시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다)는 현재의 상황에 서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구

성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다)의 ‘사내아이’는 

죽은 친구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존재일 뿐 , 딱히 

미래를 준비하는 존재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

다. 

① 어머니의 삶은‘어제’, 아내의 삶은‘오늘’, 딸

의 삶은‘내일’과 관련되어 드러난다. ③ (나)에는 

과거에 어머니의 죽음을 맞던 상황이, (다)에는 현

재 친구의 죽음을 맞은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④ 

(나)와 (다)는 모두 현재 시점의 화자가 과거 어머

니와의 일, 친구와의 일을 떠올리고 있다. ⑤ 사내아

이를 보며 어린 시절의 친구를, 타일 벽을 보며 과

거의 고누판을 떠올리고 있다. 

15. 감상의 관점 적용 (EBS 인터넷수능) 정답 ① 

  <보기>에는 시인의 삶과 시인의 작품 세계, 그리

고 시의 핵심 구절에 대한 참고 설명이 제시되어 있

다. 이는 ( 가)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해 준다. 하지만 ( 가)에 당신을 위해 제사 

지내는 행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윤리, 도

덕, 법률이라는 것이‘칼과 황금’을 떠받드는 역할

을 하는 허무한 것일 뿐이라는 내용을 제사에 빗대

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② 시인은‘제사’와‘연

기’의 의미를 통해 윤리, 도덕, 법률이‘칼’과‘황

금’으로 상징되는 식민지 체제를 위해 봉사하는 도

구일 뿐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 술을 마실까’의 구절을 통해 시

인의 고뇌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④ 이 시가 

일제 강점기에 발표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 시에 

나타난 부정적인 상황은 당대의 현실을 반영했을 것

이라 짐작할 수 있다. ⑤‘당신’의 존재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나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인 시인의 일

생을 살펴보았을 때, 조국, 부처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당신’은 화자가 괴로울 때나 망설일 때 

보았던 존재이므로 화자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16. 시어 및 시구의 함축적 의미 (EBS 인터넷수

능) 정답 ④ 

  “짜식, 정말 치사한 놈이네!”라는 말은 어린 시

절에 딱지를 치다가 갑자기 집으로 가 버린 친구를 

향해‘나’가 내뱉은 말이다. 이 말을 현재의 상황

에서 떠올리게 되는 것은 과거의 친구가‘나’를 두

고 가 버렸을 때 느꼈던 아쉬움이나 원망이, 오늘날

‘나’를 두고 먼저 죽어 버린 친구를 아쉬워하고 

원망하면서 유사하게 겹쳐지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이 말을 친구가‘나’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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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이 글은 기업의 중요한 지적 자본

으로 대두되어 기업의 미래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로 인정받고 있는 기업 이

미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오늘날 기업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해졌음을 제시하

고,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기업의 경영 철학

을 담고 있는 기업 문화는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기업 이미지를 형성한다. 기업 이미지

는 광고뿐만 아니라 포장, 상표 이름, 

가격, 매장의 인테리어 등 여러 요소에 

의해 형성된다. 이 요소들을 통합적으

로 관리하지 못하면 기업 이미지를 고

객과 시장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실

패하기 쉽다. 현대 사회에서 기업 이미

지를 관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진 사

실을 환기하고 있는 글이다.

주제  기업 이미지의 통합적 관리의 중

요성

구성  1문단 : 기업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의 필요성    

      2문단 :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는 

기업 문화의 특성과 역할    

      3문단 : 기업 이미지의 대외적인 

소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건  

  

      4문단 : 기업 이미지를 확실하게 

인지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       

  5문단 : 기업 이미지의 통합적 관리

의 중요성

라고 해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주인’은 화자는 거지이고, 거지는 인격이 없고,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고, 그래서 화자를 도

와주지 않는 것이라고 조목조목 이유를 대며 고압적

으로 말하고 있다. ② 장군은 화자가 민적이 없다는 

점을 들먹이며, 민적이 없으니 인권이 없는 것이고, 

인권이 없는데 정조를 말할 수 없다고 조롱하며 능

욕하려고 한 것이다. ③ ㉢에서는‘나’가 묻고‘어

머니’가 답하였으나, ㉣에서는‘어머니’가 나에게

‘오늘이 내일이지’라고 묻고‘나’가 그에 대해 

답하고 있다. 이때 묻는 주체가‘학 한 마리’라고 

표현되기는 하지만, 시의 맥락으로 볼 때 어머니의 

베갯모에서 날아오르는 학은 어머니의 분신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의 화자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

다. ⑤ 친구는 이미 죽은 사람이므로 ㉥은 실제의 

소리가 아니라 환청에 해당한다.

[17-20]  '21세기 기업을 위한 디자인 키워드', 

조동성, 김보영

17. 적절한 어휘 선택 (2010 수능완성)   정답 

③

 '기업 문화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라는 문맥을 고려하

면 ⓒ의 '만들어진다'는 '형성(形成)된다'로 대체될 

수 있는 말이다. '형성(形成)'은 '어떤 형상을 이룬

다.'는 말이지만, '결정(決定)'은 '행동이나 태도를 분

명하게 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8. 사례 활용 (2010 수능완성) 정답 ⑤

㉠의 보완성은 상표 이미지를 매장의 인테리어로 보

완하는 것처럼 광고나 포장뿐만 아니라 상품 이름, 

상표의 개성과 이미지, 가격, 매장의 인테리어 등의 

소통 요소들이 일관된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서로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⑤이다. ⑤는 포장이 광

고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고가의 제품을 생산해 기업 이미지를 바꾼다는 

것인데, 이것은 보완성과 관련이 없다. ② 온라인 여

행사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③ 분홍색 병

을 사용해 기업 이미지를 형성한 사례이다. 보완과 

관련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④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것인데, 서비스에 대해서만 

언급해 소통 요소들 간의 보완과 관련이 없다.

19. 정확한 의미 활용 (2010 수능완성)   정답 

②

  <보기>의 A사는 천연 원료를 사용하고, 포장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고, 포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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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우리나라 모성 보호 제도의 현황과 개

선 방향 

해제 우리나라의 모성 보호 제도가 근로자 

자신과 사업주의 책임으로 인식되어 노동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지적

하며 모성 보호를 위한 사회적 차원의 재정

적 투자나 국민 재생산 활동에 대한 노력을 

촉구한 글이다. 글쓴이는 현상을 분석한 후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의식적 차원의 대책을 논리적으로 제

시하고 있다. 

짜임

 (가) : 모성 보호 제도의 취지 및 관련 법률

 (나) : 모성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 여건

 (다) : 사회적 차원의 모성 보호 고려

 (라) : 출산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 

 (마) : 모성 보호 비용의 사회화 및 의식 개

혁의 필요성

터나 광고지도 재활용지를 이용해 만들었다. 그리고 

직원들의 환경 보호 활동도 권장했다. 즉, 재료, 포

장, 포스터, 광고, 직원 등의 여러 소통 통로를 통합

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통일된 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한 것이다. 따라서, 고객과의 소통 통로를 단일

화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직원들의 적극적인 환경 보호 활동은 친환경적

인 기업 문화가 직원들의 구체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자연주의에 기초한 환

경적인 기업'은 A사의 기업 문화와 이미지를 단적으

로 나타내고 있는데, 둘째 문단에서 기업 문화에는 

경영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하고 있다. ④ A사는 여러 

수단들을 통해 일관되게 친환경 기업의 이미지를 쌓

아 왔다. ⑤ 첫째 문단에서 기업의 이미지는 기업에 

대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20. 내용 이해하기 (2010 수능완성) 정답 ⑤

판매하는 기업일수록 정체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을 

다양하게 생산할수록 기업의 이미지가 다양하게 변

화한다는 정보는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23] 박동명 '모성 보호 제도' 

21. 유사한 사례에의 적용 (EBS 인터넷수능) 정

답 ⑤

 인간의 이상·관념·주관·목표 등을 담고 있는 이

데올로기는 언어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더욱 확실하고 효율적이

다. 그런데 동아시아의 예술은 언어가 아니면서도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 그러므로 동아시

아 예술에 담긴 이데올로기는 언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동아시아에서 창작자는 예술을 통해 이데

올로기를 전달할 때 자신의 관념 속에 있는 이데올

로기를 언어를 매개로 하여 인식할 것이고, 감상자 

역시 작품 속에 담긴 이데올로기를 파악할 때 언어

를 매개로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① 동아시아 예술은 ‘예술을 위한 예술’로 향유되

지 않았고 ‘도덕을 위한 예술’을 지향했다. 이것

을 무용에 적용해 보면 춤사위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는 무용이 ‘예술을 위한 예술’이고 정교적 가치

를 드러내는 무용은‘도덕을 위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창작자가 그린 ‘매난국죽’이라는 아

이콘을 보고 감상자가 ‘군자의 절개’라는 코드를 

읽어 내는 것은 동아시아 예술에서 창작자와 감상자 

사이의 묵시적인 약속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③ 그림을 그리거나, 춤을 추거나, 악기를 연주하거

나, 글을 쓰는 모든 행위가 ‘사(寫)’에 해당하며, 

심미 주체의 정신세계, 이상, 지향을 드러내는 행위

가 ‘의(意)’에 해당한다. 동아시아 예술은 ‘사’

를 드러내는 방법(그림, 무용, 음악)은 다르지만, 이

러한 행위를 통해 ‘의’를 표현하고자 한다는 점에

서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2. 세부 정보에 대한 이해 (EBS 인터넷수능) 정

답 ④

 동아시아 예술은 심미 주체의 정신세계인 ‘의’를 

‘사’에 해당하는 행위로 표현하는 ‘사의’라는 

특성을 지닌다. ‘사의화’는 ‘아이콘’과 ‘코

드’라는 두 요소의 조합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여기서 ‘아이콘’은 ‘대상, 사물, 개별적 요소, 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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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형상적 정보, 시각적 형상’과 의미가 유사하며, 

‘코드’는 ‘정신세계, 의미, 메시지, 상징, 가치 

정보, 이데올로기, 의’와 의미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3.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EBS 인터넷수능) 

정답 ①

 ‘원리’는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라는 의미

와 ‘행위의 규범’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예

를 들어 ‘냉장고의 원리, 전기의원리’라고 할 때

는 전자의 의미로 쓰인 것이고, ‘민주주의의 원리, 

권력의 원리’라고 할 때는 후자의 의미로 쓰인 것

이다. ㉠에서 인간 세계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원

리’는 ‘행위의 규범’.이라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①의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되었다.

② 다시 나타냄.

③ 어떤 성질이나 뜻 따위를 속에 품음.

④ 일을 꾸려 나감.

⑤ 누리어 가짐.

[24-27] 윤대녕,「올빼미와의 대화」

 

[ 해제 ] 윤대녕의 소설집『누가 걸어간다』에 
실려 있는 작품이다. 이 글의‘나’는 세상의 일
들이 자기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고, 세상의 
중요한 일들에서 자신이 소외되어 있다는 무력감
으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그러던 중
‘나’는‘또 다른 자아’이며 ‘무의식적 자아
(과거의 나)’라고 할 수 있는 올빼미 사내와 소
통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
다.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인 ‘나’에게 무력감을 
안겨 준 현실의 모습을 비교적 상세히 제시하고 
있으며, 자신이 발 딛고 서야 할 곳이 현실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 주제 ] 자아 정체성의 혼란과 정체성 회복을 
위한 노력

나는 도시 생활에 환멸을 느껴 아내와 지방에 
있는 아파트에 산다. 아내가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친정에 가게 되어 나는 혼
자 며칠을 지낸다. 나는 아내가 없는 아파트에서 
혼자만의 자유를 누리며, 추억과 상념 속에 빠져
들거나 또는 억누르고 살았던 욕망을 살그머니 펼
쳐 보기도 한다. 그러나 아내의 부재로 인해 일상
의 균열이 생기고 세상에서 자신이 소외되어 있다
는 무력감에 빠진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새벽부터 
올빼미 사내로부터 전화가 오게 되고 그의 전화는 

밤이면 계속된다. 올빼미 사내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내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정확하
게 알고 있다. 올빼미 사내와의 계속된 대화를 통
해 나는 내 자신을 되돌아본다. 그러던 중 나는 
십 년 전에 사귀었던 옛 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
게 되고 그녀를 만나러 서울로 간다. 옛 애인과 
만났지만 금세 헤어진 나는 그날 새벽 올빼미 사
내로부터 또 전화를 받게 되고 그를 만나기 위해 
일산으로 향한다. 올빼미 사내가 있는 곳까지 왔
지만 올빼미 사내는 보지 못한다.

24. 서술상의 특징 파악 (수능완성) 정답 ①

‘나’의 무의식적인 자아인‘올빼미 사내’의 대사

를 통해 인물의 내면 의식을 주로 서술하고 있다. 

특히 올빼미 사내의 대사에는 자아 정체성의 혼란 

이유와 회복 가능성이 표현되고 있다.

②와 ⑤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은 보이지 않는다.

④ 일관되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25. 소재의 역할 파악 (수능완성) 정답 ⑤

올빼미 사내의 넷째 대사 중“그렇지 않더라도 자네

는 언젠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 비록 

원하지 않더라도 온갖 갈등이 존재하는 곳이 결국 

자네가 머물 곳이니까.”라는 부분에서 도시가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는 곳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올

빼미 사내의 셋째 대사 중“그래서 어느 날 자네는 

이 도시를 떠난 건지도 몰라. 나도 그렇게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싶군.”을 통해‘나’가 잠시나마 갈

등이 가득한 도시를 떠나 휴식을 찾고자‘지방에 있

는 아파트’에 갔음을 알 수 있다.

①, ② ㉠과 ㉡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은

‘나’가 아내의 부재로 일상의 균열을 경험하는 공

간이 맞지만, ㉡은‘나’가 일상의 평온함을 경험하

는 공간이 아니다. ④ ㉠이 희망과 꿈이 존재하는 

공간은 아니다.

2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수능완성) 정답 

②

<보기>에서 올빼미 사내가‘무의식’을 상징하며

‘숨겨진 나’임을 알 수 있다. [A]에서‘나’는

‘올빼미 사내’의 존재를 확인하고 집요하게 문을 

두드리는 행동을 통해‘그’를 만나기 위한 욕망을 

드러낸다. 그러나‘견고하게 닫혀 있는 밤의 문’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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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올

빼미사내’가‘나’의 등 뒤에 있겠다고 말한 부분

이나 서로 만나는 순간 서로에게 흡수되거나 둘 중

의 하나는 소멸하게 돼 있다는 부분에서 짐작할 수 

있다.

① 문을 두드린 행동이‘무의식적 자아’의 존재 가

치를 증명하고자 노력하는‘나’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③‘나’가‘무의식적 자아’의 실체를 밝

힐 수 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④‘나’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무의식적 

자아’와 교류를 원한 것은 아니다. ⑤‘나’의 행

동은‘무의식적 자아’를 통해 현실에 적응하기 위

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이 아니라‘무의식적 자

아’와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다.

27. 인물의 심리와 정서 추리  (수능완성) 정답 

③

올빼미 사내의 여섯째 대사 중“진심을 가지고 대화

할 사람이 없다고 너무 투덜거리지 마. 그렇다면 자

신을 붙잡고 계속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과도 쉽게 말이 통하

게 돼 있어. 그리고 또한 나무와 물고기와 동물들과 

대화하는 것도 멈추지 마. 그들은 언어 이전의 언어

로 얘기하니까 모름지기 들어 둘 게 많아.”라고

‘나’에게 말하는 부분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글의 올빼미 사내는‘나’에게 <보기>의 ᄂ과 

같이‘자신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 보라’는 조언

과 ᄃ과 같이‘자연과 교감을 나누며 주위에 관심을 

가져 보라’는 조언을 할 수 있다. 제시된 지문에서 

올빼미 사내는‘나’의 무의식적 자아로서 소통의 

부재에 빠진‘나’에게 자기 자신이나 자연과의 소

통을 강조한다. ᄀ과 ᄅ에 대한 내용은 강조하지 않

았다.

[28-31] 과학

28. 중심 화제 파악 (수능완성) 정답 ⑤

(마)는 인공 와우의 시술 대상자가 되기 위한 조건

과 시술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시술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인 공 와우의 시술 

대상자는 보청기 등 청각 보조 기구 착용으로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고도 난청자이어야 

하며 시술 효과는 청력을 정상 범위까지는 복원시킬 

수 없으나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수준에 해당하는 

경도 난청 범위 

(25~40dB)까지는 가청 역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했다.

① (가)는 인공 와우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즉,인

공 와우는 신경 기능 장애에 의한 청력 손실을 회복

하기 위해 개발된 장치라는 것이다. ② (나)는 인공 

와우의 구조를 체외부와 체내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③ (다)는 인공 와우가 어떻게 작용하여 청신

경을 자극하고 청력을 회복하는지 그 원리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④ (라)는 생체에 장기간 이식되는 

인공 와우의 특성을 고려한 제작상의 유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9.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수능완성) 정답 ③

(다)를 보면 체외부의 발신기는 부호화된 자극 신호

를 피부를 통해 체내부의 수신기로 전달한다고 했

다. 따라서 전선을 통해 부호화된 자극 신호를 체내

부의 수신기로 전달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다)를 보면 ‘마이크로폰’에서 외부의 소리가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고 했다. ②(다)를 보면‘어음

처리기’에서는 전기 신호를 입력받아 증폭, 여과 

등의 처리 과정을 거쳐 부호화된 자극 신호를 생성

한다고 했다. ④ (다)를 보면 ‘내부 자극 회로’는 

부호화되어 수신된 자극 신호를 해석하여 전기 에너

지를 생성한다고 했다. ⑤(다)를 보면‘ 내부 자극 

회로’에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여‘전극’에 전달

하면 이에 자극을 받은 전극은 다시 청신경을 자극

하게 된다고 했다.

30.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수능완성) 정답 ③

(마)를 보면 인공 와우는 난청자의 청력을 정상 범

위 내로 복원시킬 수는 없으며 작 은 목소리로 대화

하는 수준에 해당하는 25~40dB까지는 가청 역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인공 와우를 적기

에 시술할 경우 청력을 정상 범위까지 회복할 수 있

다는 학생의 발표 내용은 이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다.

① (가)를 보면 인공와우는 와우(달팽이관) 내 유모 

세포의 손상으로 상실된 와우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

해 개발된 장치라고 했다. ② (라)를 보면 인 공 와

우는 생체 내 장 기간 이식을 고려하여 생체 호환적

인 물질을 사용하여 생체 저항을 덜 받도록 제작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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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했다. ④ (마)를보면 아동의 경우 2세 전후에 

고도 난청을 가질 경우 인공 와우 이식의 시술 대상

이 될 수 있으며 유아기에 듣지 못하면 과거에는 말

도 배우지 못했으나 이제는 빨리 발견하여 인공 와

우를 이식하면 청력을 상당 수준 회복할 수 있게 되

었다고 했다. ⑤ (마)를 보면 인공 와우의 시술 대

상자는 보청기 등 청각 보조 기구 착용으로도 큰 효

과를 보지 못하는 고도 난청자이어야 한다고 했다.

31.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수능완성) 정답 ①

ⓐ는 문맥상‘어떤 일을 얻어 가지다’의뜻을 지니

고 있다 ① 역시 문맥상 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②‘상대편의 형편 따위를 헤아리다’의 의미를 지

니고 있다. ③‘어떤 결과나 관계를 맺기에 이르

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④‘어떤 관계의 사람

을 얻거나 맞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⑤‘기회, 

때,시기 따위를 살피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32-36] 시가복합

32. 작품 간의 공통점·차이점 (EBS 인터넷수능) 

정답 ②

(가)는 불안한 마음이긴 하지만 현실의 답답함을 뚫

고 이상을 찾아 떠나는 젊은이의 심정을, (나)는 편

리함에 길들어져 가는 현대인을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각을, (다)는 공무를 수행하느라 부산항을 출발하

여 일본으로 떠나는 심정을 담아내고 있다. (가)는

‘항구─ᄂ들’,‘ 돌아다보는’ 등의 시어를 통해 

떠남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고 그에 대한 화자의 정

서를 드러내고 있다. (다)는 첫 구절부터 배를 타고 

출발하는 장면을 제시함으로써 떠남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고, 거기에 따른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

다. 그러므로 (가)와 (다)는 떠남의 상황에서 화자

가 느끼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

다.

33. 발상 및 표현상의 특징 (EBS 인터넷수능) 정

답 ⑤

[A]에서는‘나두야 간다’를 의도적인 띄어쓰기를 

통해‘나 두 야 간다’로 표현함으로써, 견뎌 보려

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나’도 떠나야만 한다는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B]에서는 일상적인 문

장을 조각조각 끊고, 각 부분마다 의도적으로 쉼표

를 붙이고, 조각마다 시행을 바꾸어 제시함으로써 

난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겪게 될 당혹감을 효과적으

로 전달하고 있다. 즉, 두 부분 모두 일반적인 언어 

사용과는 다른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34. 시적 화자의 태도 및 정서 (EBS 인터넷수능) 

정답 ①

(가)의 화자는‘젊은 나이’라는 시어를 통해 드러

나고 있다. 독자들은 이 시어를 통해 이 땅의 순수

하고 혈기 넘치는 젊은 청년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

만 화자가 처한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그것은 그

가‘눈물로야 보낼 거냐’라고 말하는 데서 드러나

듯이, 화자가 꿈꾸는 삶이 현재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현재 그저 눈물만 흘리며 삶을 보내고 

있다. 즉, 화자는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있

다. 하지만 3연의 내용을 통해 미래에 대해서도 불

안한 마음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5. 시상 전개 방식의 이해 (EBS 인터넷수능) 정

답 ④

<보기>에는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보조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보기>의 구분과 관련지어 작품의 

시상을 짚어 보도록 한다. (나)의 전반부인 ᄀ에서

는 현대 사회가 자동문 세상임을 제시하고 있고, 중

간 부분인 ᄂ에서는 그런 자동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시

상 전개는 후반부인 ᄃ에 이르러 편리함에만 길들어

져 살아가다 보니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대

응하지 못한 채 나약하게 변해 버린 현대인의 모습

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ᄀ의 상황이 ᄂ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ᄃ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제시하

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ᄃ과 같이 되는 것을 경계

하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ᄀ과 ᄂ이 ᄃ

에 비해 구별되는 속도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속도감이 약화되어 시상 전개가 차분해진

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36.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EBS 인터넷수능) 정

답 ②

부산항에서 멀어지는 장면은 배가 항구에서 점점 멀

어지고 있음이 사실감 넘치게 묘사되어 있다. 그러

나 이 부분에서는 통신사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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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아니라‘고국을 돌아보니 야색이 창망하

여 아무것도 아니 뵈고’를 통해 밤이 주는 분위기

와 관련하여 조국의 운명과 현실이 그리 밝지 못함

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7-40] 언어

37. 논지 전개 과정의 파악 (EBS 인터넷수능) 정

답 ③

 (다)에서는 소위 ‘이중주어구문’이라고 불리는 

문장들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단지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을 뿐이

다.

38.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EBS 인터넷수능) 정

답 ④

 <보기>에 제시된 문장은 (라)에서 설명한 내용들 

중 ‘대소 관계 유형’에 속하는 문장이다. (라)의 

설명에 따르면, ᄀ에서 ‘크다’의 주어는 ‘손이’

이며 ‘영수가’는 기저에서 ‘영수의’였는데, 

‘손’이 ‘영수’의 손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의’를 ‘가’로 바꾼 것이고, 이때의 ‘가’는 

주제나 초점을 나타내는 보조사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손이’의 ‘이’를 주제나 초점을 나타

내는 보조사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

다.

⑤ 이중 주어 구문에 대해서 두 번째 명사구와 서술

어가 서술절을 형성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가)의 내용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39. 사례 및 그 해석의 적절성 판단 (EBS 인터넷

수능) 정답 ①

 ‘수량어 유형’은 수량어를 포함한 두 개의 명사

구에 ‘이/가’가 붙은 경우라는 설명으로 미루어, 

①과 ④의 예문이 수량어 유형에 해당함을 알 수 있

다. 또한 이 경우 수량어에 ‘이/가’가 결합된 부

분은 주어가 아니라 주어를 보충하기 위해서 붙인 

부가어에 불과하다는 설명으로 미루어 수량어에 

‘이/가’가 결합된 ‘두 개가’를 부가어로 본 ①

의 해석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②‘사과를 두 개나 먹었다.’라는 문장은 이중 주

어 구문이 아니므로 예문으로 제시할 수 없다. 그리

고 이 문장의 ‘나’는 ‘가’가 변형된 것이라는 

설명도 그 자체로 틀린 것이다. ③ 대소 관계 유형

에 속하는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④‘사과가’는 

주어인데, 여기에 붙은 ‘가’를 보조사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⑤ 부사어 대치 유형에 

속하는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⑤ 이중 주어 구문에 

대해서 두 번째 명사구와 서술어가 서술절을 형성하

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가)의 내용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40. 보충 설명의 적절성 판단 (EBS 인터넷수능) 

정답 ①

㉡은 ‘외투가 때가 묻었다.’라는 문장의 기저 구

조가 ‘외투에 때가 묻었다.’였다는 설명을 제시한 

부분이다. 즉, 이 문장의 주어는 ‘때가’뿐이며 

‘외투가’는 ‘외투에’였던 것이 강조를 위해 변

화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내용을 보강하려면, 

왜 ‘묻었다’의주어가 ‘때가’뿐이고‘외투가’는 

그것의 주어가 될 수 없는지를 분명히 보여 줄 필요

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이 

‘때가 묻었다.’라는 문장은 자연스럽게 성립하고 

‘외투가 묻었다.’라는 문장은 비문법적임을 보여 

주는 ①이다.

④‘외투에 묻었다.’라는 문장이 부자연스러운 것

은 주어가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진술

은 주어를 생략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예를 설명하

기에 적절하다. ⑤‘때가’의서술어는 ‘묻었다’로 

명확하게 드러난다. ‘외투가’의 서술어가 불명확

함을 지적하는 것이 적절하다.

[41-43] 인문

41. 논지 전개 방식 서술방식의 이해 (수능완성) 

정답 ②

 개념사에서는 개념을 연구 대상으로 하면서, 역사

가가 무엇을 어떠한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야기하는

지에 주목한다. 이 글은 개념사가 개념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에 대해 ‘개념은 실재의 지표이자 요

소’라는 코젤렉의 말을 들어 잘 설명하고 있다. 이 

말에서 개념은 실재를 반영하는 거울이므로, 개념이 

역사 속의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는 

토대가 됨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근대화’라는 개

념이 실제로 근대화를 추진하는 동인이 되었다는 예

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념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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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을 형성하여 실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

기도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념은 사회가 추구

했던 목표, 혹은 그 사회가 현재 추구하는 목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2. 반응의 적절성 평가 (수능완성) 정답 ⑤

이 글은 개념사의 연구 대상, 개념사에서 개념을 바

라보는 관점, 개념사에서 개념을 연구하는 방법 등

을 소개하고 있다. <보기>는 ‘의리’와 ‘예’와 

같은, 조선시대에는 주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였던 

개념들이 오늘날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개념사의 입장에서는 ‘의리’와 ‘예’

의 개념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 개념들을 둘러싸

고 어떠한 논의와 논쟁이 벌어져 왔는지 주목할 것

이다. 개념사에서는 조선 시대의 ‘의리’와 ‘예’

의 개념을 오늘날 ‘의리’와 ‘예’의 개념을 의미 

있게 소통시키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근대 역

사학에서처럼 ‘단 하나의 올바른 묘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개념에 축적되어 있는 중층적인 

의미 구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그 목적이

다. 

① 개념사는 개념에 대한 정의와 해석의 차이에 주

목하므로 ‘의리’와 ‘예’의 개념이 조선 시대와 

오늘날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할 것이다. ② 

개념사의 관점에서 개념은 다양한 주체에 의해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논쟁과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기>에 의하면, 조선 시대에 사용된 

‘의리’와 ‘예’의 개념 역시 많은 논쟁을 불러일

으켰음을 알 수 있다. ③ 개념사에 따르면, ‘역사 

행위자’들이 사용하는 개념은 여러 의미가 포개어

진 층을 이룬다. ‘의리’와 ‘예’의 개념 역시 정

치적 사건과 사회적 변화에 직접 관련되어 있거나 

그것을 기록, 해석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사용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미의 층을 쌓아 오게 된다. 

④ 코젤렉에 따르면 ‘개념은 실재의 지표이자 요

소’이다. 이 말은 ‘의리’와 ‘예’와 같은 개념

들이 실재를 반영하는 거울인 동시에 정치 사회적 

사건과 변화를 일으키는 실제적 요소라는 의미이다.

 

43. 중심 화제 파악 (수능완성) 정답 ②

  이 글은 어째서 개념사가 출현하게 되었는지, 개

념사에는 개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개념사는 개념

을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하는지 그리고 개념사는 어

떤 의의를 지니는지 설명하고 있다.

[44-47] 고전산문 신착,「용문몽유록」

[ 해제 ] 조선 후기에 신착이 지은 한문 소설로
서 전반부는 화림의 선비들이 월연의 모임에 참여
하여 들은 황석 제공의 이야기를 황계자에게 들려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곧 화림 선비들의 입을 
통해 황석 제공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처럼 문학적 
장치를 함으로써, 몽유 공간이란 액자 속의 액자
라는 이중적 서사 구조를 창안하였다. 반면 후반
부는 주로 황계자와 박숙선이 고을의 시사(時事)
에 대해 서로 대화를 주고 받는 문답법을 활용하
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작품은 전란을 맞
이한 장수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면서 그 뒤
처리를 담당한 위정자들의 자세에 대한 비판까지 
겸하고 있다. 다만, 구성면에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상호 연관성을 가지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
다.

[ 주제 ] 황석산성 전투를 통해 드러난 지배계
층의 무능력 비판

황계자가 그 누이를 만나러 가다가 용문암이라
는 곳에서 하루를 묵게 된다. 그때 꿈을 꾸게 되
는데 꿈속에서 화림의 선비들을 만난다. 그들은 
정유재란 때 황석산성 전투를 치르면서 죽은 황석
제공의 이야기를 황계자에게 들려준다. 황석 제공
은 곽준과 두 아들, 유세홍과 두 아들, 조종도, 정
언남 등이다. 황석 제공은 서로 각자의 억울한 심
회를 호소하고, 세상에서 자신들의 죽음을 헛된 
죽음이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울분을 토로한다. 
또한 황석산성 전투에서 태수 곽준의 지휘로 산성
을 잘 지켜 나갔으나 왜적의 침공에 두려움을 느
껴 그의 가족을 이끌고 도망을 가면서 성문을 열
어 성안의 많은 장수와 백성을 죽게 만든 백사림
에 대해 맹렬히 규탄한다. 후세의 사람들이 백사
림의 행적을 질책하지 않음을 잘못이라고 지적한
다. 해가 저물어 화림의 선비들이 돌아가려고 하
자, 유세홍의 아들인 유강이 황계자와의 인연을 
이야기하며 황계자에게 자신의 집안을 다시 일으
켜 세워 줄 것을 부탁하는 시 한 수를 지어서 황
계자에게 전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전반부의 이야
기가 끝난 뒤 후반부에는 고려 말기의 박숙선이라
는 사람이 나타나 자신의 처지와 함께 산수경치에 
대하여 토론을 하게 된다. 대부분 황계자의 시를 
칭찬하고, 그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박숙선은 황계자를 위한 축수와 이에 
대한 답례로 한 구절의 시를 남기고 황계자는 꿈
을 깬다.

44. 창작 과정의 추리 (수능완성) 정답 ⑤

10



Ⅱ. 수리 - 2013 수능 수리(나) 정선 모의고사 3회-풀이 • 307

<보기>와 이 글의 내용에 따르면 자신의 직분을 버

리고 목숨을 구하고자 성문을 열고 도망친 백사림에 

대해 조정과 사람들은 그를 의사(義士)라고 찬양하

였고, 오히려 끝까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

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소설

은 황석산성 전투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하지 못하

는 현실과 지배 계층의 무능력을 비판하고자 한 작

품이다.

① 양반들의 활약상을 보여 주려는 의도로 창작된 

작품은 아니다. ② 전쟁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묘사

하였으나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은 아

니다. ③ 전쟁 중에 비참하게 죽은 이들의 행적을 

미화하여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고자 한 의도

는 보이지 않는다. ④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다양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5. 서사 구조의 관점 파악 (수능완성) 정답 ⑤

<보기>에서 이야기I은 현실로서 황계자가 꿈 속 이

야기로 들어가기 전 상황이다. 막내 누이를 보러 가

는 도중 용문에서 며칠을 묵은 이야기이다. 이야기

Ⅱ는 꿈속 이야기로 꿈 속에서 황계자가 호랑나비의 

인도로 화림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이야

기이다. 이야기Ⅲ은 정유재란 때 억울하게 죽은 조

종도, 곽준, 유세홍 등 황석 제공의 이야기이다. 특

히 소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Ⅲ은 

화림 사람들을 통해 전달되는독특한구조를형성하고

있는점이주목할만하다.

① 이야기Ⅱ의 화림 사람들은 갈등을 보이지 않는

다. ② 이야기Ⅲ에 여러 명의 인물들이 나와 자신들

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다. ③ 이야기Ⅲ이 이야

기Ⅱ보다 시간상 앞선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④ 이

야기Ⅲ에는 사건에 대한 작가의 비평이 보이지 않는

다.

46. 인물의 심리와 정서 추리 (수능완성) 정답 ①

[A]는 곽준의 시로서 두 아들을 잃은 슬픔과 원통

함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비분강개(悲憤慷慨): 

슬프고 분한 느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음’이 적

절하다.

② 백척간두(百尺竿頭): 매우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

에 처하다. ③ 망양지탄(望洋之嘆): 자신의 미흡함을 

탄식하다. ④ 방약무인(傍..無人):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다. ⑤ 

구밀복검(口蜜腹劍): 말은 정답게 하나 속으로는 해

칠 생각이 있다.

47. 말하기의 특징 파악 (수능완성) 정답 ①

[B]에서는‘백만의 기세등등한 왜구가 고립된 성의 

수백 군졸을 죽였으니, 이는 태산이 새알을 짓누른 

것이요, 천둥과 번개가 썩은 나무에 벼락친 것과 같

았다오.’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② 현학적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③ 연군지정(..君

之情)의 마음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④ 설의적 표현

은 나타나지만 지도자의 자책감과는 거리가 멀다. 

⑤ 자신들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기는 하나 점층적 

표현을 쓴 것은 아니다.

[48-50] 기술

48. 논지 전개 방식의 이해 (수능완성) 정답 ①

이 글에서는 첫째 문단에서 대기 오염 물질과 함께 

악취 성분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실내 공기를 

빨아들여 냄새를 없앤 후 이것을 다시 실내로 되돌

리는 방법이 있으나 이것으로는 악취를 완전히 제거

하기 어렵기 때문에 둘째 문단에서는 오존의 발생기 

산소를 이용하거나 플라즈마에 의해 생성된 반응성 

라디칼을 이용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악취 물질의 제거 효과가 커도 필요 이상

의 오존이 발생하고 이에 비례하여 유해한 물질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셋째 문단

에서 발생기 산소나 반응성 라디칼을 이용하는 방법

을 대신하여 자외선-광전자 효과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의 문제를 없애면서도 효과적으로 악취와 각종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글

은 제기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③ 이 글에서는 사례나 반론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실험 결과의 장단점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

니라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지도 않다. ⑤ 여러 

가지 실험 결과에 대한 언급이 없다.

49. 반응의 적절성 평가 (수능완성) 정답 ②

둘째 문단에서 발생기 산소나 반응성 라디칼을 발생

시키기 위한 기존의 기술은 일반적으로 고전압 고주

파 방전을 이용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발생기 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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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 반응성 라디칼을 이용하는 방법 모두 고전압 

발생부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셋째 문

단을 통해 볼 때, 고전압 발생부가 필요치 않은 것

은 자외선-광전자 효과를 이용한 방법이다.

① 셋째 문단에서‘오존의 발생을 자연적인 상태인 

0.05ppm 미만으로 조절하여 배출함으로써 안전하

게 각종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는 표현을 통

해 0.05ppm 미만의 오존이 발생한다면 인체에는 

큰 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③ 둘째 문단에서 발생

기 산소나 반응성 라디칼을 이용하는 방법은 실내 

공기 정화 시스템 내에서 여과 또는 흡착되도록 만

들므로 악취 물질의 제거 효과가 크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실내 공기 정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④ 셋째 문단에서 자외선-광전자 효과를 이용

하면 실내의 각종 오염 물질뿐만 아니라 악취를 효

과적으로 제거하면서 오존의 발생을 0.05ppm 미만

으로 조절하여 배출함으로써 안전하게 각종 오염 물

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안정성

도 확보하면서 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첫째 문단에서 건물 벽이나 

가구 등의 표면에 부착된 악취 위에 악취가 다시 부

착되어 퇴적됨으로써 낡은 건물에서 찌든 냄새를 형

성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낡은 식당 등에서 

찌든 냄새가 났던 것은 각종 오염 물질이 벽이나 가

구 등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50.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수능완성) 정답 ⑤

E에는 음이온의 성격을 띤 오염 물질이 모아지게 

된다. 따라서 양이온과 음이온 성격의 오염 물질이 

각각 모인다고 한 것은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①~④는 넷째 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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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자료 제작 필요성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영역별 만점자 비율이 1%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 EBS 교
재·강의와의 연계율도 70% 수준이 되게 하는 등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
러한 환경 속에서 특히 상위권 학생들은 한두 문제가 등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4점짜리 고난
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매년 입시에서 수시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심층면접이나 구술면접을 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한 두 사람의 노력으로는 힘들고 수학과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수능 고난도 문제 개발과 구술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교재와 문항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Ⅱ.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리 나형) 
분석

  가. 단원별 문항 수 및 배점

구분 단원 문항 수 배점 배점 합

수학 Ⅰ

행렬과 그래프 3 10

50
지수로그 함수 5 17

수열 4 13
수열의 극한 3 10

미적분과 통계 기본

함수의 극한과 연속 3 10

50
미분법 3 10
적분법 3 10

확률과 통계 6 20

  나. EBS 교재와 연관된 문항과 그 활용

연계 
유형

개념원리 
활용

자료상황 
활용

문항 축소, 확대, 변형 계

문항 수 7 9 5 21

비율(%) 23.3% 30% 16.7%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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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EBS 연계 문항은 기본 유형 문항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교재에서도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EBS 교재는 기본유형 연습으로 활용한다.

  ② 2012년 수능에서 정답률 하위문항 5문항 중 4문항이, 2013년 6월 모의평가에서 정답률 
하위문항 4문항 중 3문항이 EBS 비 연계 문항들이었다. 

     따라서 EBS 연계는 중하위권에만 의미가 있고 상위권 학생에게는 부족하다.

  ③ 상위권의 약점을 보완해 주고 고난도 문항 해결을 위한 문항 개발이 꼭 필요하다.

 Ⅲ.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상

  ● 최근 문항들이 각 단원 골고루 출제 되고 있다.
  ● 기본적인 개념 확인 문제와 조건을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이해문제가 출제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 만점자 1%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계속적으로 문제가 쉽게 출제 될 것이라는 

예측은 위험함. 등급을 결정하는 1,2 문항의 고난도 문제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Ⅳ. 본 모의고사의 특
징

  가. 등급을 결정하는 고난도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 상위권 학생들의 실력을 점검하는데 용이하다.
   ● EBS 뿐만이 아니라 각종 교재의 고난도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 한 문제 한 문제 분석하여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와 교과 내용을 학습한다.

  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다.
  6회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고, 풀이를 통해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다.
    
  다. 전 단원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 단원의 고난도 문제가 골고루 수록되어 있어 수능 전 전 단원을 학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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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1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가. 취약 단원을 집중 공략 한다.
   ●  본인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단원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해 본다.
   ● 리스트를 기준으로 집중적으로 취약 단원을 공부 한다.

  나. 고난도 신 유형문제를 집중적으로 공약 한다.
   ● 고난도 문제는 단원 통합형 이거나 응용이 심화된 경우이므로 기본에서 절대 크게 벗

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시험에서 먼저 쉬운 문제를 풀어 문제해결 시간을 확보한 뒤 다양한 문제해결전략을 

적용한다.
   ● 눈으로 풀리는 문제는 생략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면서 푸는 것

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된다.
   ● 실생활 응용이나 수학 외적 관련성 문항은 그림을 그려 보거나 상황을 단순화 시켜 해결

하도록 노력해 본다.
   ● 문제 풀이의 양에만 집착하지 말고 한 문제라도 정확히 알아가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2012. 09.

현대청운고 수학교사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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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수능 수리(나) 
정선 모의고사 1회

1

1. 이차정사각행렬   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는 단위행렬,는 영행렬이다.)

 ㄱ.    이면

         이다.  

 ㄴ.     이면 

         이다.

 ㄷ.      이면

      이다.

[ 보  기 ]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ㄷ      ⑤ ㄱ, ㄴ, ㄷ

2. 행렬    
 

과 직선    위의 점 에 대하

여     



 가 성립할 때, 의 값을 구하면? (단,

는 상수이다.) 

  ① 0     ② 1     ③ 2     ④ 3     ⑤ 4

3.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면? (단,  는 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이다.)

  

(가) log   log
(나) log   log

  ① 14    ② 16    ③ 18    ④ 20    ⑤ 22

4. 부등식 log ≤ log log를 만

족시키는 영영에 포함된 점들 중에서   좌표가 모두 정수

인 점의 개수를 구하면?

  ① 4                ② 6                ③ 8

  ④ 10               ⑤ 12

5. 좌표평면 위의 점 가   loglog 의 그래프 위

에서 움직일 때, 함수     의 값을 최소

로 하는 의 값은?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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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수열 이

 

 












⋯







  

   ⋯

을 만족시킬 때, 일반항 을 찾아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단,  는 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이다.)

(1)  
















 




      






 













 


 

(2)  일 때     이라고 가정하

면,

      일 때

   



가








⋯










       



가


 





⋯









       



가


 








       

 



나








⋯










     



나


 





⋯









     



나


 








     

   이 성립한다.

 따라서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이다.

 그러므로  
 






 (다) 이다.

위 증명의 (가), (나)에 알맞은 식을 각각  라 하고, 

(다)에 알맞은 값을 라 할 때, ×


 의 값은?

   ① ×


    ② 


×


   ③ 


×



   ④ 
×


    ⑤ 
×


7. 자연수 에 대하여 함수  


 의 그래프가 함수 

   의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이라 할 때,  

lim
→∞







  의 값은? (단,  는 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

수이다.)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8.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 인 정삼각형  가 있다. 

점 에서 선분 에 내린 수선의 발을  이라 하고, 점 

에서 선분 에 내린 수선의 발을  라 하자. 또, 점 

 에서 선분 에 내린 수선의 발을  이라 하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점 에서 선분 

 에 내린 수선의 발을  이라 하고,  에서 선

분  에 내린 수선의 발을  라 하자. 또, 점  

에서 선분  에 내린 수선의 발을  이라 하자. 선분 

 의 길이를  이라 할 때, lim
→∞

 의 값은?

   ① 


   ②     ③     ④ 


   ⑤ 

9. 함수    에 대하여

lim
→∞


 




 의 값을 구하면?

   ① 10     ② 20     ③ 30     ④ 40     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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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길이가  인 선분  위의 점  가 매초 의 일

정한 속도로 점 에서 출발하여 점 로 움직이고 있다. 그

림과 같이 선분  를 지름으로 하는 원에서 두 선분 

  를 각각 지름으로 하는 두 원을 제외한 부분의 넓

이를  라 하자. 점  가 점  를 출발한 후 2초가 되는 

순간의 넓이  의 변화율을 초 라 할 때,  의 

값을 구하면?

   ① 2      ② 4      ③ 6      ④ 8      ⑤ 10

11. 함수     이 있다. 그림과 같이 2 이상의 

자연수 에 대하여 닫힌구간  을 등분한 후 양 끝점과 

각 분점을 차례로     ⋯   이

라 하고, 세 점 

    을 꼭짓점으

로 하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라 하자.

 (단,      ⋯)

 




 라 할 때, 
 

∞

   를 만족

하는 상수의 값은?

    ①     ②     ③     ④     ⑤


12.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 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1 라

디안인 부채꼴 의 둘레를 따라 점  가  점  에서 

출발하여   점 를 거쳐 점  까지 가는데 3초가 걸렸다. 

점  의 속력은   선분  위에서는 속력이 시간에 정비

례하고 호  위에서는   점  에 도착했을 때 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일정할 때, 점   가 점  에서 점  까지 가

는 데 걸린 시간은 몇 초인가? (단, 점  는 한 번 지난 곳

을 다시 지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

13. 수열 이

  ⋯  




을 만족시킬 때, 
 

∞




 의 값을 구하면?

    ① 


    ② 


    ③ 


    ④ 


    ⑤ 



14.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

가 1인 정사각형 6개를 붙여놓은 

도형이 있다. 12개의 꼭짓점 중에

서 임의로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무리수인 것의 개수를 구

하여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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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30     ② 32     ③ 34     ④ 36     ⑤ 38

15. 오른쪽 그림은 삼차함수   

의 도함수    ′ 의 그래프이

다.   일 때, 에 대한 방

정식    이 서로 다

른 양근 2개와 음근 1개를 갖기 위

한 실수 의 값의 범위를 구하면?

   ①                ②    

   ③                 ④     

   ⑤   

16. 구간  에서 정의된 확률변수 에 대하여

≤ 




 일 때,  의 평균은 


이

다. 자연수 의 값을 구하시오.

17. 자연수  에 대하여

    ⋅  
⋅  ⋯  ⋅ 이라 

할 때,  
 

∞




의 값을 구하시오.

18.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각형에서 이웃하

지 않는 세 개의 꼭짓점을 이어 두 개의 정삼각형을 만들고 

그 외부를 색칠하여 얻은 그림을 이라 하자.  에서 두 

정삼각형의 변의 교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정육각형에서 위와 

같은 시행을 하여 얻은 도형을 라 하자. 이와 같은 시행

을 계속하여 번째 시행에서 얻은 그림 의 색칠된 부분

의 넓이를 이라 할 때, lim
→∞
 의 값을 구하시오. 

19. 이차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

 (1)     
 (2)        

이 때, 방정식 ∘  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

시오.

20. 연속함수 에 대하여 방정식   가 0보다 크고 1

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다고 한다.

  log    log 


를 만족하는 값의 범위

가  일 때, 


의 값을 구하시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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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수능 수리(나) 
정선 모의고사 1회 풀이 

1

1. [EBS : 핼렬의 참 거짓 판정]

  ㄱ.    이면

            

      (참)

  ㄴ.    
  

  
  

         이므로     에서

                  

         따라서 

                 

         (참)

  ㄷ.     를 이용하면

       
 

 




       같은 방법으로 하면,    이므로

       따라서    이다.

       (참) 

정답 ⑤

2. [EBS : 핼렬과 연립방정식]

     
   



    에서   

     
   



     



 

     
   



       ⋯(1)

  점 가  직선    위의 점이므로

    이다. 그러므로 (1)이       이 아닌 

해를  갖는다. 

    에서   를 (1)에 대입하면

      이것과  에서    

  따라서 =1                             정답 ②

3. [EBS : 로그의 지표와 가수]

   은 두 자리 자연수이므로

   ≤   log  log   
   ≤   따라서 ≤ 

   또 

    log   log 에서 log   이므로

    ≤ 

    ≤ 

     ≤ 

    따라서   ≤  이다.

    자연수 의 개수는     

정답 ③

4. [EBS : 로그부등식]

   log ≤ log log 에서

   진수조건에 의하여   ,    

   log ≤ log log를 풀면

   ≤

   좌표평면에 영역을 그리면

     일때    
     일때      
     일때     
   이므로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의 개수는 10 이다.

정답 ④

5. [EBS : 지수와 로그함수]

  진수 조건에서  

    

       

log



lo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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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호는  

log



 log



 일 때 성립한다.

      즉 


 log 에서  





정답 ①

6. [EBS : 수학적귀납법]

     일 때     이라고 가정하면,

      일 때

   












⋯










       






 





⋯









       






 







       

  












⋯










      






 





⋯









      






 







      

   이 성립한다.

 따라서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이다.

 그러므로  
 












⋯




 

                     



×


 따라서         


×



     이므로

       ∴×


  
×


정답 ④

7. [EBS : 수열의 극한]

    자연수 에 대하여   이면 ≤  

    이므로

    ≤  또는 ≤ 

   따라서    와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  

  따라서  lim
→∞








 lim
→∞








 

정답 ④

8. [EBS : 수열의 극한]

   tan




 이므로  



   따라서   



     ×sin




 




   그러므로 

    





 




   ∴ lim
→∞

  

정답 ③

9. [EBS : 미분계수]

  


 라 하면 →∞ 일 때 → 이므로

  lim
→∞


 

 




   lim
→∞


 






    

 ′′

    

정답 ①

10. [EBS : 미분계수와 변화율]

      초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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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변화율은 초 ∴
정답 ③

11. [EBS : 구분구적법]

       
   


 이므로

       

 

         




           




 


     

     따라서   
 

∞

  


                


,    

정답 ①

12. [EBS : 적분의 응용]

    점 P가 점O에서 점A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을 a초라 하자.

    점O에서 출발한 후 걸린 시간 t에 대하여 선분OA 위에서

    점P의 속력을  (단, 는 상수) 호AB 위에서 점 P

의 속력을  (단, 는 상수) 라 하면

     




    에서

      


  이고

   한편, 부채꼴 AOB의 반지름의 길이는 1 이고 중심각

의 크기는 1라디안이므로 호 AB의 길이는 1 이다.

     




    에서

        

  또한, 점 A에서 속력이  이므로

       

  위 세 식을 풀면  초

정답 ②

13. [EBS : 무한급수]

  ⋯  


       ⋯⋯㉠

   대신 을 대입하면

  ⋯  


  ⋯⋯㉡

  ㉠㉡ 하면

    


          

  ≠이므로     ≧ , 

   일 때,   


이므로    

따라서 수열 은       ⋯가 되므로   

 

   

∴
 

∞





 

∞

 ․ 



 

∞




                  

 lim
→∞









           



 lim
→∞
 

   

 

  ⋯



 


 lim
→∞


  


정답 ⑤

14. [EBS : 경우의 수]

ⅰ)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1인 것의 개수는    

                  개

ⅱ)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2인 것의 개수는 10개

ⅲ)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3인 것의 개수는 3개

∴ 구하는 개수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총 개수)-

                (선분의 길이가 유리수인 것의 개수)

 =( )-(17+10+3)

 =66-30

 =36

정답 ④

15. [EBS : 미분의 응용]

    ′   에서     

 따라서, 삼차함수   는     에서

 각각 극댓값과 극솟값을 갖는다.

 이 때,     의 그래프를

 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시킨 

 그래프이므로 오른쪽 그림과 같다.

따라서   에서 서로 다른 양근 2개와 음근 1개를 

갖기 위한  실수 의 값의 범위는     이다.

정답 ③

16. [EBS : 확률밀도함수]

    ≤    이므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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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이때,    

 이므로

    




 ․     

,               

               




  



    





 

  


,         

             


 



      

  ∴  

  정답 5

17. [EBS : 이항계수]

                
  ⋯   



    의 양변에    를 대입하면 

        ⋅   
⋅  ⋯  ⋅ 

 

    ∴   


    ∴ 


∞




 
 

∞




 








 



정답 



18. [교육청 : 무한등비급수]

    닮음비가  


이므로  넓이의 비는   


 이다.

    따라서 

    첫항이   이고 공비가 


인 무한등비급수

    이므로     lim
→∞







 

정답 

19. [EBS : 실근의 갯수]

    방정식  의 두 근을  라 하면

          이다. 

       에서   또는   

    이 때, 함수   의 그래프는   에 대칭이므로 

      의 그래프는   에 대칭이다. 

      의 두 근의 합은 6 이고 

      의 두 근의 합도 6 이다.

    (∵ 포물선이   에 대칭이면   의 

    두 근의 합은 6이다.)  

    따라서 방정식 ∘  의 모든 근의 합은 12 이다.

정답 12

20. [EBS : 중간값 정리]

      로 놓으면 중간값의 정리에 의하여

      ·   이다.

      에서  

     log  · log 

  

     log log    ⇒  log  
     따라서 


  이므로  


  

    ∴ 









 

정답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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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수능 수리(나) 
정선 모의고사 2회

1

1. 이차정사각행렬 가    을 만족시킬 때, 옳은 것

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는 단위행렬

이고,  는 영행렬이다.)

ㄱ.    
ㄴ.    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ㄷ. 모든 실수 에 대하여   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 보  기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 행렬    
 

과 이차정사각행렬 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는 영행렬이다.)

 
ㄱ.  일 때, 이 존재한다.
ㄴ.  일 때,  이면  이다.
ㄷ.   일 때,  이면 영행렬이 아닌 
행렬 가 존재한다.

[보 � 기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 다음은 꼭짓점이 개인 그래프를 행렬로 나타낸 것이다.

A

EB

C D

A B C D E
    
    
    
    
    

ABCDE

꼭짓점 C에서 다른 한 꼭짓점을 지나 다시 꼭짓점 C로 돌아

오는 방법의 수를 라 할 때, 세 상수  ,  , 에 대하여 

의 값은?

   ①            ②            ③ 

   ④  ⑤ 

4. 서로 다른 두 자연수  에 대하여 log의 지표가 , 

log의 지표가 이고 log의 가수가 일 때, 의 개수

를 구하면?

   ① 개           ② 개           ③ 개

   ④ 개           ⑤ 개

5. 과거 년 동안 매출액이 원에서 원으로 변했을 때 연평균 

성장률은 (연평균 성장률) 
 



로 나타내어진다. 다

음은 두 회사 A, B의 매출액을 나타낸 표이다.

(단위: 억 원)
회사명 년 말 년 말

A  

B  

이때, 년 말부터 년 말까지 년 동안 B회사의 

연평균 성장률은 회사의 배이다. 의 값을 구하면?

(단, 




로 계산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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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든 실수 에 대하여 부등식  ․  ≤ 가 성립

하도록 하는 실수 의 최댓값을  라 할 때,  의 값을 

구하시오.

7. 등비수열 에 대하여 수열 은 첫째항이 , 

공비가 인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 때, 의 값을 구하면?

   ①             ②            ③ 

   ④             ⑤ 

8. 에 대한 방정식 cos 


 (    ⋯ )

의 양의 실근의 개수를 이라 할 때, 




 


의 값을 구하면?

  ①             ②             ③ 

  ④             ⑤ 

9. 이상의 자연수 을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

의 가짓수를 이라 하자. 예를 들어 

  이므로  , 

     이므로  이다. 

이 때, 의 값을 구하시오.

10. 수열 이

    ․         … 
으로 정의될 때, 일반항  은  




이다.

의 값을 구하시오. (단,   는 상수이다.)

11. 좌표평면 위의 원점 O 와 점 P   이 있다. 모든 자연

수  에 대하여 점 P   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동경 OP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이다.

(나) OP










 OP   
OP   



OP   

OP  
 


일 때,  의 값을 구하시오. (단, 

는 서로소인 최소의 자연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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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열 이

   ⋯ 
 (단,    ⋯)

을 만족할 때, 다음은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 (★)

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증명>
(ⅰ)  일 때, 
   (좌변)  (가)        

   (우변)


  (가)  

  이므로 (★)이 성립한다.
(ⅱ) 일 때, (★)이 성립한다고 가정하
면     

   














  이다. 일 때, (★)이 성립함을 보
이자.

   






















 (나)



        












        







 


        









   그러므로 일 때도 (★)이 성립
한다.
  따라서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이 
성립한다.

위의 (가)에 알맞은 수를 , (나)에 알맞은 식을 이

라 할 때, 


의 값은?

   ① 


           ② 


           ③ 


 

   ④ 


            ⑤ 



13. 그림과 같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각각 ,  인 마름모 내부에 

두 대각선의 교점을 중심으로 하고 짧은 대각선의 길이의 



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서 얻은 그림을  이라 하자.

  그림  에 있는 마름모에 긴 대각선의 양 끝점으로부터 

그 대각선과 원의 두 교점 중 가까운 점까지의 선분을 각각 

긴 대각선으로 하고, 마름모의 이웃하는 두 변 위에 짧은 대

각선의 양 끝점이 놓이도록 마름모를  개 그린다.

  새로 그려진 각 마름모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중심으로 

하고 짧은 대각선의 길이의 


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

서 얻은 그림을  라 하자.

  그림  에 있는 작은 두 마름모에 긴 대각선의 양 끝점

으로부터 그 대각선과 원의 두 교점 중 가까운 점까지의 선

분을 각각 긴 대각선으로 하고, 마름모의 이웃하는 두 변 위

에 짧은 대각선의 양 끝점이 놓이도록 마름모를  개 그린

다.

  새로 그려진 각 마름모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중심으로 

하고 짧은 대각선의 길이의 


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

서 얻은 그림을  이라 하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번째 얻은 그림  에 있는 모든 

원의 넓이의 합을  이라 할 때, lim
→∞
 의 값은?

   ① 


   ② 


   ③


   ④ 


   ⑤ 




14. 자연수 에 대하여 lim
→∞




 일 때, 의 값을 

구하시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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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닫힌 구간    에서 정의된 함수   

에 대하여lim
→∞



 를 만족시키는 상

수 의 값들의 합은?

   ①            ②            ③ 

   ④           ⑤ 

16. 함수    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lim
→

  lim
→

 의 값은?

  ①            ②            ③ 

  ④             ⑤ 

17. 두 함수   와   의 그래프가 각각 다음과 같

다. 이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lim

→
 

ㄴ. 함수   는   에서 불연속이다.

ㄷ.     일 때, 함수   는 연속이다.

[보 � 기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18. 그림과 같이 일차함수   의 그래프와 최고차항의 계

수가 인 사차함수   의 그래프는 좌표가 , 

인 두 점에서 접한다. 함수   라 할 때, 

함수 의 극댓값은?

    ① 


           ② 


           ③ 



    ④ 


           ⑤ 



19. 그림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의 시각  와 그 때의 위치 사이의 

관계식    의 그래프이다. 옳

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

른 것은?  (단, ≤ ≤  )

ㄱ. 점  는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두 번 바꾼다.

ㄴ. 점  가 최초로 원점을 통과할 때의 속도는 

    ′  이다.

ㄷ.    일 때와   일 때 운동방향이 같다.

[ 보  기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ㄷ

20. 곡선     에 기울기가 인 접선을 두 개 그

었을 때, 두 접점을 P, Q 라 하자.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P, Q 는 서로 다른 점이다.)

 
 ㄱ. 두 점 P, Q 의 좌표의 합은 이다.

 ㄴ.   

 ㄷ. 두 접선 사이의 거리와 PQ 가 같아지는 실

수  이 존재한다.

[보 � 기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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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수능 수리(나) 
정선 모의고사 2회 풀이 

1

1. [EBS :역행렬의 성질을 이해하여 역행렬의 존재성을 추론]

  ㄱ.   이므로    (참) 

  ㄴ.     이고 

   




   

  ∴    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참)

  ㄷ.         에서

     





   

  ∴  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참)

정답 ⑤

2. [교육청 : 역행렬의 뜻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성질 추론]

  ㄱ.  일 때, ≠이므로 이 존재한다.  

      (참)

  ㄴ.  일 때, 이 존재하므로  의 양변

에 을 곱하면  이다. (참)

  ㄷ. 두 실수  에 대하여    
 

     
 

일 때,  이므로 영행렬이 아닌 행렬 가 

존재한다.

(단, ≠ 또는 ≠이다.) (참)

정답 ⑤

3. [EBS :　그래프와 인접행렬의 특징]

    주어진 그래프를 행렬로 나타내면

   

A B C D E
    
    
    
    
    

ABCDE
이므로   ,  이고 꼭짓점 C 에서 다른 한 꼭

짓점을 지나 다시 꼭짓점 C 로 돌아오는 방법은 

CAC , CBC, CDC, CEC이므로  이다.

   따라서  

정답 ④

4. [EBS :　지표와 가수의 성질]

≤ log  이고 ≤ log  에서

ⅰ) log와 log의 가수의 합이 일 때

log    ∴   
의 약수 중 세 자리수와 다섯 자리수로 곱이 

이 되는 순서쌍을 찾으면

 ×이고 

⋯⋯에서

  ,   만이 가능.

따라서 개

ⅱ) log와 log의 가수가 모두 일 때

log    ∴   
의 약수 중 세 자리수와 다섯 자리수로 곱이 이 

되는 순서쌍을 찾으면

          

따라서 ⅰ) ,ⅱ) 에 의해 개이다.

정답 ②

5. [교육청 :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실생활문제 해결하기]
















 





그런데 



·


이므로 



이다.

  



  

 ∴  

정답 ①

6. [교육청　: 근의 분리를 이용한 지수부등식 이해하기]

     ≥ 

    ≥  (   )

(1)   의 대칭축이 양수 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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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 대칭축이 음수 일 때, 

   

(3)  일 때,     

(1), (2), (3)에서 ≤ 

최댓값이  이므로   

정답 

7. [교육청 : 여러 가지 수열의 활용]

 
이라 하면

 
 

           ⋅

에서 이다. 

  에서  이므로  ⋅
 이다.

정답 ②

8. [EBS : 무한급수의 합 구하기]

  그림에서   ≥ 

  
 



  



 



 


                    
 






                    
 







 
정답 ②

9. [EBS ; 계차수열의 일반항 구하기]

   ⇒  

     

⇒  

     

    

⇒  

     

    

    

 

⇒  

…

따라서  




 

 

∴   

 

정답 

10. [EBS ; 점화식 구하기]

양변을   로 나누면  









  이면,       


 



수열 은 첫째항이 


이고 계차의 일반항이 

이므로

    







 



   







             ∴  

정답 

11. [EBS : 수열의 일반항을 추론하기]

 
OP이라 하자.

  sin


에서

 ,  ,  ,  ,  ,  , 

 , ⋯ 으로 의 부호가 주기적으로 바뀐다. 

따라서 수열 의 첫째항부터 몇 개의 항을 구하면

      



  
 


  
 


  
 



 

  
 



 


  
 



 


  ...

으로 동경 OP에서 동경 OP까지 동경이 만큼 

회전하면 은 의  
 



 


배이다. 

즉, 만큼씩 회전할 때마다 그 이전 길이의 


 



 


 
 


배가 된다. 

  
 


인 관계가 성립하므로

  
 


  ⋯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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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육청 : 수학적귀납법을 이용하여 증명과정 추론하기]

  (ⅰ)  일 때, 

     (좌변) 


 



     (우변) 


  


    

     이므로 (★)이 성립한다.

  (ⅱ) 일 때, (★)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다.  일 때, (★)이 성립함을 보이자.

     














     









   

     












     










     









  그러므로 일 때도 (★)이 성립한다.

  따라서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이 성립한다.

   


,  


. 따라서 


 



정답 ④

13. [EBS ; 무한 급수 구하기]

에서 주어진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므로 넓이

는  이고 긴 대각선의 길이는 8이다.  

이 때 에서 새로 생긴 마름모의 긴 대각선의 길

이가 3이므로 짧은 대각선의 길이는 


 

이다. 따라서 이 마름모 안에 새로 생긴 원의 반지

름의 길이는 


이므로 에 들어 있는 원의 넓이

의 합은 × 
 


 이다.

같은 방법으로 에 들어 있는 모든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면 

 ×

× 

 


 ⋯ × 
 



  






 
 





 

∴ lim
→∞












정답 ④

14. [EBS : 수열의 극한값 구하기]

lim
→∞




  lim
→∞




  

   lim
→∞

  lim

→∞

  

   lim
→∞

 
  lim

→∞




   


 

∴  

정답 

15. [EBS ; 함수의 극한을 이용한 값 구하기]

ⅰ)  ≥ 일 때

lim
→∞



 lim
→∞



   

는 직선   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값들의 합은 

ⅱ)   일 때

lim
→∞



 lim
→∞



 이므로

조건에 어긋난다.

따라서 값들의 합은 이다.

정답 ③

16. [교육청 : 그래프로부터 함수의 좌극한과 우극한 

     구하기]

 주어진 그래프에서

lim
→

 lim
→

   

정답 ⑤

17. [EBS : 함수의 합성을 통한 좌극한 우극한 구하기]

ㄱ. (참) lim
→

 lim
→

 

lim
→

 lim
→

 이므로 lim
→
 

ㄴ. (거짓)     이고 

ㄱ에서 lim
→

 이므로

함수   는   에서 연속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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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참)   에서 는 연속이고

   이므로 

    에서   는 연속이다.

그러므로    에서 함수   는 연속이

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정답 ④

18. [교육청 : 함수의 극대․극소 이해하기]

    

′   
 ⋯  ⋯  


⋯  ⋯

 ′        

 ↘ ↗ ↘ ↗

    따라서 
  

 


⋅ 
 






정답 ①

19. [교육청 : 속도와 거리를 통한 참, 거짓 찾기]

ㄱ.   와    의 좌, 우에서 ′  의 부호가 바

뀌므로 점  는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두 번 바꾼

다. (참)

ㄴ. 원점을 통과할 때의 위치는 이므로   

에서     또는    이다. 따라서 최초로 원점을 

통과할 때의 속도는 ′  이다. (거짓)

ㄷ.   일 때 와     일 때 ′   이
므로 점  는 두 구간에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다. (참)

따라서 보기에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정답 ⑤

20. [교육청 :  함수에서 접선의 뜻을 이해]

두 접점의 좌표를 

P  , Q    라 하면

ㄱ. ′ 이므로 기울기가 인 접선의 

두 접점의 좌표는  

 을 만족하므로   이다. 

(참)

ㄴ. 기울기가 인 접선의 두 접점이 존재하므로 

, 는 서로 다른 실수이다.

     이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지

므로

     

   ∴  (참)

ㄷ. 두 접선은 평행하므로 두 접선 사이의 거리가 

PQ가 되기 위해서는 두 접점 P, Q를 지나는 직

선과 접선이 수직이어야 한다. 즉, 기울기의 곱은 

이다.

    ×

     
 

       

        

    그런데,   는         의 두 근이므

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  

 

    ∴ 
   

    ∴   

판별식 


  이므로 실수 이 존재

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접선 사이의 거리와 PQ가 같아지는 실

수 은 존재하지 않는다. (거짓)

정답 ③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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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수능 수리(나) 
정선 모의고사 3회

1

1.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서 원 

   과 직

선    가 만나는 두 점을 

P Q 라 하고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원 위의 점을 R 라 하

자. ∠QPR  ∠RQP 
에 대하여 행렬 

  sin  sin cos  cos  가 

  를 만족시킬 때, 삼각형 PQR 의 넓이는 

이다.   의 값을 구하시오. (단,  는 단위행렬이다.)

2.  이하의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라 할 때, ∈ 에 대

하여 집합

  ∈이고 log  log 는 정수
의 원소의 개수를  이라 하자. 예를 들어,   

이고   이다. 이 때,    인  값들의 합을 구

하시오.

3. 그림에서 함수    의 그래프 위의 서로 다른 두 점 

P Q 의 좌표를 각각  라 할 때, 




  


  


의 대소 관계를 옳게 나타낸 것은? (단,     )

         




O  

Q
P

    



   ①          ② 

   ③   ④   

  ⑤  

4. 한 꼭짓점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변이 없고, 두 꼭짓점 사

이에 많아야 한 개의 변이 존재하는 꼭짓점이 5개인 그래프에

서 각 꼭짓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는 [보기]와 같다.

 
ㄱ.     
ㄴ.     
ㄷ.     

[보 � 기 ]

이때,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가능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5. 한 면은 흰 색, 다른 면은 검은색인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 모

양의 카드를 다음 규칙에 의해 그림과 같이 놓는다.

 

[단계] 검은색 면이 보이도록 카드를 한 개 놓는다.

[단계] 단계에서 놓여진 카드를 흰 색 면이 보이

도록 뒤집고 그 카드 위쪽과 오른쪽에 검은

색 면이 보이도록 두 개의 카드를 놓는다.

[단계] 단계에서 놓여진 모든 카드의 색이 바

뀌도록 뒤집고 단계에서 새로 놓은 카

드의 위쪽과 오른쪽에 검은색 면이 보

이도록 세 개의 카드를 놓는다.

⋯
[단계] 단계에서 놓여진 모든 카드의 색이 

바뀌도록 뒤집고 단계에서 새로 

놓은 카드의 위쪽과 오른쪽에 검은색 

면이 보이도록 개의 카드를 놓는다.

 

  

단계에서 보이는 면의 색이 검은색인 카드의 개수를 이

라 할 때,  가 되는 모든 의 값의 곱은?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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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열 의 첫째항부터 제 항까지의 합을 이라 할 때, 

다음은 등식

    




 




    ≧    ⋯⋯ (★)

이 성립함을 증명한 것이다.

   <증명>

(1)  일 때,  

   (좌변)(우변) (가) 이므로 (★)이 

성립한다.

(2)   (≧  )일 때, (★)이 성립한다고 가

정하면,

  

  




    




  
                     

(나)  

                 




   
(다)

                 






따라서,  일 때, 

 




 




 가 성립한다.

 (1)과 (2)에 의하여 등식 (★)은 이상의 모

든 자연수 에 대하여 성립한다.

 위의 증명에서 (가), (나), (다)에 알맞은 것은?

  

(가) (나) (다)

①    




     

②    




     

③    




     

④    




     

⑤    




     

7.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인 정사각형 A와 한 변의 길

이가 인 정사각형 B는 변이 서로 평행하고, A의 두 대각

선의 교점과 B의 두 대각선의 교점이 일치하도록 놓여있다. 

A와 A의 내부에서 B의 내부를 제외한 영역을 R라 하자.

                

 이상인 자연수 에 대하여 한 변의 길이가 


인 작은 정

사각형을 다음 규칙에 따라 R에 그린다.

(가)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은 A의 한 변에 평행하다.

(나) 작은 정사각형들의 내부는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한다.

이와 같은 규칙에 따라 R에 그릴 수 있는 한 변의 길이가 




인 작은 정사각형의 최대 개수를 이라 하자. 예를 들

어,     이다. lim
→∞



  라 할 

때, 의 값을 구하시오.

8. 첫째항이 이고 공비가 



인 등비수열 에 대하여 

log 의 가수를 이라 하자.

   , , , … , , , 

이 주어진 순서로 등차수열을 이룰 때, 의 값을 구하시오. 

(단, log   로 계산한다.)

9. 오른쪽 그림과 같이 

 축 위의 점   을 지

나고 

 축에 평행한 직선 이 

원     곡선 

  


 과 만나는  점을 아

래로 부터 차례로    라 

하자. 이때, lim
→







 의 값은?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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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 보  기 ]

ㄱ. lim
→

 lim
→



 ㄴ. 함수  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 가 존재한다.

 ㄷ. 함수  는 실수 전체의 집합

에서 불연속이다.

[ 보  기 ]

ㄱ.     이고  ′    ′ 이면, 

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하다.

ㄴ.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하면, 

 ′   ′   이다.

ㄷ.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하고 

 ′   이면, 구간 ∞ 에  ′   인 

가 존재한다.

[ 보  기 ]

10. 함수 가

  
 ≠

   

일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1. 함수   과 실수 

에 대하여, ≦ 에서 의 최댓값을 라 하자. 함수 

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하도록 하는 의 최

댓값은?

   ①       ②       ③       ④       ⑤ 

12. 최고차항의 계수가 인 사차함수  에 대하여 함수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  일 때,   이다.

(나) 모든 실수 에 대하여   이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3. 폐구간  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가    , 

   이며, 개구간  에서 이계도함수를 갖고 

 ′ ＞,  ″ ＞일 때, 




 의 

값과 같은 것은?

    ① lim
→∞

  





 

 


 ② lim
→∞

  





 

 

  

   ③ lim
→∞

  





 

 


④ lim
→∞

  





 

 


   ⑤ lim
→∞

  





 

 


14. 삼차함수    이 있다. 실수  ≥에 

대하여 ≤≤ 에서    의 최댓값을  라고 하

자. 




   


일 때, × 의 값을 구하시오. (단, 

,  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15. 함수   







가 




 ′   을 

만족할 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  은 상수)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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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정규분포표>
 ≦≦ 

 

 

 

 

 

ㄱ.   

ㄴ.   




ㄷ.   




[ 보  기 ]

16. 순서대로 읽은 수와 거꾸로 읽은 수가 일치하는 자연수를 대

칭수라 한다. 예를 들어 은 대칭수이고, 은 

대칭수가 아니다. 과 만을 이용하여 자리 대칭수를 만

들 때, 사용된 의 개수가 의 개수보다 많은 자리 대칭

수의 개수를 이라 하자. 이때, 
 

∞




의 값을 구하

시오.

17.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차례대로 뽑은 수 

    를 각각 평면 위의 점

         

에 대응시키는 시행을 한다.

이때, 대응된 개의 점         가 모

두 영역     log 에 속할 확률은 


이다. 이때, 의 

값을 구하시오. (단,  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18. ○표가 있는 개의 제비와 ×표가 있는 개의 제비가 있다. 

이 개의 제비 중에서 개를 뽑았을 때, ○표가 있는 제비

가 개 이상이 나오거나 개 모두 ×표인 제비가 나올 확률

을 


라 하자. ×의 값을 구하시오. (단, 와 는 서

로소인 자연수이다.)

19. 정규분포    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인 표

본을 임의 추출하여 모평균  을 추정하려고 한다.  에 

대한 신뢰도  인 신뢰구간    와  에 대한 신뢰도

가  인 신뢰구간    에 대하여

     

라고 할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 ≤    , ≤ ≤  
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20.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비누의 무게는 정규분포

를 따르며, 무게가 g
미만인 것은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회사에서는 판

매 촉진을 위해 비누를 

개씩 포장하여 만든 세트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였

다. 각 세트 상품은 그 

안에 들어 있는 비누 무게의 평균이 g미만인 경우에 불

량품으로 판정된다고 할 때, 상품 세트 중 세트의 비

율로 불량품이 생긴다고 한다. 회사에서 생산된 비누 개를 

검사할 때, 불량품으로 판정될 확률을 오른쪽 표준정규분포

표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단, 포장지의 무게는 무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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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수능 수리(나) 
정선 모의고사 3회 풀이

1

1. [사관학교 : 행렬 방정식C-H활용] 

주어진 행렬식을 정리하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의하여

sin cos   


 ⋯ (1)

sin  cos sin  cos   

⋯ (2)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고치면

  

즉, 중심이   로 직선    위에 있고, 반지름

이  인 원이다. 삼각형 PQR 은 각  이 수직인 직

각삼각형이고 그 넓이  는

   

⋅cos ⋅sin  ⋯ (3)

또한,   


이므로 식 (1)과 (2)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sin   


   ∴ sin   


   ∴ cos  


따라서 삼각형 PQR 의 넓이는

   sin  cos   × 

×


 

 ∴  

정답 

2. [교육청 : 지표와 가수]

 ≤ ≤ , ∈ 인 자연수에서

  ∈이고 log  log 는 정수의 원소의 개

수를 이므로 

    은 log  log  은 정수인 집합 

의 원소()가 1개인 의 값을 구하는 문제이다.

 log  log log

에서 

 


   ≤  ≤ 인 자연수

 이때, log

이 정수여야 한다.

 이면 log

 (정수)이므로,

 항상  ≥ 을 만족하게 된다.

 그런데,  ≥ 인 경우는 주어진 식의 값이 정수

가 되는 가 2개 이상 존재한다.

⑴  인 경우

log

으로 정수가 된다.

∴ ∈ 이고, ∈을 만족

따라서  ≤ ,  ≤ 

⑵  


인 경우

log





 으로 정수가 된다.

∴ ∈ 이고, 

∈을 만족




이 정수가 되므로 은 짝수

따라서 이 짝수 또는 50이하의 정수이면, 

 ≥ 가 된다.

그러므로,   을 만족하도록 하는 자연수 은 50 

이상의 홀수여야 한다. 그러므로 ⋯  

∴ 

정답 1875

3. [교육청 : 기울기를 이용한 지수의 대소비교]

   는 원점과 점P 와의 기울기

   는 원점과 점Q 와의 기울기

   는 점P 와 점Q 의 기울기이므로 그림에서

O   



Q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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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①

4. [EBS : 그래프의 차수를 이용한 그래프의 존재성 파악]

ㄷ. 꼭짓점      의 각 꼭짓점에 연결된 변

의 개수를 각각     이라 하자.

    꼭짓점  는 모든 꼭짓점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꼭짓점  , 는 꼭짓점  이외에는 연결된 꼭짓점

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꼭짓점  는 꼭짓점  와  를 제외하고

도 또 다른 한 점과 연결되어야 하므로 모순이 된다.

    따라서 꼭짓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가 각각 

    인 그래프는 그릴 수 없다.

그러므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가능한 것은 ㄱ, ㄴ이다.

정답 ①

5. [교육청 : 수열 나열하기(발견적 추론)]

  :       ⋯ 이므로

  
     이다.

   이라 하면

  :        ⋯ 이므로

 인  은  이다.

∴ ×  

정답 ④

6. [교육청: 수학적 귀납법  증명]

(ⅰ)  일 때,  

   (좌변)(우변)
(ⅱ)    ≧ 일 때, 주어진 등식이 성립함을   

  가정하면, 

   즉,  




 




   임을 가정할 때,

 






     




  

    











  








정답 ④

7. [교육청 : 발견적 추론을 통한 수열의 극한]

수열 에서     ⋯을 구하기 위해

정사각형의 최대 개수를 직접 세어 보면

 
 

 


 


   ⋮
∴   ÷

 


 ÷
 



 

또한, 수열 의 일반항도 구해보면

  
×   

  
× 

  
× 

   ⋮
  

×

 × 

∴ lim
→∞




   lim
→∞




   lim
→∞



 


 

∴   



정답 



8. [EBS : 지표와 가수 및 수열의 통합 개념]

 ·









∴ log   
  log 

 

(ⅰ)  log  일 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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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log  일 때 

 

    이 등차수열이기 위해서는

    ⋯⋯㉠

 ≥  ⋯⋯㉡

㉠과 ㉡에서 XX≤ XX에서    

정답 27

9. [EBS : 도형을 이용한 함수의 극한]

 점  의  좌표는   


 에    를 대입하면

     


 ∴ 




 점  , 점  의  좌표는     에서

            ±

  ∴       

  ∴ lim
→ 



 lim
→







            lim
→

  




  

            lim
→



  

            


    



 또, lim
→



 lim
→




 

   ∴ lim
→







  


   



정답 ③

10. [교육청 : 함수의 연속성 진위 판단]

ㄱ. 좌우 극한값이 이므로 (참)

ㄴ. 함수 를 만큼 평행이동 시켜도 불연속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짓)

ㄷ.   는 ≠에서도   에서도  

   이 되기 때문에 연속 (거짓)

정답 ①

11. [교육청 : 미분을 활용하여 최댓값 함수 정의]

 ′ 
 이므로   일 때 극댓값을 가지고, 

  일 때 극솟값을 갖는다. 










  
 ≦  
⋯ ⋯

이므로 ≧일 때, 

 ′ 이므로 

≧ , ≧ , 

 ≦, ≦≦

의 최댓값은 이다.

정답 ①

12. [사관학교 : 미분의 성질을 이용한 진위 판단]

ㄱ. (참)   이므로 함수 의 그래

프는 

≤＜일 때의 함수  의 그래프가 주기적

으로 

반복된다.

한편,     이므로 함수 는 연속이다.

또한, ＜＜에서  는 다항함수이므로

미분가능하고,  ′    ′ 이므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하다.

ㄴ. (거짓) [반례]    이라 하

면

     ,

 ′    ′   이므로

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

서 

미 분 가 능 하 지 만 

 ′  ′   
ㄷ. (참) 가 실수 전체의 집합

에서 미분가능하고  ′ ＞이므로  ′ ＞
한편,   라 하면 

 ′   이고

lim
→ ∞

  ∞＜이므로 중간값의 정리에 의하

여 

구간 ∞ 에  ′   인 가 존재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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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3. [교육청 : 역함수와 원함수의 적분관계 ]

 ′    ″   이므로 

연속함수 의 그래프는 구간 [0, 1]에서 아래로 

볼록하게 증가한다.

또, 역함수 의 그래프는 곡선   와 직

선   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다음 그래프와 같다.

이때, 




의 값은 위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와 같고, 이는 직선   와 곡

선   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2배와 같다.

직선   와 곡선   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

이는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






 lim
→∞









 


이므로 








 






 lim
→∞









 


 lim
→∞









 


정답 ②

14. [교육청 : 새로운 함수 정의 및 적분 활용]

   에서 

 ′   
 ′   에서  ±

   ,   이

므

로    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다.

∴     ≤ ≤ 
    ≤ ≤ 

∴ 




  









  

   









 





 

   


















   

 






∴ × 

정답 52

15. [교육청 : 적분의 성질을 활용한 진위 판단]

  







 


ㄱ. 




 라 하면  
 에서   

    


 ,   


 (참)

ㄴ.  일 때,    
   ∴     (참)

ㄷ.   
 



는  


에 대하

여 대칭이므로






  





 (참)

정답 ⑤

16. [교육청 : 발견적 추론문제, 경우의 수와 수열 

     극한 통합]

자릿수가 인 대칭수는 최고자리 숫자와 일의 자

리 숫자를 제외한 개의 숫자가 서로 대칭이

다. 대칭수의 개수 는 연속한 앞 쪽의 개의 

숫자 중 최고자리를 제외한 개의 숫자에서 

의 개수가 의 개수보다 많은 경우의 수이다.

  C  C  ⋯  C
      


  

따라서 


∞





 

∞


    

정답 300

17.[교육청 : 격자점을 활용한 확률 문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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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영역 안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는 개다.

 의 모든 점이 영역 안에 존재하려면

  일 때는 개의 점 중에서 가지

  일 때는 개의 점 중에서 가지

⋮

일 때는 개의 점 중에서 가지

이다.  의 점이 영역 안에 들어가기 위한 각

각의 경우에 대한 확률은

P  


       

이다.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 


× 


× 


× 





이므로

    

정답 649

18. [교육청 : 독립시행의 확률]

○표가 개, ×표가 개일 확률 :
C

C× C

○표가 개, ×표가 개일 확률 :
C
C

○표가 개, ×표가 개일 확률 :
C
C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C

C× C C C
 



∴ ×  ×  

정답 315

19. [EBS : 통계적 추정의 신뢰구간의 성질 활용]

       ··





이고

   ··





이므로

ㄱ.  ≺   (참)

ㄴ.  


 


·


 


  (참)

ㄷ.  






    





 

 ∴  


  (참)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정답 ⑤

20. [교육청 : 표본평균의 정규분포]

비누 개의 무게에 대한 확률변수 가 정규분포 

N 을 따른다고 하면 비누를 개씩 묶은 제

품의 무게의 평균 는 정규분포 Nm  
 


을 따

른다. 따라서  이므로

P  P








 




P

 

             ≦
  

이다.

따라서 P 
 이므로




 이다. 즉, 


이다. 

그러므로 비누 개를 검사했을 때 불량품으로 판정

될 확률은 다음과 같다.

     ≦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이다.

정답 ④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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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개다.

ㄴ.  이 홀수이면     이다.

ㄷ.  이 짝수이면   



 


  
  

이다.

[ 보  기 ]

2013 수능 수리(나) 
정선 모의고사 4회

1

1. 두 이차정사각행렬 ,  가  ,   를 

만족시킬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는 단위행렬이다.)

ㄱ. 와  는 모두 역행렬을 가진다.
ㄴ.    

ㄷ.     

[ 보  기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 행렬    
 

에 대하여 행렬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

좌표평면에서 점 P의 좌표를  이라 할 때, 삼각형 

OPP의 넓이를 이라 하자. 

 ⋯ 의 값은? (단, O 는 

원점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자연수 ,  에 대하여 곡선    과 곡선    이 직선 

   ≧  와 만나는 점을 각각 ,  라 하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  의 모든 순서쌍   의 개수를 

구하시오. 예를 들어,  ,    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 ≤ , ≤ ≤ 

(나) ≥ 인 어떤 실수 에 대하여 ≤이다.

4. 두 양수   와 자연수  대하여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5.  세 집합

    ,   는 정수 ,   ≤   
에 대하여 두 함수    →,    →가 다음을 만족한다.

집합 의 임의의 원소 에 대하여 
 이다.

* 배포 *

helpmemath

* 작성자 *

  을 만족하는 양수 에 대하여    
이 되는 의 값은?

   ① 




        ② 




        ③ 




   ④ 



        ⑤ 



6. 함수   ⋅가 모든 실수  에 대하여

   를 만족한다.   일 때, 두 

양수  의 곱 의 값은?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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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열 에서   이고, ≥  일 때  은

          


 


 



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의 개수이다.  의 값을 구하시오.

8. 영행렬이 아닌 이차정사각행렬  가   를 만족시킨

다. 다음은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행렬  을

 


와 같이 나타낼 때, 수열 의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이

다. (단,  는 단위행렬이다.)

자연수 에 대하여

 
 




이고,   이므로

   가 
이다. 그러므로   가  ⋯⋯ ㉠
이다. 따라서  이상인 자연수  에 대하여

  이다.

또한    이므로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나  ⋯⋯ ㉡
이다. ㉠ 과 ㉡ 에 의해 

  나
이다. 따라서  

나 
이다.

위의 과정에서 (가), (나)에 알맞은 식을 각각 , 

이라할 때, ×  의 값은?

   ①     ②     ③     ④     ⑤ 

9. 한 변의 길이가 인 정육각형에서 서로 이웃하지 않는 세 변

의중점과 이 정육각형에 외접하는 원의 중심을 각각 연결하여 

세 선분을 얻는다. 이 세 선분을 각각 가장 긴 대각선으로 하

는 개의정육각형을 그려서 얻은 모양의 그림을 이라 

하고, 그림 의 넓이를 이라 하자.

  그림 에서 새로 그려진 세 정육각형 내부에 각각 그림 

을얻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려서 얻은 개의 모양

의 그림을 라하고, 그림 의 넓이를 라 하자.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하여 번째 그려서 얻은 개의 

모양의그림을 이라 하고, 그림 의 넓이를 이라 

할 때, 
 

∞

의 값은?

 



   ① 


         ② 


         ③ 




   ④ 


         ⑤ 




10. 자연수 에 대하여 무한 수열 을

  








 은짝수


  은홀수 로 정의 할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이면 수열 은 수렴한다.

ㄴ.   
 이면 lim

→∞
  이다.

ㄷ.  
 이면 

 

∞

 은 발산한다.

[ 보  기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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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의 두 꼭짓점 ,  는  축 

위에 있고, 두 꼭짓점 ,  는  축 위에 있다. 변 

와 변  가 각각 삼차함수    의 그래프에 접할 

때, 정사각형  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12. 함수  








이 불연속이 되는 의 개수는?

   ①         ②         ③ 

   ④         ⑤ 

13. 열린 구간  에서 미분가능한 두 함수 , 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합성함수  ∘에 대하

여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ㄴ.  ′ ≥ 
ㄷ. 함수 는 구간  에서 증가한다.

[ 보  기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14. 연속함수 에 대하여      일 때, 방

정식   가 구간  에서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

든 정수 의 값의 곱을 구하시오.

15. 사차함수    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lim
→∞








 

을 만족시키는 정수  들의 합은?

   ①         ②         ③ 

   ④         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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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  
 

 

 

 

16. 연속함수  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

(가) 모든 실수  에 대하여   

(나) 함수  의 그래프는 점   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때, 정적분 




    일 때. 의 값을 구하시

오. (단,  는 상수)

17. 그림과 같이 네 점  ,  ,  ,  

를 꼭짓점으로 하는 직사각형 내부가 곡선    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두 부분을 , , 직선   에 의하

여 나누어지는 두 부분을 ,  라 하자. 영역 의 넓이와 

영역 의 넓이가 같을 때, 의 값을 구하시오.

   

18.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점수를 얻는 

시행을 한다.

(가)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이상이면 나온 

눈의 수를 점수로 한다.

(나)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보다 작으면 

한 번 더 던져 나온 눈의 수를 점수로 한다.

시행의 결과로 얻은 점수가  점 이상일 때, 주사위를 한 번

만 던졌을 확률을 


라 하자. 의 값을 구하시오.

 (단,  와  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19.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

품을 개씩 상자에 넣

어 판매한다. 이때, 상자에

서 임의로 추출한  개 제

품의 무게의 표본평균이 

 이상이면 그 상자를 정

상 판매하고,  미만이면 할인 판매한다. A 상자에 들어

있는 제품의 무게는 평균 , 표준편차 인 정규분포를 따

르고, 상자 B 들어있는 제품의 무게는 평균 , 표준편차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A 상자가 할인 판매될 확

률이   B 상자가 정상 판매될 확률이 이다.  의 값을 

오른쪽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단, 무게의 단

위는 g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정규분포 N 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  인 표본 

  ⋯ 을 뽑았더니 표본 평균이  이고

     




  





 

      









이 성립하였다. 이 모집단의 모평균 을 신뢰도  로 

추정하였을 때, 의 신뢰구간은? (단, 가 표준정규분포

를 따를 때, P  ≤ ≤  으로 계산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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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수능 수리(나) 
정선 모의고사 4회 풀이

1

1. [교육청 : 행렬의 성질을 이용한 진위 판단]

ㄱ. (참)   에서

   ,   이므로

    와  는 모두 역행렬을 가진다.

ㄴ. (참)   에서   이므로

     이고      이다.

ㄷ. (참)     
    

정답 ⑤

2. [EBS : 행렬의 선형성 성질을 활용] 

    


      

   


  




     
   


   

     
      




이므로 점 P P P ⋯
의 좌표는 모두    점 

P P P ⋯ 의 좌표는 

모두    점 

P P P ⋯ 의 좌표는 

모두  이다.

따라서  ∆PPP  



 ∆PPP  

 ⋯ 이므로

 ⋯ 

 


×


 

정답 ②

3. [수능 : 지수 함수 그래프 추론을 통한 격자점 문제]

   라 하자.   
 


이므로,

≧ 이면 ≧  에서  는 증가함수

(ⅰ) ≧ 일 때,

    ≧ 에서  의 최솟값은  이고

      ≧   이므로

    ∴ ≦ 

    가능한 경우는

     일 때   

     일 때    

    ≧  이면 ≧ ≧ 

    따라서  ,  ,   의 가지

(ⅱ)  일 때,

     

      의 근을  라 하자.

     이면 그림  에서  의 최솟값은 

    ≧ 이면 그림  에서  의 최솟값은 

    ∴    이면 ≦   이어야 하고,

       ≧ 이면 항상 성립한다.

    ∴  ≧  이면 항상 성립한다.

    그런데,   ≧ ≧  이므로

    ∴  이면 항상 성립한다.

    ≦  ≦ 에서   의 순서쌍은 

 개

따라서 (ⅰ), (ⅱ)에서 구하는 순서쌍은    개다.

정답 39

4.  [EBS : 거듭제곱근의 성질의 진위판단]

ㄱ.  이 짝수이므로 의  제곱근 중 실수인 것

은 개다. (참)

ㄴ.  이 홀수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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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ㄷ.  이 짝수이면  은 홀수이므로

  



 


   



 


   



 


     



 


    
    

  
  

(거짓)

따라서 옳은 것은 ㄱ뿐이다.

정답 ①

5. [교육청 : 지표와 가수] 

 의 양변에 상용로그를

취하면  log 이다.

즉, log 의 지표가 , 가수가 이다.

 이므로 log 의 지표는 이다.

log  
log 





 




 
log의 가수는 





이다.

 



 이므로

  


이다. 

따라서 log  




이므로  




이다.

정답 ②

6. [EBS : 지수의 함수방정식 활용문제]

  에     을 대입하면

  이므로

  ⋅ 


∵ ≻ 

∴ ⋯⋯㉠
또한,   ⋅ ⋯⋯㉡
㉠, ㉡에서   



따라서 


,   




에서   



∴



정답 ②

7. [교육청 : 식변형을 통한 점화식 일반항 구하기]

   


 





에서

  

만족하는 자연수 의 개수는

  개다.

∴  

   이므로, 수열 은 첫째항 

, 공비  인 등비수열이다.

∴   


∴  
  

정답 1025

8. [교육청 : 수학적 귀납법 ,행렬의 거듭제곱 증명]

   자연수 에 대하여

 


 







∵  
   




이다. 그러므로     ⋯⋯ ㉠
이다. 따라서 이상인 자연수  에 대하여

  이다.

또한    이므로

은 초항이 , 공비가 인 등비수열이

다.

따라서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 ㉡
이다. ㉠ 과 ㉡ 에 의해 

  

이다. 따라서  

 
이다.

  ×   

정답 ②

9. [교육청 :무한등비급수 도형 닮음]

   의 한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이라 하고

의 한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이라 하자.





A

B

C

D

E

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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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F이므로 

ABCD이다.




 ×


이 성립하므로,  


에

서

 × 
 



 



수열 은 

 


× 
 



×× 


이고, 공비가




인 무한등비수열이다.

따라서 
 

∞

 













정답 ④

10. [EBS : 수열의 극한 성질 진위판단 문제]

ㄱ.    이면 수열 은 발산(진동)한다. 

    (거짓)

ㄴ.   


이면 lim

→∞
  lim

→∞
 




    
    이다. (참)

ㄷ.  


이면 

  





 





에서 

lim
→∞
  


이므로 

 

∞

 은 발산한다.(참)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ㄷ 뿐이다.

정답 ⑤

11. [교육청 : 도함수 활용]

삼차함수    에 접하는  와  가 기울

기가 이므로  ′    에서   ± 이

고,

접점의 좌표는    ,     이다.

따라서  는    ,  는   

따라서 한 변의 길이는  , 둘레의 길이는 이다.

정답 32

12. [EBS : 유리함수의 함수의 극한]

 




















따라서        인 의 값에서 

함수 가 정의되지 않으므로 불연속이 되는 의 

값은

       의 개다.

정답 ⑤

13. [교육청 : 미분 활용한 그래프 특징 진위판단]

  에서

ㄱ. (거짓)       

ㄴ. (참) ′   ′ ×′ 이므로

′   ′ × ′ 
이때,  라 하면 ＜＜이므로

′   ′ × ′ 
그래프에서 ′ ＜이고, ′ ＜이므로

′ ＞
∴ ′  ≥ 
ㄷ. (거짓) ＜＜에서 ＜＜이므로

 ′   이고, ′   이므로 ′   이
다. 

따라서 구간 , 에서 는 감소한다.

정답 ②

14. [EBS : 중간값 정리]

  로 놓으면 가 연속함수이므로 

도 연속함수이다.  

중간값의 정리에 의하여 방정식   이 구간 

 에서 실근을 가지려면   이어야 하

므로

          

에서        

∴         

따라서 정수 는   이므로 구하는 곱은  이다.

정답 60

15. [교육청 : 무한급수와 정적분 활용]

lim
→∞








 







                   






   (단,  )

은 구간   에서 부호가 항상 일정하므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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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정수)

 ≤ 인 구간을 찾으면 된다.

 ≤ ⇔ ≤≤ 또는 ≤ ≤  이므로 가

능한  은

       의  개다. 합은  이다.

정답 ⑤

16. [EBS : 적분의 대칭성을 활용하여 넓이 구하기]

모든 실수  에 대하여    이므로    의 

그래프는  축 위에 그려진다.






  는 [그림 1]에서와 같이 구간 

  에서    와  축 사이의 넓이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 점대칭이므로 [그림 

2]와 같이 




  는 사다리꼴의 넓이와 같

고, 또 [그림 3]과 같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다. 

즉






   ×     ∴ 

정답 225

17. [교육청 : 적분 넓이의 활용]

    와 의 넓이가 같으므로   

 






    ∴ 



따라서 



정답 



18. [교육청 : 조건부 확률]

얻은 점수가 점 이상인 사건을 , 주사위를 한 

번만 던지는 사건을  라 하면




 

∩








⋅







 



∴  

정답 15

19. [EBS : 표본평균의 정규분포] 

    A상자에서 크기가 인 표본을 추출할 때, 

    표본평균을 

    라 하면 확률변수 는 정규분포 N  
 을 따르므로

    P   P 









 




P    P ≤ ≤   
  B 상자에서 크기가 인 표본을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을    라 하면 확률변수 는 정규분포 

N  
 을 따르므로

  P  ≥ P 



≥





 




P ≥   P

≤ ≤   

  ∴    

정답 ①

20. [EBS : 통계적 추정 신뢰구간 ]






  으로부터  

 








에서

 

 의 신뢰구간은

 ×


≤≤  ×



∴ ×


≤≤ ×



정답 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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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집합    
 

   
 



   

 
    는 실수의 

두 원소    
 

     
 

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이다.
 ㄴ.   이다.
 ㄷ. ≠이면 ≠이다.

[ 보  기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2. 이차정사각행렬 와 에 대하여 연산 ∘를 

∘ 로 정의할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

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는 단위행렬이다.)

 
 ㄱ. 모든 이차정사각행렬 에 대하여 ∘ 

가 성립하면  이다.

 ㄴ. 이면 ∘ 를 만족시키는 가 

존재한다.

 ㄷ.    
 

이면 ∘ ∘를 만족시키는 

는  뿐이다.

[ 보  기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3.  한 꼭짓점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

는 변이 없고, 두 꼭짓점 사이에 

많아야 한 개의 변이 존재하는 5개

의 꼭짓점을 가지는 그래프 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행렬이 오른

쪽과 같다. 꼭짓점 에서 다른 한 

꼭짓점을 거쳐 꼭짓점 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이고, 꼭짓점 에

서 다른 한 꼭짓점을 거쳐 꼭짓점 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

뿐일 때, 의 꼭짓점         각각에 연결된 변

의 개수를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① 1, 2, 1, 2, 2    ② 1, 3, 3, 3, 2    ③ 1, 2, 2, 2, 3

   ④ 1, 2, 3, 3, 3    ⑤ 1, 3, 3, 2, 3 

4.   을 만족시키는 두 양수  가 있다. 네 점 

             에 

대하여 사각형 의 넓이가 8이고, 긴 변의 길이가 9일 

때, 의 값은?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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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선  가 두 함수   log      의 그래

프와 제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의 좌표를 각각    

  라 할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ㄴ.  
 ㄷ.  

[ 보  기 ]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6.  ≤ ≤ 일 때, 에 대한 방정식  cos    si n     
의 모든 근의 합은?

   ① 


   ②     ③ 


   ④    ⑤ 




7.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이    

log  
       ⋯일 때, ≤  



을 만족시키는 모든 항들의 곱은?

   ①             ②             ③ 

   ④             ⑤ 

8. 144의 서로 다른 양의 약수 전체를 작은 수에서 큰 수의 순서

대로 나열하여    ⋯ 이라 할 때, 

log  log ⋯ log 의 값은?

   ① 13    ② 14    ③ 15    ④ 16    ⑤ 17

9.  
 



의 값은 자리의 정수이다. 이때, 의 값은?    

(단, 은 25자리의 정수이다.)

   ① 9      ② 10      ③ 11     ④ 12      ⑤ 13

10.  자연수 에 대하여   의 

     ⋯ )의 계수를 각각  라 할 때, 옳

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이 짝수이면 







이다.

ㄴ. 











ㄷ. 







 

[ 보  기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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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의역이   ≤ ≤ 인 

함수   의 그래프가 오른

쪽 그림과 같을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lim

→
  

ㄴ. lim
→
  

ㄷ.   인 모든 실수 에 대하여 

lim
→
의 값이 존재하는 의 최댓값은 1이다.

[ 보  기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2. 함수  








   

 ≤   
  ≥ 

 이 모든 실수 

에 대하여 미분 가능하도록 세 실수   의 값을 정할 

때, 의 값은?

   ①     ②     ③     ④     ⑤ 

13. 최고차항의 계수가 인 사차함수   가 다음 조건

을 만족시킬 때, 의 값을 구하시오.

(가) 모든 실수 에 대하여   

(나) 함수 는   에서 극댓값 7을 갖는다.  

14. 최고항의 계수가 1인 이차함수 와 함수 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 
(나) 모든 실수 에 대하여   

(다) lim
→



 

이때, 의 값을 구하시오.

15. 연속함수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나) 모든 실수 에 대하여 
  

이때, 




의 값은?

   ①    ②  


   ③    ④  


   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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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함수   의 그래프와 의 도함수  ′ 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① 


    ② 


    ③ 


    ④ 


    ⑤ 



17. 원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수

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의 시각 

 ≤ ≤ 에서의 속도

를 각각  라 

할 때, 두 속도  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일 때, 옳은 것만을 [보

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이다.)

 
ㄱ.   일 때, 두 점  의 위치는 같다.

ㄴ.   일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최대이다.

ㄷ.   에서 두 점  는 만난다.

[ 보  기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8.  


의 전개식에서 의 계수가 960일 때, 

의 전개식에서 의 계수는? (단, 는 상수이다.)

    ① 405   ② 406   ③ 407   ④ 408   ⑤ 409

19. 흰 공과 검은 공이 들어 있는 두 주머니  에는 흰 공이 

각각 20%, 50%의 비율로 들어 있다. 주사위를 한 개를 던져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주머니 에서 공 1개를 임의로 꺼

내고 3의 배수가 아니면 주머니 에서 공 1개를 임의로 꺼

낸다고 한다. 이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은?

   ① 


    ② 


    ③ 


    ④ 


    ⑤ 



20. 표준편차가 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임의추출하여 모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구

간을    크기가 인 표본을 임의추출하여 모평균을 신

뢰도 99%로 추정한 신뢰구간을   라 하자. 부등식 

≤ 가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 의 최댓값을 구

하시오. (단, 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일 때, 

 ≤  ≤     ≤  ≤ 로 계산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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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BS [행렬의 연산과 그 성질]

  
 



   
    

 
   

 

   

 

으로부터          이므로 다

음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경우 1)      

(경우 2)    ≠  

(경우 3) ≠     

ㄱ. 예를 들어, ( 경우 2)에 해당하는 두 행렬

       
 

   
 

      
 

   
 

    에 대하여 ≠이다. (거짓)

ㄴ.   이므로   이 성립한

다. (참)

ㄷ. ( 경우 3)에 의하여 ≠이면  이므로  

  (참)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ㄷ이다.

정답 ⑤

2. EBS[행렬의 연산과 역행렬의 존재성]

ㄱ,    
 

는 1이 아닌 임의의 실수)은 

모든 이차정사각행렬    
 

에 대하여 

 를 만족시키므로 

∘ 를 만족시키지만 

≠이다. (거짓)

ㄴ. 이면 모든 에 대하여 

∘       이다. (참)

ㄷ.    
 

     
 

로 놓으면

 ∘∘  

    

    

  
    

 
   
    

     
 

   
 

      
 

   
      

 

       
 

∘∘이기 위해서는 

          이므로

        
 

이다. (참)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ㄷ이다.

정답 ⑤

3. EBS[행렬과 그래프 응용]

             

이라 하자.

그래프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행렬 의 성분들은 

모두 0 또는 1이다.

그리고 행렬 의 성분들은   성분을 기준으로 

대칭이어야 하므로

       이다. 따라서

이고  의 성분은 

이므로   이고  의 성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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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이다. 따라서 











    
    
    
    
    

이고 

그래프 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따라서 꼭짓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는 각 행의 성분

의 합과 같으므로

차레대로 나열하면 1, 3, 3, 2, 3이다.

정답 ⑤

4. EBS[지수함수의 응용]

   이고 두 점   는

곡선   


   위의 점이

므로 네

점      의 위치는 그림

과 같다.

∴   










 

사각형 의 긴 변의 길이가 9이므로

위 식에서         ⋯㉠
사각형 의 넓이가 8이므로     

⋯㉡
㉠과 ㉡에서 ×   이므로     


    

 ⋯㉢
㉠에서 






 

 즉 


이므로 ㉢에 의하여 






 

∴  


 ⋯㉣

 로 놓으면 ㉣에서  


이므로 ㉢에서 




  



 

  

∴ 




 
∵  

정답 ③

5. EBS[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함수 값 비교]

풀이.   log 의 역함수는   이므로 직선 

 가

  log 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좌표가   

이면 직선  가

   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좌표는   이 

된다.

  과   의 그래프를 비교하면 점   

보다 점   

가 오른쪽 아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 

성립한다.

ㄱ.   (참)

ㄴ.         에

서   (참)

ㄷ. 점   은 직선 

  위의 점이므로

      

     가 성립하므로       

    ∴   (참)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정답 ⑤

6. EBS [지수방정식과 삼각방정식]

cos   sin  에서  cos     sin  
라 하면

     cos
sin  이고 주어

진 방정식은  

    ∴

따라서    이므로

   

   

 이므로 

 ∴ cos

  

따라서 cos  이므로  cos  


 ∴ cos  ±





  cos 의 그래프는 직선  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직선  




 또는 직선  





와 만나는 점의 

좌표를 그림과 같이 각각      라 하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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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므로

 모든 근의 합은 이다.

정답 ④

7. EBS[여러 가지 수열의 일반항]

log  log  이므로

log   log 




 

 log 
      log    
∵ log  
     

 ∴  
 ≥ 

이때,  이면  
 이므로  

 
  ≥ 

≤ 
이려면 ≤ 이어야 

한다.

 ≤ 

  ≤

   이므로

    이다.

∴ ×× ××
 

정답 ④

8. EBS[정수의 약수와 수열]

    ·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   이므로  이고,

그 중 12를 제외한 14개의 약수들 중 두 수의 곱이 

144가 되는 두 수는 모두 7쌍이 존재한다.

∴ log  log ⋯ log   log ⋯
 log  ·  log  

정답 ③

9. EBS[상용로그와 수열의 합]

이 25자리의 정수이므로

≤ log   
≤  log  
≤ log   


     ⋯㉠


 



 








이므로

    
 



 



 log  log 
 



  log 
㉠에 의하여

 log 




 × 
 log 





 
따라서 

 



의 상용로그의 지표가 10이므로 11자

리의 정수이다.

 ∴ 

정답 ②

10. EBS[이항정리, 수열, 수열의 합 응용]

    
 

⋯ 
 

    
 

⋯ 
이

므로 

  

   

ㄱ. 이 짝수이므로

    























           

⋯   

(참)

ㄴ . 


 








 
 





×   

 



  ×     
 



  
 

(참)

ㄷ. 


 





 
 
 





   

 



    

 
 



       ⋯  × 
   

 (거짓)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이다.

정답 ③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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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BS[함수의 연속성]

ㄱ. lim
→

    lim
→

 이므로 lim
→
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거짓)

ㄴ.   의 그래프는   의 

   그래프를 축에 대하여 대칭 이

동한

   것이므로 오른쪽 그림과 같다.  

                

   lim
→

   

lim
→

  이므로

   lim
→
   (참)

ㄷ.   의 그래프는 오른

쪽 그림과 같다.          

     는   인 모

든 실수 에

   대하여 lim
→
의 값이 존

재하는 의    최댓값은 1이다. (참)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ㄷ이다.

정답 ④

12. EBS[함수의 미분가능성]

가  에서 연속이어야 하므로

 lim
→

  lim
→

  

    ∴      ⋯㉠
가   에서 연속이어야 하므로

 lim
→

  lim
→

  

    ∴      ⋯㉡
가   에서 미분가능해야 하므로

lim
→



 lim
→




                   

 lim
→



∵㉡  

lim
→



 lim
→



 

    ∴         ⋯㉢
㉠ ㉡ ㉢을 연립하여 풀면           

    ∴  








   

 ≤  
 ≥ 

한편, lim
→



 lim
→





lim
→

        

 lim
→


          

                        lim
→





이므로 가  에서 미분가능하다.

따라서 함수 가 모든 실수 에 대하여 미분가

능하다.   ∴ 

정답 ②

13. EBS[함수의 극값]

최고차항의 계수가 이므로

 라 하면 

 ′  
  이므로 의 그래프는 직선 

  에 대하여 대칭이다.

또,   에서 극대이므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에서 극대이고,   에서 극소이다.         

 

 ′  
     

     

∴       

∴  

극댓값   이므로  

∴   

정답 6

14. EBS[정적분의 여러 가지 성질]

′  ′ 이므로 (가)에 의해

  




 ′      
(나)에 의해   이므로 

   단 는 상수 
∴   

(다)에 의해

lim
→



 lim
→




 lim
→




                ∴ 

따라서      이므로

    

정답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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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BS[정적분]

   




 











               




 






               






 






               




 






               






   









따라서   




이므로 




 



정답 ②

16. EBS[정적분의 응용 면적]

함수   에서  ′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는 

       

 라 하면   이므로 조립제

법에 의해

  

    ∴  

또는   

이때, 두 함수의 그래프는 그림

과 같다.

따라서 구하는 넓이는






 






                     

















                       



                     






정답 ②

17. EBS[정적분의 응용 속도와 가속도]

오른쪽 그림의 네 부분      의 

넓이를 각각          라 하자.

ㄱ. 




  이므로  

    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가 같다. 즉,     시각 에서의 두 점

     의 위치를 각각  라 하면

      일 때,

 




          

 




     

이때,    이므로   일 때, 두 점  의 위

치는 같다. (참)

ㄴ. ≤ ≤ 일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점  는 

점점 멀어지고,

    ≤ ≤ 일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점 

 는 점점 가까워진다.

    그러므로   일 때, 두 점    사이의 거리

는 최대이다. (참)

ㄷ. 두 점  는 출발한 후   일 때, 처음으로 

만난다. (거짓)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이다.

정답 ③

18. EBS[이항정리와 적분]

의 전개식에서 항은 
  

이므로 


의 전개식에서 항은 이다.

의 계수가 960이므로     ∴ 

또, 의 전개식에서 항은 
  

이므로 의 전개식에서 항은 

이다.

따라서 구하는 의 계수는 405이다.

정답 ①

19. EBS[조건부 확률]

주사위에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주머니에서 흰 공이 1개 나오는 사건을 라 하자.

ⅰ 3의 배수의 눈이 나오고 주머니 에서 흰 공  

     이 1개 

나올 확률은 주머니 에 20%의 흰 공이 들어 

있으므로

      ∩         

× 






ⅱ 3의 배수의 눈이 나오고 주머니 에서 흰 공  

     이 1개 

     나올 확률은 주머니 에 50%의 흰 공이 들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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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         

×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   ∩  







 



정답 ⑤

20. EBS[통계 신뢰구간]

 ××






  ××






따라서 ≤ 이어야 하므로 




≤


 


≤


   ≤    

∴ ≤

따라서 자연수 의 최댓값은 56이다.

정답 5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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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수능 수리(나) 
정선 모의고사 6회

1

1. 이차정사각행렬 와 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는 영행렬이고, 는 단위행렬

이다.)

 
 ㄱ.      이면  이다.

 ㄴ.    이면  이다.

 ㄷ.     이면  이다.

[ 보  기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2. 두 수열  이               ⋯

을 만족시킬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은?

 

ㄱ. 무한급수
 

∞

이 수렴하면 수열 은 수렴한다.

ㄴ. 무한급수
 

∞

이 수렴하면 무한급수
 

∞

은 수렴한다.

ㄷ. 무한급수
 

∞

이 수렴하면 무한급수


∞

은 수렴한다.

[ 보  기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 다음 그래프와 그 그래프의 연결 관계를 행렬로 나타낸 것인

데 행렬의 성분의 일부가 보이지 않는다. 네 실수 

   에 대하여 의 값은?

   ① 0      ② 1      ③ 2      ④ 3      ⑤ 4

4. 











    
    
    
    
    

 한 꼭짓점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변이 없

고 두 꼭짓점 사이에 많아야 한 개의 변이 존재하는 그래프 

의 연결관계를 나타내는 행렬 가 있다. 행렬  의 

  성분을               

라 할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ㄴ.  

 ㄷ. 행렬  의 성분 중 최댓값은 4이다.

[ 보  기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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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고  인 삼각형 

가  를 지름으로 하는 원에 내접

하고 있다. 선분  위의 

  인 점 에 대하여 선

분 의 연장선이 원과 만나는 점

을 라 하자. 이때, 


의 값은?

   ①         ②          ③ 

   ④          ⑤ 

6.  임의의 양수 에 대하여 함수 를 

  log   log  라 하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

든 실수 의 값의 곱은? (단,  는 보다 크지 않은 최대

의 정수이다.)

(가) ≤       (나)    

   ① 




  ②   ③ 



  ④ 



  ⑤ 

7. 첫째항이 100이고 공차가 정수인 등차수열 에 대하여 첫

째항부터 제항까지의 합을 이라 하자. 어떤 자연수 에 

대하여  이 성립할 때,  을 만족시키는 모든 항

의 합을 라 하면 의 최댓값은?

   ① 260    ② 265    ③ 270    ④ 275    ⑤ 280

8. 수열 이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
 · · ·⋯

을 만족시킬 

때, 

lim
→∞
의 값은?  (단, ≠ )

   ① 


      ② 


      ③ 1      ④ 3      ⑤ 4

9. 두 직선  


     를 각각   이라 하고, 

직선  위에 점   이 있다. 직선  위를 움직이

는 점 와 축 위를 움직이는 점 에 대하여 

 
 의 값이 최소가 되는 두 점  를 각

각     이라 하고, 선분   과 직선 의 교점을 라 

하자.  
 의 값이 최소가 되는 두 점  

를 각각   이라 하고, 선분   와 직선 의 교점을 

라 하자. 이와 같이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에 대하여 

 
 의 값이 최소가 되는 두 점  를 각

각   이라 하고, 선분 과 직선 의 교점을 

라 하자. 이라 할 때, 
 

∞

의 값은?

   ①    ②


  ③


  ④    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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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집합     
 

    는 자연수의 원소인 행렬 

   
 

에 대하여     log  log log  log  라 하자. 이

때,      를 만족시키는 의 두 

원소  의 순서쌍   의 개수는?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11.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좌표평면 위의 점  가 나

타내는 영역의 넓이는?

(가) ≤≤  ≤ ≤ 

(나) 모든 실수 에 대하여 행렬   cos sin
 cos

는 역행렬을 갖는다.

   ① 7      ② 9      ③ 11      ④ 13      ⑤ 15

12. 모든 실수 에 대하여 지수부등식  ·   
이 성립할 때, 실수 의 값의 범위는?

   ①       ②       ③  

   ④    ⑤  

13.   인 함수 에 대하여 함수 를

 










≠

   
 으로 정의하자. 는   

에서 연속일 때,   에서 미분가능한 함수만을 [보기]에

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ㄴ.             
 ㄷ. 

[ 보  기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14. 미분가능한 함수 의 그래프

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이라 할 때, 구

간  에서 부등식 

 ′   의 해는? (단, 

 ′    ′     ′         

    )

   ①    

   ②    

   ③   또는     

   ④     또는    

   ⑤    또는      또는     

15. 삼차함수   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가 다음 두 조

건을 만족시킬 때, 구간    에서 

함수   의 그래프와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단,              )

(가) 구간   에서 함수   의 최댓값은 3이다.

(나) 구간   에서 함수   의 최댓값은 

     4이다.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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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     0.34

 2.0     0.48

 3.0     0.49

16. 원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의 

시각   ≤ ≤ 에서의 속도

를 각각  라 할 

때, 두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

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이고 두 점  

가 출발한 후   까지 움직인 거리가 같을 때, 옳은 것만

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점가 출발한 후  까지 움직인 거리는






이다.

ㄴ. 두 점  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안 

점 가 움직인 거리는 




보다 작다.

ㄷ.   일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점 

가 출발한 후   까지 움직인 거리와 같다.

[ 보  기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7.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이라 하자. 행렬    
 

에 대하여

   일 확률은? (단, 는 단위행렬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구간   에서 정의된 연속확률변수 의 확률밀도함

수 가 구간   의 모든 실수 에 대하여 

  를 만족시킬 때, 




  


 






  


이다. 이때, 





의 값은?

   ① 


    ② 


    ③ 


    ④ 


    ⑤ 



19.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위의 점 

 에서의 접선과 축 및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실수 

 에 대하여 의 값을 

구하시오. (단,   )

20. 어느 고등학교 3학년에서 실

시한 1학기말 시험의 수학점

수는 평균이 50점, 표준편차

가 20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고 한다. 이 학교엥서 3학년 

학생들에게 1학기말 수학시험

에 대한 성적우수상을 수여하려고 하는데 수상할 학생의 최

저 점수는 90점이었다고 한다. 이 학교 3학년 학생 중 임의

로 뽑은 400명에서 성적우수상을 수상한 학생이 명 이상일 

확률이 0.01이하일 때, 자연수 의 최솟값을 오른쪽 표준정

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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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수능 수리(나) 
정선 모의고사 6회 풀이

1

1. [EBS : 행렬의 연산 성질을 활용]

 ㄱ.     

    ⇔     

    ⇔ 

    ⇔  

    이때,    
 

     
 

이면 

 이지만

         
 

이므로 ≠이다. (거짓)

ㄴ.    

             ∵   

             ∵    (참)

ㄷ.   에서  이고 양변의 오른

쪽에 를 곱하면

      

     이므로     

    이때,  에서  이므로

           (참)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ㄷ이다.

정답 ⑤

2. [EBS : 무한급수 성질을 활용]

ㄱ.  




이므로

  lim
→∞
  lim

→∞


  lim
→∞





 
 

∞



  따라서 
 

∞

이 수렴하면 수열 은 수렴한다. (참)

ㄴ. [반례]  


이라 하면


  

∞

  lim
→∞

  



  lim
→∞

  

∞





   lim
→∞


  

    이지만

  

 

  




 








  

이므로

   lim
→∞
≠ 이다.

    따라서 


∞

은 발산한다. (거짓)

ㄷ. 
 

∞

이 수렴하면 lim
→∞
 이므로   

    lim
→∞






 
    

 

∞

     ∴
 

∞

 

    그러므로 


∞

은 수렴한다. (참)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정답 ③

3. [EBS : 행렬의 그래프와 인접행렬]

꼭짓점 와 꼭짓점  사이에 변이 1개 존재하므로 

 이다.

꼭짓점 와 꼭짓점  사이에 변이 1개 존재하므로 

  이다.

꼭짓점 와 꼭짓점  사이에 변이 존재하지 않으므

로   이다.

꼭짓점 와 꼭짓점  사이에 변이 1개 존재하므로 

 이다.

∴  

정답 ④

4. [EBS : 인접행렬의 성질을 활용]

   ㄱ.           이므로 

         이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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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이므로  











    
    
    
    
    

  따라서  이다. (거짓)

ㄷ. 행렬  의 성분 중 최댓값은 4이다. (참)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정답 ④

5. [EBS : 원의 성질을 활용]

선분 가 원의 지름이므로 ∠ 이고

  이므로 ∠ ∠ 이다.

원주각의 성질에 의하여

 ∠ ∠  ∠ ∠ 이므

로

 선분 는 삼각형 에서 ∠의 이등분선

이다.

따라서       이므로

 





 

 
 




이때,  


 
 















이므

로

 


 


 

정답 ①

6. [EBS : 지표와 가수의 성질을 활용]

 (가)에서  ≤ log   
log 의 지표를  가수를 라 하면  

log











 일 때




  일 때

(나)에서 log 의 가수와 log의 가수의 합이 1이

므로

ⅰ   일 때, 


 에서   


 

  ∴ log   

   ∴ 




ⅱ   일 때, 


 에서   



   ∴ log   

   ∴ 




따라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의 값의 곱은 





·


이다.

정답 ②
7. [EBS : 등차수열의 합을 활용]

등차수열 의 첫째항이 100이므로 공차를 라 하면

  


  즉 

 

              
   20          1   



   10          2    
    5          4    
    4          5    
    2         10    
    1         20    없다

이때, 의 값은 정수이고 의 값이 최대일 때 의 

값이 최대이므로

일 때 는 최댓값을 갖는다. 따라서 구하는 

의 최댓값은

      

정답 ⑤

8. [EBS : 수열의 극한 성질을 활용]

⋯ 


이고

 · · ·⋯ 




 











                            














이므로

  




⋯
 · · ·⋯















따라서   에서

 

 



∴ lim
→∞
 lim

→∞



 



정답 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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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BS : 무한급수 도형에의 활용]

점 을 직선   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각각 

 ′   ″이라 하면 [그림 1]에서  
 의 

값을 최소로 하는 두 점  는 선분  ′   ″이 

직선  그리고 축과 만나는 점이다. [그림 2]에

서 두 직선   이 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의 크기가 각각   이므로 ∆ ′은 정삼

각형이고 점 은 ∆ ′의 무게중심이다. 또, 

두 삼각형  ′    ′ 은 닮음비가 

  이므로   


이다.

 이 므 로  

 × 


× 


× 


 

∴
 

∞

 












정답 ②

10. [EBS : 행렬의 성질을 활용]

    
 

    ′ ′
′ ′ 이라 하면

    log ′  log ′ log ′  log ′ 
     log  log log  log    log ′ log ′log ′ log ′
  log ′ log ′log ′ log ′
따라서      이면

log ′   log ′  ′ ′  ′  
이때, 와 ′은 자연수이므로    ′    
∴ ′ 
같은 방법으로   ′    ′   ′ 이다.

따라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행렬 와 는 

    
 

이므로

두 행렬 와 의 순서쌍   는 1개이다.

정답 ①

11. [EBS : 역행렬의 성질을 활용]

 행렬  cos sin
 cos 가 역행렬을 가지려면

 coscossin≠
coscossin≠  
cos≠ ∵ cossin  이어야 한

다.

ⅰ  일 때, ≠이므로 역행렬이 항상 존

재한다.

ⅱ ≠일 때, 모든 실수 의 값에 대하여 

cos ≠


이

 성립해야 하므로

  
      

∴    또는 

      

ⅰ ⅱ에 의하여    

 ∴        ⋯㉠
따라서 ≤≤  ≤ ≤ 과 ㉠          

을 평면 위에 나타내면 그림과 같다.

따라서 구하는 넓이는

   ×× 


×× 

정답 ③

12. [EBS : 지수부등식 활용]

· 에서   라 하면  이고

     

  라 하자. 주어진 부등식이 

 에서 항상 성립하려면

ⅰ ≤ 일 때, 는  에서 증가하여 

 ≥ 이어야

   하므로  ≥  ≤ 


   ∴ ≤

ⅱ  일 때, 의 최솟값 가   이

어야 하므로

            

               ∴  

ⅰ ⅱ에서  

정답 ③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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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BS : 함수의 극한 성질을 활용]

ㄱ.   이므로

    lim
→



 lim
→



 lim
→


                      ( ∵ 는     

                     에서 연속

    따라서  ′   이므로 는   에서 미

분가능하다.

ㄴ. [반례]   라 하면

           ≠   
 은   에서 

연속이지만

    lim
→



 lim
→



 lim
→



 

    lim
→



 lim
→



 lim
→





    따라서 lim
→



≠ lim
→



이므

로

    는   에서 미분가능하지 않다.

ㄷ.   라 하면

   

lim
→



 lim
→


 ·
 lim
→




                   lim
→
    

따라서  ′   이므로   는   에서 

미분가능하다.

그러므로   에서 미분가능한 함수는 ㄱ, ㄷ이다.

정답 ⑤

14. [EBS : 도함수의 부호 활용]

  ′    ′ 이므로  ′   의 해는 

′   의 해와 같다.

ⅰ     ′   인 경우        

ⅱ     ′   인 경우       

또는     

ⅰ ⅱ에서 구하는 해는

      또는     또는     

정답 ⑤

15. [EBS : 정적분과 도함수 활용]

 두 구간       에서 함수   의 그래

프와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각각  

라 하면 구간    에서 

     

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가) 조건에서 함수 

  의 최댓값이 3이므

로 

오른쪽 그림에서 

또, (나) 조건에서 함수   의 최댓값

은 4이고 오른쪽 그림에서 최댓값은 이므로   

  

 ∴ 

따라서 구간    에서 함수   의 그래프와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다.

정답 ⑤

16. [EBS : 정적분 활용]

 오른쪽 그림의 세 부분 

   의 

넓이를 각각        라 

하자. 






 






에서

         ∴         ⋯㉠
또, 두 점이   까지 움직인 거리가 같으므로






 




에서

         ∴         ⋯㉡
㉠ ㉡에서      

ㄱ. 점 가 출발한 후   까지 움직인 거리는 

    




       




 

(참)

ㄴ. 두 점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각은 

≤ ≤ 이므로 점 가 움직인 거리는

    




      즉, 




 






  (참)

ㄷ.   일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즉, 점 가 출발한 후   까지 움직인 거리

와 같다. (참)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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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34

 2.0     0.48

 3.0     0.49

정답 ⑤

17. [EBS : 확률에의 응용]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모든 경

우의 수는

× (가지)

한편,   이고

    
    

 
   
 

     
    

 
   

 


 

따라서 조건을 만족할 경우는 다음 두 가지이다.

ⅰ 이 짝수이고  인 경우을 순서쌍 

 으로 나타내면  (4, 2), (2, 4), (0, 6)  

그러므로 3가지이다.

ⅱ 이 홀수이고  인 경우을 순서쌍 

 으로 나타내면  (2, 1), (6, 3), (4, 5)  

그러므로 3가지이다.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정답 ①

18. [EBS : 확률밀도함수의 성질]






 























                 








  



∴




 








 




 




 
















정답 ②

19. [EBS : 미분의 성질을 활용]

  이므로  ′ 
점  는 곡선    

위의 점이므로

점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직선과 축, 축의 교점을

각각  라 하면  


  

∆의 넓이를  라 하면

   

이므로

 ′   

  




 ′   에서  또는  

  에서 함수  의 증가 · 감소를 표로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    1    ⋯   (3)

 ′         0    

      ↗   극대    ↘

따라서  는  에서 극대이면서 최대이다.

∴          ∴     

정답 5

20. [EBS : 정규분포의 성질 활용]

수학 점수를 확률변수 

라고 하면 는 정규

분포   을 따

르므로

≥ ≥
   ≥    ≤ ≤    

이때, 임의로 뽑은 400명에서 성적우수상을 

수상한 학생의 수를 

확률변수 라고 하면 는 이항분포 

  를 따르므로

    ×  

    ××    

그런데  은 충분히 큰 수이므로 는 근

사적으로 정규분포   을 따른다.

이때,  ≥  ≤ 에서  

≥
  ≤    ≤≤

  ≤

즉, 


≥ 에서 ≥ 이므로 자연수 의 

최솟값은 17이다.

정답 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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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교재의 편집 방향

  본 교재는 울산 지역의 고교생들의 수리 영역 중 가형, 나형의 공통 출제 교과 과목인 
수학 Ⅰ의 고난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실제로 수업 현장에서 보면, 수학 Ⅰ에 관한 공부
를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수학 Ⅰ의 기본적인 내용과 문제 해
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나 고난도 문제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상당
히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수학 Ⅰ의 수능의 흐름을 쉽고 명확하게 짚어줄 수 
있을지, 다양한 문제 유형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수능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정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수험생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기
존의 모의평가 및 전국연합 평가 기출 문제 중 고난이도 문제를 선별하여 문제를 구성하
였다. 더불어, 기존의 기출 문제와는 다르게 <해결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교재를 통하여 수학 Ⅰ의 고득점을 얻기 위한 기존의 수험생뿐만 
아니라, 수학 Ⅰ을 배운 학생 중 좀 더 수학 Ⅰ의 심화 학습을 하고 싶은 학생이 공부한
다면 수학 Ⅰ의 내용 정리 뿐 아니라 수능의 출제 경향을 미리 알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성 및 특
징

  최근 6년간(2006-2011) 평가원 및 전국 연합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나눈 후, 각 단원에 
속하는 고난도 문제를 기출년도 순으로 수록하였으며 각 단원별로 최근 기출 문제부터 
구성함으로써 수능의 최신 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교재의 구성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각 문제마다 <해결 전략>을 추가함으로써 스스로 생각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난도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하나의 길잡이를 제시하여 조금 더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 째, <정답과 해설편>에서는 단순한 문제 풀이를 넘어 체계적인 사고 절차를 확립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하나의 풀이 방법이 아닌, 다른 교과 및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별해를 제시함으로써 수학을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난도 문
제일수록 인과 관계를 꼼꼼히 설명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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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의 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차별화된 풀이(별해)를 통해 다양한 사고
력과 문제 적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기 대 효 과

 수학 Ⅰ의 각 단원별로 최근 기출 문제 순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최신 경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수능 출제 유형을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문제마다 
제시되어 있는 <해결 전략>을 통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고난이도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익혀 좀 더 쉽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매 해 치러지는 
수리 영역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최고 난이도의 문제들을 대비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 수학 Ⅰ을 학습한 학생 중 심화반 학생을 대상으로 매일 적당한 분
량의 문제를 꾸준히 푼다면 수학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신장 시킬 뿐만 아니라, 수학
Ⅰ의 수능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여 미리 수능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2012. 8. 

대송고등학교 수학교사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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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수능 수학Ⅰ 모의고사
 고난도 기출문제 (100제) 

1

행렬       라 둔 후, (가)조건과 (나)조건에 의해 행렬 

를 유추하고 이를 이용하여, 를 구한다.

* 문제의 조건을 이용하여 ㄱ의 식을 확인한다.

* ㄱ의 식을 이용하여 ㄴ의 식이 나옴을 증명한다.

* ㄴ의 식을 이용하여 ㄷ의 식이 나옴을 확인한다.

 이라 두고 이 피보나치수열임을 이용

하여 의 값을 구한다.

1.  두 이차 정사각행렬 에 대하여    
가 성립할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1. 3월 교육청)        

  

<보 기>
ㄱ.   

ㄴ.       

(단,     ⋯)

ㄷ.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해결 전략>

<ㄷ의 또다른 해결 전략>

2. 행렬      와 이차정사각행렬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행렬 의  성분과  성분의 합은?  

(2011. 9월 평가원)  

(가)   

이다.

(나)  이고, 이다.

① 2

② 4

③ 6

④ 8

⑤ 10

<해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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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렬  라 두고 , 의 거듭제곱을 시행한다. 

*   이므로 행렬  의 모든 성분의 합이 3이 
되는 것을 찾는다.

*  이므로  가 되어 행렬 B는 같은 것이 
6단위로 순환한다는 것을 이용한다.

케일리-헤밀턴 정리를 이용한다.

     라 할 때

  

1단계 : 에서 까지 가는 길의 중간에  를 만든다.

2단계 : →→의 방법의 수와 →→의 방법
의 수를 구한다.
3단계 : 위의 두가지 경우의 수를 더해서 행렬로 나타낸다.

3. 행렬   
 

에 대하여 행렬  의 모든 성분의 합

을 이라 하자. 이때,  
을 만족시키는 100이하의 

모든 자연수 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2011. 10월 교육청)   

<해결 전략>

<또 다른 해결 전략>

4.  그림과 같은 두 개의 도로망이 있다.

  

 

이차정사각행렬 의  성분        를 

  지점에서 도로망을 따라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

는 방법의 수)로 정의하자

   다음 중 지점에서 도로망을 따라 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와 같은 것은?(단, 모든 도로는 서로 평행하거

나 수직이다.(2011. 10월 교육청) 

① 행렬 의  성분

② 행렬  의  성분

③ 행렬  의  성분

④ 행렬 의  성분과  성분의 곱

⑤ 행렬 의  성분과  성분의 곱

<해결 전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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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  인  는 실수)의 

꼴로 나타나는   행렬 는 반드시 역행렬을 가진다. 

 *       ⇔        

⇔ 

     

이차정사각행렬 가

     


 꼴로 변형이 될 때 

⑴ 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       의 한 쌍의 해만 가진다.

⑵ 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   는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진다.

  ⇔      이외의 해가 존재한다.

5. 이차정사각행렬 ,  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는 영행렬이고, 는 단위행

렬이다.) (2010. 3월 교육청)   

<보 기>
ㄱ.   ,    이면   이다.

ㄴ.  ,    이면   이다.

ㄷ.   ,  이면   이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해결 전략>

6.  에 대한 연립방정식 

     
   



    가       이외의 해를 갖

도록 하는 모든 실수  의 값의 합은?  (2010. 6월 모의평

가)  ① 

② 

③ 

④ 

⑤ 

<해결 전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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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차정사각행렬   에 대하여

    이고    일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는 단위행렬이다.)  (2010. 9월 

모의평가)  

<보 기>
ㄱ.   이면    이다.

ㄴ.   

ㄷ.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이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해결 전략>

*행렬의 역행렬의 정의를 활용

정의 :    를 만족하는 행렬  가 행렬  의 역행

렬  이다. 
 (     를 만족해야 하나,    이면 

   가 성립한다.)

* 의 역행렬이 모두 존재할 때

      이고,     이다.
*행렬의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

        이다.

8. 이차정사각행렬 가    을 만족시킬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는 단위행

렬이고,  는 영행렬이다.) (2010. 10월 교육청)  

< 보 기 >
ㄱ.    

ㄴ.     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ㄷ. 모든 실수 에 대하여    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해결 전략>

*행렬의 역행렬의 정의를 활용

정의 :    를 만족하는 행렬  가 행렬  의 역

행렬  이다. 

*        (단,  ≠  인  는 실수)

의 꼴로 나타나는 행렬 는 반드시 역행렬을 가진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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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조건에서 역행렬의 성질을 끌어내고  행렬에서 거듭제곱 법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9. 두 이차정사각행렬 ,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나)     

다음 중 행렬  과 항상 같은 것은? 

(단, 는 단위행렬이다.) (2009. 3월 교육청)

①    ②       ③        ④      

⑤ 

<해결 전략>

10. 영행렬이 아닌 이차정사각행렬 가 임의의 자연수 에 대

하여    을 만족할 때,  을 간

단히 하면? (2009. 교육청)

  ①              ②              ③     

  ④                ⑤     

<해결 전략>

주어진 식    을 변형하여    을

이용하여 규칙성을 찾는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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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집합의 조건에 만족하는 S의 원소를 두고, 역행렬이 존재할 조건과

행렬의 곱셈을 이용하여 해결해 본다.
를 구하여 행렬 를 구한 후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

계를 이용하여 행렬 의 모든 성분의 합의 최솟값을 구한다.

11. 집합        , 는 이차정사각행렬 에 대

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09. 3월 교육청)

 <보 기>
ㄱ. ∈이면 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ㄴ. 이차정사각행렬 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다.

ㄷ. ∈ , ∈이면 ∈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해결 전략>

12. 두 행렬      ,       에 대하여 이차정사각행렬 

가  를 만족시킨다.   일 때, 행렬 의 

모든 성분의 합의 최솟값은? (단,  는 양수이다.)(2009. 

교육청)

①       ②      ③      ④           ⑤ 

<해결 전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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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이해하여 행렬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13. 이차정사각행렬  의     성분       , 

    를 직선    와 원    이 

만나는 점의 개수로 정의할 때, 행렬  는?(2009. 10월 

교육청)

  ①   
 

        ②   
 

        ③   
 

  ④   
 

        ⑤   
 

<해결 전략>

14. 좌표평면 위의 점 P   에 대하여 행렬 P 를 

P      로 정의하자. 임의의 두 점 P Q 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는 단위행렬

이다.)  (2008. 3월 교육청)

< 보 기 >
ㄱ. PQ R인 점 R 가 존재한다. 

ㄴ. PQ QP
ㄷ. 점 P 가 원점이 아니면 PS 인 점 S 가 

    존재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해결 전략>

 좌표평면 상의 점의 좌표와 행렬의 성분과의 관계를 파악한 

후, 행렬을 계산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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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집합 

      
   ≠ ≠       는 실수

 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08. 9월 평가원 모의수능평가)

<보 기>
ㄱ. ∈이면 ∈이다.

ㄴ. 행렬      의 성분 , , , 가 이 순서로 공차

    가 양수인 등차수열을 이루면 ∈이다.

ㄷ. ∈이면 는 역행렬을 가진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해결 전략>

 집합 를 만족하는 원소를 두고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16. 두 이차정사각행렬 , 에 대하여  이고   

일 때,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07. 

6월 평가원)

<보 기>
 ㄱ.    

 ㄴ.    

 ㄷ. 는 역행렬을 갖는다. (단, 는 단위행렬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해결 전략>

*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

 ① 성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

  즉 A  a bc d 이면

  A
   

 
 (단, ≠)

 ② 성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경우

  A․ X E가 되는 X를 찾는다. 

  AkE의 경우 행렬 A에 대한 이차식(케일리-해밀턴 정

리 이용)을 구하면 역행렬을 쉽게 구할 수 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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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두 양수 , 에 대하여 log log이고 

행렬   
 

가 역행렬을 갖지 않을 때, 의 값은? 

(2007. 6월 평가원)

① 

② 

③ 

④ 

⑤  

<해결 전략>

 지수 방정식   의 풀이 

 ① 밑이 같을 때( ) 지수가 같다.

 ② 밑이 다르면(≠) 지수는 0이다.
  

18. 두 이차정사각행렬   에 대하여   가 성립하기 

위한 충분조건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는 단위행렬이다.) (2007. 10월 교육청)

< 보 기 >
ㄱ.  

ㄴ.     

ㄷ.   

① ㄱ

② ㄱ,ㄴ

③ ㄱ,ㄷ

④ ㄴ,ㄷ

⑤ ㄱ,ㄴ,ㄷ

<해결 전략>

 *행렬의 곱셈에서 결합법칙, 분배법칙은 항상 성립하지만, 

교환법칙은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

  단, 임의의 정사각행렬 A에 대하여 행렬 A와 A의 거
듭제곱과 단위행렬 E로 구성된 A nA  n E는 행
렬 A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자연수, 는 정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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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행렬    
 

에 대하여 행렬  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    ⋯)

이때, 행렬 ⋯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2007. 10월 교육청)

<해결 전략>

*  을 구하는 방법

 ①      ⋯를 구해서 규칙성을 찾는다.

 ② 케일리-해밀턴 정리를 이용하여 행렬 에 대한 이차

    식을 구한 후 이를 이용한다.

  A adAadbcEO
  A  adAadbcE이므로
  A nAE으로 바꿀 수 있다.

20. 이차정사각행렬   가 역행렬을 가질 때, <보기>에서 항

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는 단위행렬이다.)

    (2006. 6월 평가원)

<보 기>
ㄱ.         
ㄴ.    이면     이다.   
ㄷ.     이면   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해결 전략>

* 추론능력(진위)

ㄱ.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살펴본다. 행렬의 곱셈에서는 곱하는 

    순서를 조심

<강의>행렬의 곱셈에서 주의해야 할 성질

① ≠  ② ≠  

③ ≠  

④ ≠  

ㄴ. 역행렬의 정의를 생각해보자.

ㄷ. 거짓인 건 반례를 찾아보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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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두 실수   에 대하여 행렬     의 역행렬

이 존재하지 않고, 복소수    의 제곱이 

음의 실수일 때,  의 값은? (단,   이다.) 

(2006. 9월 평가원)

①     ②     ③     ④     ⑤  

<해결 전략>

* 문제해결능력(복합)

- 행렬     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조건은 

  

<강의> 복소수   (는 실수)에 대하여

  

이 때, 이 음의 실수가 되려면  ,    따

라서  or   . 그런데   이면   모순이 되므
로  이고 ≠

즉, 이 음의 실수가 되려면 는 순허수가 되어야 함. 

22. 그림과 같이 지수함수   와    의 그래프는 직선 

   와 각각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의 그

래프,     의 그래프와 직선   의 교점을 각각 P, 

Q 라 하고 직선   와 직선   의 교점을 R 라 하

자.  

    

  이면 두 점 Q 와 R 가 일치할 때, 옳은 것만

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단,    )1) (2011. 3월 교육청)          

<보 기>
ㄱ.    이면 두 점 Q 와 R 가 일치한다.

ㄴ. PQ   이면 QR   이다.

ㄷ. PQ  


을 만족시키는 실수 의 값의 개수는  

        이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해결 전략>

* 세 점 P, Q, R의 좌표가 같다는 것을 이용하여 좌표의 

  차이를 구한 후 지수방정식을 이용하여 해결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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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구

       한다.

2단계 넓이 = 가로×세로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 산술기하평균을 활용한다.

산술기하평균대신 미분을 이용한다.

- 일 때, ′   이고  일 때, ′   
이면  에서 는 최솟값을 갖는다.

23. 함수   의 그래프 위의 점 P  과 함수 

   의 그래프 위의 점 Q    에 대하여 

    가 성립한다. 그림과 같이 두 점 P, Q를 지나

고 축, 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려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솟값은?(2011. 10월 교육청) 

① 



② 



③ 



④ 



⑤ 



<해결 전략>

<또 다른 해결 전략>

24. 그림과 같이 두 곡선     ,   


의 교점을 

A라 하자. 점 B 의 좌표가     일 때, 삼각형 AOB
의 넓이가 이 되도록 하는 양수 의 값을 구하시오. 

(단, O 는 원점이다.)   (2010. 03월 교육청)    

   

<해결 전략>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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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곡선의 교점   은 두 곡선    모두에   

   포함되는 점이므로   이고,   이다. 

*    ≠    일 때      ⇔   log
* 로그의 성질

         이고 ≠ 일 때

 
log   log 

25.  인 두 자≤  ≤  ≤  ≤ 연수   에 대하여 

 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쌍   의 개수는?  

(2010. 09월 모의평가)  

① 

② 

③ 

④ 

⑤ 

<해결 전략>

*    는 자연수일 때

⑴     



⑵   주어진 제곱근이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가 소인

수일 때 

가 자연수가 되어야 한다. 

*    두 값이 모두 변하는 경우 한 값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서 경우의 수를 구한다.

26. 이차방정식      의 두 근을 각각    라 할 

때, 
 ․ 
  ․   

의 값을 구하시오.(2009. 6월 교육청)

<해결 전략>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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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방정식의 계수를 통해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한 다음, 지수법칙

을 이용하여 주어진 값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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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함수    에 대하여  

           일 때, 의 값은 




이다.  의 값을 구하시오.  

(단, , 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다.)(2009. 6월 평가원)

<해결 전략>

지수함수의 성질을 이해하는지 묻는 문제로 주어진 식을 간

단히 정리하고 연립방정식의 풀이를 통해 a, b의 값을 구해

야 한다.

28. 제사분면에서 직선    위의 한 점 P 를 지나고 축

에 평행한 직선이 곡선   과 만나는 점을 A라 하고, 

점 P 를 지나고  축에 평행한 직선이 곡선   log와 

만나는 점을 B 라 하자. 이때, 세 삼각형 OPA , PAB , 

OPB 의 넓이를 각각   ,   ,  이라 하자. 

            일 때, 상수 의 값은? (단, O 는 

원점이다.)  (2008. 10월 교육청)

①      ②      ③      ④      ⑤ 

<해결 전략>

점 P는 직선    위의 점이므로 점의 좌표를 Pa a
라 둔 다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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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실외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 때, 실내 공

간 에서 공기 중의 초기 이산화탄소 농도  를 측

정한 후,  시간 뒤의 실내 공간의 이산화탄소 농도 

  와 환기량 m/시)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단, 는 양의 상수이고,m는 실내 공간의 부피이다.)

 실외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고 환기량이 일

정할 때, 초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인 빈 교실에서 

환기를 시작한 후 시간 뒤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였

더니  이었다. 환기를 시작한 후 시간 뒤에 이산화

탄소 농도가 가 되었다. 의 값은?  (2008. 6월 평

가원 모의수능평가)

①        ②       ③       ④        ⑤   

<해결 전략>

 수학내적 문제 해결 문제로, 주어진 식을 보고 미지수 사이

의 관계를 파악하여 계산한다.

30. 부등식 ＜＜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에 대

하여 






‧ 


 




‧ 


 




‧ 


 이라고 할 때,   의 대소 관계로 옳은 것은?  

(2008. 6월 평가원 모의수능평가)

① ＞＞      ② ＞＞     ③ ＞＞
④ ＞＞      ⑤ ＞＞

<해결 전략>

 ＜＜을 만족하기 위해서 와 의 부

호가 무엇이어야 할지 먼저 생각한 다음 대소관계를 구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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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그림은 함수        의 그래프와 직선   이다.  

곡선      위에 임의로 두 점을 잡아 그 두 점의 좌

표를 각각      라 할 때, <보기>에서 항상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07. 3월(가) 교육청) 

< 보 기 >
ㄱ.     이면     이다.

ㄴ.     

ㄷ.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해결 전략>

 두 점  와  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는

 


이다.

32.  이상인 두 자연수 , 에 대하여  를 

   로 정의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07. 6월 평가원)

<보 기>
 ㄱ.    

 ㄴ.  ⋅    

 ㄷ.    이면  log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해결 전략>

*지수의 덧셈과 뺄셈은 제곱근 형태(  )로 고친 후 연산하

고, 지수의 곱셈, 나눗셈은 지수 형태(



)로 고친 후 연산

한다. 

 여기서, 는 소수가 되도록 소인수분해해서 연산한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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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연립부등식이 나타내는 영역에서  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2006. 6월 평가원)

  ≦ 

  ≦ 

 ≧   ≧ 

<해결 전략>

* 문제해결능력(복합)

- 각 부등식이 나타내는 영역을 좌표평면에 나타내기

-  로 놓고 영역 내에서 움직여보기

- (tip) :  로 놓고 에 대해서 최댓값을 구하려고 

하면 그리프를 그리기도 힘들고 그린다 해도 주어진 영역

의 어떤 점에서 최대값을 갖는지 찾기 힘듦.

34.        을 만족하는 세 실수    에 대하여

              

이라고 하자. 이때,    의 대소 관계로 옳은 것은? 

(2006. 10월 교육청)

①        ②        ③  

④      ⑤  

<해결 전략>

* 이해능력

- 지수함수를 이용하여 수의 대소 관계를 판정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두 양수 가 를 만족할 필요충분조건은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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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이용하여 준식을 정리하고 log 로 치환

하여 로그부등식의 해를 구한다.

* log log  log

가 정수가 되려면 


  또는 




 


의 형태이어야 한다.

*   이어야 하므로 100개에서 위의 1단계를 만족하

는 의 개수를 빼면 된다.

35. 부등식 log log≤ 을 만족시키는 정수 의 개수

는?(2011. 6월 평가원)  

① 12

② 13

③ 14

④ 15

⑤ 16

<해결 전략>

36. 100이하의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S라 할 때, ∈에 대하

여 집합 {∈이고 log log는 정수}의 원소의 개수

를 이라 하자. 예를 들어   이고   이

다. 이때,   인 의 개수를 구하시오.(2011. 6월 평

가원) 

 

 <해결 전략>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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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 값은 정수이다.

(나)   

1단계 : log 로 치환 후 준식을 에 대한 이차방정식

의 형태로 나타낸다.

2단계 :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므로 판별식  임을 이

용하여 간단히 정리한다.

3단계 : 가 양수이므로 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해결하여 

와 를 구한다.

37. 양수 에 대하여 log의 지표와 가수를 각각  

라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의 값의 곱은?    

(2011. 9월 평가원) 

① 

② 



③ 



④ 

⑤ 



<해결 전략>

* (가)조건에서 가 정수가 되야 하고 ≤ 이므로  

≤ 이 된다. 따라서   또는   또는  

  

*  (나)조건에서   이므로

         또는       또는

        

*  (가)조건과 (나)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찾는다.

38. 에 대한 로그방정식 log loglog log
log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양수 의 값

의 범위가    일 때, 의 값을 구하시오

(2011. 6월 평가원)  

  <해결 전략>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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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보다 큰 양수 에 대하여 두 곡선   과 

  log 가 직선    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라 하자.   일 때, 의 값은?  (2010. 6월 모

의평가) 

① 

② 

③ 

④ 

⑤ 

<해결 전략>

*지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

1. 지수함수     (단,   ≠  )

 ⑴  일 때  값이 증가할 때 값도 증가한다.

 ⑵    일 때  값이 증가할 때 값은 감소한다.

*로그함수   log  (단,    ≠     )
 ⑴  일 때  값이 증가할 때 값도 증가한다.

 ⑵   일 때  값이 증가할 때 값은 감소한다.

40.    인  에 대하여   를     에서 

log 의 가수와 log의 가수가 같은 실수  의 개수라 하

자.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log  으로 계산한다.) (2010. 10월 교육청)   

< 보 기 >
ㄱ.       

ㄴ. 가 정수이면       이다.

ㄷ.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해결 전략>

* 상용로그 log 의 정수부분을 지표 , 소수부분을 가수   
(단,  ≤    라 할 때 log      이다.

* 두 상용로그의 가수가 같다는 조건이 주어질 때

  ⑴ log      , log       
     (단,  은 정수,  ≤    )의 수식으로 나타낸

다.

 ⑵ log   log   (정수)의 형태로 표현한다.

*   일 때 log    log 
  이 짝수인 자연수일 때 log    log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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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의 값의 합을 구하시

오.  (2010. 3월 교육청)    

(가)    

(나) log

의 가수는 log 의 가수보다 크다.

<해결 전략>

* 지표 , 가수   (단,  ≤    인 상용로그

  log      이다.

* log          (단,  ≤    )
  변형된 상용로그의 가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구해야 지

표와 가수를 구할 수 있다.

* 상용로그의 지표 으로 상용로그를 취한 값 의 자릿수를 

알 수 있다. 

 ⑴  ≥ 인 정수일 때, 이 의 자릿수이다.

 ⑵  인 정수일 때, 는 소수점 아래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 아닌 수가 나오는 수이다.

42. log   


일 때,  은 소수점 아래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 아닌 숫자 가 나타난다.   의 값은? 

(단, log는  , log  은  로 계산한다.)  (2010. 

9월 모의평가) 

① 

② 

③ 

④ 

⑤ 

<해결 전략>

상용로그 log 의 지표 , 가수  (단,  ≤    일 때, 

* 상용로그의 지표 으로 가 몇 자리 수인지를 알 수 있다. 

 ⑴  ≥ 인 정수일 때, 는 자리 수이다.

 ⑵  인 정수일 때, 는 소수점 아래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 아닌 수가 나오는 수이다.

* 상용로그의 가수  (단,  ≤    를 통해 의 이 

아닌 가장 큰 자릿수의 값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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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가 포함된 식을 나머지 정리를 통해 조건식을 만든다. 로

그의 성질을 이용하여 정리한 후 값을 구할 수 있다.

43. log 의 지표가 이고 log 와 log  의 가수가 같을 

때, log   

이다. 이 때, 의 값을 구하시오. (단, 

 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2009. 3월 교육청) 

<해결 전략>

log 의 값을 지표와 가수로 두고, 문제의 조건에 맞게 해

결해 나간다.

44. 이차항의 계수가 인 이차식 에 대하여 를 

 log로 나눈 나머지가 log이고,  log로 나눈 

나머지가 log 이다. 이 때, 방정식   의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2009. 6월 교육청)

<해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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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로그의 지표와 가수의 정의와 성질을 이해하여 주어진 조건에 맞게 

문제를 해결한다.
밑의 진수의 조건에 따라 대소 관계가 달라짐을 유의한다.

45. 자연수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의 값을 구하시

오. (2009. 3월 교육청)

(가) log의 지표는 이다.

(나) log


의 가수는 이다.
 

<해결 전략>

46.        을 만족시키는 실수  , 에 대하여  

 log,   log  ,   log
이라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2009. 6월 교육청)

①        ②        ③ 

     ④         ⑤   

<해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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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통해 로그의 성질을 이용한 수식으로 표현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수식을 간결하게 정리한다.

수학 내적 활용 문제로서 주어진 상황을 로그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후 문제를 해결한다.

47.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비율이   인 직사각형 모양

의 종이를 한 번 접어 완전히 포개어지도록 한다. 이와 같이 

가로, 세로 순으로 번갈아 가며 접을 때, 종이의 가로의 길

이를  ,  두께를  , 접을 수 있는 최대 횟

수를  (회)라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갖는다.

×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비율이   인 직사각형 모

양의 넓이가 이고 두께가 인 종이가 

있다. 이 종이를 가로, 세로 순으로 번갈아 가며 접을 수 

있는 최대 횟수를 구하시오. (단, log  , 
log  ) (2009. 6월 교육청)

<해결 전략>

48. 어느 나라의 올해 물가지수는 전년도에 비해 % 상승하였

다. 이 나라의 물가지수가 매년 이러한 비율로 상승한다고 

할 때, 물가지수가 처음으로 올해의 배 이상이 되는 해는 

앞으로 몇 년 후인가? (단, log  , 
log  로 계산한다.) (2009. 3월 교육청)

①     ②     ③     ④     ⑤ 

<해결 전략>

24



396 •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지도 자료집

조건 Ⅰ에 의해  이 세 자리 정수임을 파악하고 조건 Ⅱ에 
의해 가수를 파악한다. 즉 상용로그의 지표와 가수의 성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간다. 

49. 그림은 각 변이 축 또는 축에 평행한 두 직사각형 

ABCD, DEFG 를 나타낸 것이다. 두 점 A , G 는 곡선 

  log 위의 점이고, 두 점 B , C 는 축 위의 점이다.

두 직사각형 ABCD, DEFG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AD  DE    이고, DG  이다.

 (나) 두 직사각형 ABCD, DEFG 의 넓이는 서로 같다.

점 E의 좌표는?(2009. 3월 교육청)

① 


   ②   ③    ④ 


  ⑤ 

<해결 전략>

 주어진 점들의 좌표를 잡고 닮음비와 넓이에 관한 식을 세운 후, 

구하고자 하는 좌표를 찾는다.

50.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의 값을 구하시오.

    (단,  는 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2009. 6월 교육청)

  

Ⅰ.  log  log 
Ⅱ.  log log log  log 

<해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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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음이 아닌 정수 에 대하여 집합  , 을 각각 

  ∣≦  
    ∣  ≦ 

이라 하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08. 10월 교육청)

< 보 기 >
ㄱ. log∈
ㄴ. log∈이면 log∈이다.
ㄷ. log∈ 이면 log∈이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해결 전략>

로그의 정수부분과 가수부분을 생각하며 로그의 성질을 이용

하여 계산한다. 

52. 함수   log  의 그래프와 함수   log 의 그

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인 자연수 에 대하여 함수   log  의 그래

프와 함수   log 의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

른 두 점을 각각 C p q Dr s 라고 하자. <보기>에

서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점A의 좌표

는 점B의 좌표보다 작고 ＜이다.)  (2008. 6월 평

가원 모의수능평가)

<보 기>
 ㄱ. ＜


 ＞



 ㄴ. 직선 AB의 기울기와 직선 CD의 기울기는 같다.

 ㄷ. 점 B의 좌표와 점 C의 좌표가 같을 때, 

    삼각형 CAB의 넓이와 삼각형 CBD의 넓이는 같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해결 전략>

네 점 A B C D의 좌표를 먼저 구한 뒤 보기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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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그림과 같이 곡선   log  위의 한 점 A를 지나고 

축에 평행한 직선이 곡선   과 만나는 점을B라 하

자. 점 B를 지나고 축에 평행한 직선이 곡선   log 
와 만나는 점을D라 하자. 점D를 지나고 축에 평행한 직

선이 곡선   과 만나는 점을 C라 하자. AB, 
BD일 때, 사각형ABCD의 넓이는?  (2008. 6월 평가

원 모의수능평가)

①          ②           ③ 



④            ⑤ 

<해결 전략>

 점 A의 좌표를 Aa log로 둔 다음 조건을 생각하며 

점 B  D의 좌표를 차례대로 구한다.

54. 그림은 두 함수   
 


   log 의 그래프와 직선 

   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점선은 모두 좌표축에 평행하다.) (2007. 10월 

교육청)

< 보 기 >

ㄱ. 
 


  
ㄴ.   
ㄷ.   

① ㄱ

② ㄱ,ㄴ

③ ㄴ,ㄷ

④ ㄱ,ㄷ

⑤ ㄱ,ㄴ,ㄷ

<해결 전략>

 그래프 문제에서    그래프가 나오면 역함수를 떠올린다. 

여기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밑이 같을 경우 역함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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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인 실수 에 대하여 함수  가

  


︳
︳





log 

＜ 
  ≦ ＜ 
  ≧  

일 때,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07. 9월 평가원)

<보 기>
 ㄱ.     

 ㄴ. 함수    의 그래프와 직선   는 한 점에

서 

    만난다. 

 ㄷ. 함수    의 그래프는 직선   에 대하여 

     대칭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해결 전략>

* 일대일함수, 일대일대응

일대일 대응 : 함수    의 그래프와 직선   

는 한 점에서 만난다. 

일대일 함수 : 함수    의 그래프와 직선   

는 많아야 한 점에서 만난다. 

* 역함수

  역함수 : 직선   에 대하여 대칭이다. 

56. 두 양수  에 대하여

log   ＜＜
 

log   
 ＜＜ 

이다. 




의 정수 부분이 자리의 수일 때, 의 값을 

구하시오. (2007. 9월 평가원)

<해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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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로그 log     (은 정수, ≤  )으로 표현
할 때, 가수 의 범위를 고려하여 지표 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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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음성 신호를 크게 하는 장치를 증폭기라고 한다. 전압 이득

이인 증폭기의 데시벨 전압 이득  는 

 log
라고 한다. 전압 이득이      ⋯ 인 증폭기의 

데시벨 전압 이득      ⋯ 는

 log
    ⋯ 

이다. 증폭기의 전압 이득 가

 


    ⋯ 

인 개의 증폭기를 연결하여 얻은 전체 데시벨 전압 이득 

가

 






라 할 때, 의 값을 구하시오. (2007. 9월 평가원)

<해결 전략>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므로, 

로그의 형태가 log


인 경우 로그의 합은




 log


 log


이 된다. 

58. 양수  에 대하여 log  의 지표와 가수를 각각      

라 하자.  두 등식                  log   
을 만족시키는 두 양수   에 대하여   


의 최소값

을 구하시오. (2006. 3월 교육청)

<해결 전략>

* 문제해결능력(복합)

- 지표와 가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1. log의 지표와 가수가 각각  이므로

 log  라 두고 문제를 해결
2. 가 양수이므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이용

<강의> 산술평균,기하평균의 관계(합이 주어지고 곱을 구할 

때나 그 반대일 때 사용한다.)

       


≥ (단, 등호는  일 때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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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두 점    을 지나는 직선이 두 곡선 

   log,   log와 각각 두 점에서 만날 때, 

 이 아닌 교점을 각각   log  log라 하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06. 6월 평가원)  

       (단, ＞ ＞ ＞이다.) 

<보 기>
ㄱ. ＞
ㄴ.  

log log

ㄷ. ＞
log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해결 전략>

* 추론능력(진위)

- 로그함수와 일차함수의 개형을 그린다.

- 두 점 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 loglog가 직선  위에 있음을 

  이용하기

60. ＞일 때,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06. 9월 평가원)

<보 기>
ㄱ. 함수   의 그래프와 함수    log  의 

    그래프는 직선    에 대하여 대칭이다.

ㄴ. 함수  의 그래프와 함수   log


  의 

   그래프는 만난다.

ㄷ. 함수   의 그래프와 함수   log  의 

   그래프가 만나도록 하는 양의 실수  가 존재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해결 전략>

* 추론능력(진위)

 - 역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한다. 서로 역함수인 두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    에 대하여 대칭

 -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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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두 수열  ,  은 첫째항이 모두  이고   

   ,           ⋯ 을 만

족시킨다. 수열 을 

           

  ≥  
이라 할 때, 

 



  의 

값은?(2011. 3월 교육청) 

① 

② 

③ 

④ 

⑤ 

<해결 전략>

* 점화식을 이용하여 과 을 각각 구한다.

* ≤ 일 때,  ≥ 임을 확인한다.

*  일 때,   임을 증명한다.(수학적 귀납법)

* 을 계산한다.

62. 수열 이  ,   ( , , , …)

를 만족시키고, 수열  의 첫째항부터 제항까지의 합

을  이라 하자. 
 






 


일 때,  의 값을 구하시

오. (단, 와 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다.)(2011. 10월 교육청)  

<해결 전략>

*       ⋯이므로 의 성질

  을 이용하여 을 구한다.

* 
 






의 값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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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 의 좌표는 (1, 1)이다.

(나) 이 짝수이면 점 은 점 을 축의 방향으로 

2만큼, 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점이다.

(다) 이 3이상의 홀수이면 점 은 점 을 축의 

방향으로 -1만큼 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점이다.

*   cos와  


의 그래프를 개략적으로 나타

낸다.

* n의 값이 변함에 따라 두 그래프의 교점 중 양수인 것들의 

  개수를 파악한다.(구하기)

* 위의 준식에 대한 값을 구한다.

63. 자연수 에 대하여 좌표평면 위의 점 을 다음 규칙에 따

라 정한다.

위의 규칙에 따라 정해진 점 의 좌표가 (7, -2)이고, 

점 의 좌표가  일 때 의 값은?

(2011. 6월 평가원)  

① 

② 

③ 

④ 

⑤ 

<해결 전략>

를 홀수항과 짝수항으로 나눈 후 각각의 경우에 좌표의 

변화와 좌표의 변화를 나눠서 구한다. 즉,

* 홀수항일 때의 좌표의 변화를 구한다.

* 홀수항일 때의 좌표의 변화를 구한다.

* 짝수항일 때의 좌표의 변화를 구한다.

* 짝수항일 때의 좌표의 변화를 구한다.

64. 에 대한 방정식 cos 


     ⋯의 

양의 실근의 개수를 이라 할 때, 







의 값을 구하시오.(2011. 3월 교육청) 

<해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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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자연수)라 두고 에 대한 부등식을 이끌

어 낸다.( 

 


)

* 1단계에서 각 변을 제곱한 후 자연수 의 개수가 

개 임을 보인다.

* 위의 규칙에 의해 90개의 항을 만든 후 이를 의 성질

에 의해 계산하여 값을 구한다.

65. 수열 {}이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

다. 
 



의 값을 구하시오.(2011. 3월 교육청) 

(가) 은 자연수이다.

(나)   


<해결 전략>

66. 다음은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부등식

     ⋅     ⋯⋯㉠

    이 성립함을 증명한 것이다.

<증명>

(1)  일 때, (좌변)  , (우변)

  이므로 ㉠이 성립한다.

(2)  일 때, ㉠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     ⋯⋯㉡

  이다.  일 때 ㉠이 성립함을 보이자.

    ㉡의 양변에          를 곱하면

 ⋅      

                       

      

  따라서  일 때에도 ㉠은 성립한다.

  그러므로 (1), (2)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에 대하

  여 ㉠이 성립한다.

(다)

(나)

(가)

 위의 증명에서 (가), (나), (다)에 알맞은 것은?  (2010. 

10월 교육청)   

    (가)          (나)            (다)

①       

②       

③       

④       

⑤       

<해결 전략>

* 수학적 귀납법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명제 이 성립한다.’

⑴ 이 성립함을 보인다.

⑵ 이 성립하면 이 성립함을 보인다.

⇒ 자연수에 대한 수식, 성질이 성립함을 증명해야 할 때,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다.

*   일 때는 대입하여 확인한다.

  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여 얻은 수식을 변형하여 

  일 때의 수식을 유도해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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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한 개의 정삼각형에서 각 변의 중점을 선분으로 이으면 개

의 작은 정삼각형이 생긴다. 이때, 가운데 정삼각형 하나를 

잘라내면 개의 정삼각형이 남는다. 남은 개의 각 정삼각

형에서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모두 개의 정삼각형이 남고, 

다시 개의    각 정삼각형에서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모두 

개의 정삼각형이 남는다. 그림은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

하여 만들어지는 도형을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정삼각형이 공유하는 꼭짓점은 한 개의 꼭짓점으로 

셀 때,  번째 도형에서 남은 정삼각형들의 꼭짓점의 개수

를 이라 하자. 예를 들어  ,  이다. 의 

값은?  (2010. 03월 교육청)    답 :  ①

① 

② 

③ 

④ 

⑤ 

<해결 전략>

* 닮은 꼴의 도형이 포함된 도형이 계속 반복되는 도형의 

넓이, 부피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닮음인 도형간의 닮음비

를 구하여 넓이비 혹은 부피비를 구하면 등비수열 또는 

무한등비급수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

* 각 단계의 꼭짓점, 변의 길이에서 어떤 부분이 추가되는지 

혹은 제외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면 공차, 공비 또는 계차

수열을 구할 수 있다.

68. 수직선 위에 점 P ( , , ,⋯)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한다.

(가) 점 P의 좌표는 P  이다.

(나) PP 이다.

(다) PP   


×P  P  ( , , ,⋯)

선분 PP을 밑변으로 하고 높이가 인 직각삼각형

의 넓이를 이라 하자.     ⋯    

일 

때, 의 값을 구하시오. (단, , 는 서로소인 자연수

이다.)   (2010. 03월 교육청)   

<해결 전략>

* 높이가 동일한 삼각형들의 넓이이므로 삼각형의 밑변의 길

이의 비와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서로 같다.

* 주어진 조건을 통하여 각 PP (은 자연수)을 구하

고,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규칙, 

공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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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첫째항이 이고 공비가 



인 등비수열 에 대하     

여 log 의 가수를  이라 하자. 

      ⋯        이 주어진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의 값을 구하시오. (단, 

log  로 계산한다.)    (2010. 06월 모의평가) 

<해결 전략>

* 등차수열의 점화식은    (단, 는 상수)이다.

* 첫째항  , 공차 일 때    

70. 수열 은  이고, 

   




≥  을 만족시킨다. 

  


일 때,  의 값을 구하시오.(단,  와 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2010. 09월 모의평가)  

<해결 전략>

* 주어진 수식을 값의 특성이나 규칙을 파악하기 쉬운 형태로 

변형한다.

* 차수가 높은 수식에 조건을 대입하여 차수를 낮추듯이 값을 

계산해야 하는 항을 값을 아는 항까지 계속 형태를 바꿔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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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수열 an의 제 항 을 자연수 의 양의 제곱근 
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이 되는 의 

개수라 하자. 
  



의 값을 구하시오.(2009. 9월 평가원) 

<해결 전략>

의 값의 범위를 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 을 구한 

뒤 
  



의 값을 구한다.

72. 수열 에서   



일 때, 




의 값

은?(2009. 6월 평가원)

①    ②    ③    ④    ⑤ 

<해결 전략>

수열의 규칙성을 파악하여 




를 구할 때 군끼리 묶어서 

합이 일정함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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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인　원을  개의 부채

꼴로 나누었더니 부채꼴의 넓이가 작은 것부터 차례로 등차

수열을　이루었다. 가장　큰　부채꼴의　넓이가　가장　작은　

부채꼴의　넓이의　  배일 때, 가장 큰 부채꼴의　넓이는 

 이다. 이때  의 값을 구하시오.  (2008. 3월 교육청)

<해결 전략>

부채꼴의 넓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정비례 관계에 있음을 이

용하여 중심각의 크기가 등차수열을 이룰 때 중심각을 나타

낸 뒤 부채꼴의 넓이를 구한다.

74. 공차가  인 두 등차수열  의 첫째항부터   

제 항까지의 합을 각각  이라 하자.  

 


  일 때,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08. 6월 평가원 모의수능평가)

<보 기>
 ㄱ.  이면  이다.

 ㄴ.   

 ㄷ. ≠이면  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해결 전략>

등차수열의 합을 이용하여  을 나타낸 뒤 각 수열의 합 

사이의 관계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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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등차수열 an에서 

 ,   

일 때, lim
→∞


 의 값을 구하시오. (2007. 6월 평가원)

<해결 전략>

  등차수열의 일반항

  ①  

  ②  

 lim
→∞



 lim
→∞



 

76. 자연수 에 대하여 상용로그 log 의 지표를 이라 할 

때, 수열  을

  
  

   
(    ⋯ )

  으로 정의한다. 




의 값은? (단, log   이다.) 

(2007. 3월 교육청)

① 

② 

③ 

④ 

⑤ 

<해결 전략>

수열의 정의를 이해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주어진 수열 은 log의 정수 자릿수가 log의 정수 
자릿수보다 많으면 1이고, 같으면 0이다.

그러면 




는 log부터 log까지 정수 자릿수가 몇 
번 바뀌었는지 물어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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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해결능력(응용)
- 3개월마다 제품의 가격이 하락함을 이용

- 양번에 상용로그를 취해서 자연수 의 최솟값을 구함

- (tip) 제품의 가격이 3개월마다 하락하므로 개월이라 놓고 풀면 

계산과정이 복잡해지고 담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문제를 읽고 미지수를 

어떻게 두고 식을 세워 풀어나가는가를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

77. 어떤 학생이 MP 플레이어를 구입하기 위하여 가격에 대

한 정보를 알아보았더니, 현재 제품 A의 가격은 만원, 

제품 B의 가격은 만원이고, 개월마다 제품A는 , 

제품 B는 의 가격 하락이 있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

고 가정할 때, 두 제품의 가격 차이가 구입 시점의 제품 B 

가격의  이하가 되면 제품 A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 학생이 제품 A를 구입할 수 있는 최초의 시기는?

(단, log  , log  , log 로 계산

한다.) (2006. 6월 평가원)

   ① 개월 후     ② 개월 후       ③ 개월 후

  ④ 개월 후      ⑤ 개월 후

<해결 전략>

78. 그림과 같이 AC   BC   이고, ∠C  

인  직각삼각형 ABC 가 있다.

변 AB 를  등분하는 점 P P ⋯  P 를 지나 변 

AB 에 수직인 직선을 그어 변 AC  또는 변 CB 와 만나

는 점을 각각 Q Q ⋯  Q 라 하자.

PQ PQ PQ  ⋯ PQ
    의 값을 구하시오. (2006. 3월 교육청)

<해결 전략>

* 문제해결능력(복합)

- 꼭짓점 C에서 변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고  구해보기

- 등차수열의 합 구한 공식을 이용하여 변의 길이 합 구하기

 <강의> 등차수열의 합

- 첫째항이 , 공차가 인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 합을 이라 하면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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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그림과 같이 PQPR 이고 ∠QPR °인 삼각형 

PQR의 내접원과 세 변 PQ , QR , RP 의 접점을 각각 

P, Q, R이라 하자. 또, 삼각형 PPR의 내접원과 세 

변 PP , PR , RP 의 접점을 각각 P, Q, R라 하자.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하여  번째 얻은 세 점 P, Q, 
R 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PQ R 의 넓이를  이라 

할 때, 
 

∞

 를 만족시키는 두 유리수   의 

합  의 값은?(2011. 3월 교육청)  

① 



② 



③ 



④ 



⑤ 



<해결 전략>

*삼각형의 내접원의 성질을 이용하여 의 길이를 구한다.

* ∆의 넓이 구하기
∆과 ∆이 닮음임을 이용하여 ∆의 밑
변을 구하고 ∆을 이용하여 ∆의 높이를 구
한다.

* ∆의 넓이구하기
2단계와 마찬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밑변과 높이를 구한 후 

넓이를 구한다.

* 공비구하기

주어진 도형이 무한등비급수임을 이용하여 공비를 구한다.

* 무한등비급수의 합 구하기

80. 자연수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행에  과  사이의 

유리수 중에서 분모는  이고 분자는 홀수인 모든 수를 작

은 것부터 차례로 나열하였다. 제행의 마지막 수를  , 

제행의 모든 수의 합을 이라 할 때 lim
→∞
  



의 값은? (2011. 3월 교육청) 

제행 



제행 


, 



제행 


, 


, 


, 



　　⋮　　　　　　⋮

① 



② 



③ 

④ 

⑤ 

<해결 전략>

군수열을 이용한다.

* 각 행의 끝항을 나열하여 제 행의 끝항을 구한다.(구하기)

* 제 n행의 항수를 구한다.

* 제 n행을 나열하여 등차수열을 이용하여 을 구한다.

* 극한값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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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밑변이 이고 높이가 1임을 이용하

  여 넓이 을 구한다.

*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하여 을 구한다.

* 극한값을 구한다.

81. 자연수 에 대하여 직선  이 두 곡선      

과 만나는 점을 각각  이라 하자. 삼각형 

의 넓이를 이라 하고,  




라 할 때, lim
→∞


 의 

값은?(단, 점 의 좌표는  이다.(2011. 6월 평가원)  

① 



② 



③ 



④ 



⑤ 



<해결 전략>

82. 두 수열 {}, {}의 일반항이 각각   


, 

 







이다. 좌표평면에서 중심이  이고 

축에 접하는 원의 내부와 연립부등식  ≤ ≤ 
이 나

타내는 영역의 공통부분을 이라 하고, 축에 대하여 과 

대칭인 영역을 이라 하자. 의 넓이와 의 넓이의 합

을 이라 할 때, 
 

∞

의 값은?(2011. 6월 평가원)        

① 



 ② 



 ③ 



 ④ 



 ⑤ 



<해결 전략>

* 주어진 도형에서 1층의 넓이 , 2층의 넓이 , 3층의 

넓이 를 각각 구한다.

*   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사실을 등비중항을 이용

하여 밝힌다.

* 공비  


을 구한 후 무한등비급수 공식에 대입하여 답

을 구한다.

41



414 •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지도 자료집

1단계 :  

 
을 이용하

여 을 구한다.

2단계 : 극한값이  임을 이용하여 와 에 대한 관계

식을 만든다.

3단계 : 경우의 수를 이용하여 순서쌍의 개수를 구한다.

83.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의 두 점   과 점 

 이 있다.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직선 

   위의 점 과 축 위의 점 이 다음 식을 만

족시킨다.        

 


  삼각형 의 넓이를 이라 할 때, lim
→∞


이 

되도록 하는 양의 정수  의 순서쌍  의 개수는?

(단, O는 원점이다.)(2011. 3월 교육청)  

① 3

② 4

③ 5

④ 6

⑤ 7

<해결 전략>

84. 좌표평면에서 직선    위의 점 P  에 대하여 수

열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선분 OP의 길이) ( , , ,⋯)

lim
→∞



            ⋯    

의 값은? (단, 

O 는 원점이고,    는 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이다.)   (2010. 03월 교육청)   

① 


     ② 


     ③ 


     ④      ⑤ 



<해결 전략>

가우스함수 는 를 넘어서지 않는 최대의 정수를 구하는 

함수이다.

1.   이면 는 정수이다.

2. 가 주어진 문제는 같은 정수가 나오는 의 범위를 구

분하여 문제를 해결 또는 가우스하수를 없애고 문제를 풀

어야 결과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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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자연수  에 대하여 행렬   

 
의 역행렬의 모든 성분

의 합을 이라 할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0. 10월 교육청)  

< 보 기 >
ㄱ. lim

→∞
 

ㄴ. lim
→∞



 



ㄷ. 


  




 (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해결 전략>

* 이차정사각행렬    
 

이고  ≠ 일 때

   
   

 
이다.

*    일 때 lim
→∞

  이다.

* 분모와 분자에 지수함수가 나올 때는 밑의 절댓값이 큰 

지수함수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 수식을 변형하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86. 연립부등식       ≤    ≥ 
의 해    가 나타내

는 영역의 넓이를 이라 할 때, lim
→∞
 의 값은? (단, 

은 자연수이다.)   (2010. 04월 교육청)  

① 

② 

③ 

④ 

⑤ 

<해결 전략>

* 높이가 동일한 삼각형들의 넓이이므로 삼각형의 밑변의 길

이의 비와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서로 같다.

* 주어진 조건을 통하여 각 PP (은 자연수)을 구하

고,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규칙, 

공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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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에 대하여 
 

∞

  가 

수렴할 때, lim
→∞





․  의 값을 구하시오.  (2010. 

06월 모의평가) 

<해결 전략>

* 무한급수 
 

∞

이 수렴하면 lim
→∞

   이다.

* ‘lim
→∞

   일 때, 무한급수 
 

∞

이 수렴한다’는 

   명제는 거짓이다.

* 무한등비급수 
 

∞

가 수렴할 때는 다음이 모두 성립한다. 

  ⑴ lim
→∞

    

  ⑵ 무한등비수열 의 공비 이    이다. 

88. 두 무한수열 , 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에

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0. 03월 교육청)  

<보 기>

ㄱ. 
 

∞

 , 
 

∞

  이면 lim
→∞
  lim

→∞
이다.

ㄴ. 두 무한급수 
 

∞

   , 
 

∞

  이 모

두 수렴하면 두 수열 , 도 모두 수렴

한다. 

ㄷ. 두 수열      ,      이 모두 

수렴하면 두 수열 , 도 모두 수렴한

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해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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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급수 
 

∞

이 수렴하면 lim
→∞

   이다.

* 수렴하는 두 무한급수 
 

∞

  , 


∞

  일 때

 ⑴ 
 

∞

±     ± 

 ⑵ 
 

∞

     (단, 는 상수임)

 ⑶ 
 

∞

  ≠ 
 

∞




∞



* 수렴하는 두 무한수열 lim
→∞

  , lim
→∞

  일 때

 ⑴ lim
→∞
±     ± 

 ⑵ lim
→∞
     (단, 는 상수임)

 ⑶ lim
→∞
   lim

→∞
 lim
→∞

   

89.  이 자연수일 때, 점  과 원 

  위의 점 에 대하여 선분 의 길이

의 최솟값을 이라 하자. 이 때, lim
→∞
의 값은?(2009. 10

월 서울시 교육청)

 ① 


   ② 


   ③ 


   ④ 


   ⑤ 



<해결 전략>

 이 원 내부의 점이므로 원의 반지름에서 중심

과 원 위의 점 까지의 거리를 뺀 값을 이라 두고 극한

값을 구하도록 한다.

90. 수열 이       log  log   log   
       ⋯을 만족시킬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2009. 10월 서울시 교육청)

< 보 기 >
ㄱ.   



ㄴ. 




 

ㄷ. lim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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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전략>

  로그의 성질에 의해 수열 은   


이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파악한 후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91. 그림과 같이 원점 O 를 지나고 기울기가  인 직선 과 

점 A 가 있다. 점 O 를 중심으로 하고 선분 OA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직선 과 제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

을 O이라 하자. 점 O에서 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O
라 하자. 점 O을 중심으로 하고 선분 OO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선분 OO과 만나는 점을 A이라 하자. 선분 

AO , 선분 OO , 호 OA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이라 하자. 점 O를 중심으로 하고 선분 OO를 반지름으

로 하는 원이 점 O를 지나고 직선 에 평행한 직선 와 

제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O이라 하자. 점 O에서 축

에 내린 수선의 발을 O라 하자. 점 O을 중심으로 하고 

선분 OO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선분 OO과 만나는 

점을 A이라 하자. 선분 AO , 선분 OO , 호 OA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이라 하자. 이와 같은 과정을 계

속하여 번째 얻은 도형의 넓이를 이라 할 때, 


∞



의 값은?

  (2009. 9월 평가원)  

 ①        ②         ③  

 ④         ⑤  

<해결 전략>

무한급수 문제에서는 처음 몇 개의 항의 규칙성을 파악한 후 

첫째항과 공비를 구하여 합을 구할 수 있다.

92. 수열  이     ,         (      ⋯ )

을 만족시킬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

은?  (2008. 10월 교육청)

< 보 기 >
ㄱ.  

ㄴ. lim
→∞

 

ㄷ. lim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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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전략>

 일반항 을 먼저 구한 뒤 생각한다.

93. 한 변의 길이가 인 정사각형 ABCD가 있다.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ABCD 안에 두 점 A, B를 각각 중심으로 하고 

변AB를 반지름으로 하는 개의 사분원을 그린다. 이 두 

사분원의 공통부분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ABCD이라 

하자. 정사각형 ABCD 안에 두 점 A, B을 각각 중심

으로 하고 변AB을 반지름으로 하는 개의 사분원을 그

린다. 이 두 사분원의 공통부분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ABCD라 하자.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하여 번째 얻

은 정사각형 AnBnCnDn의 넓이를 이라 할 때, 
 

∞



의 값은?  (2008. 9월 평가원 모의수능평가)






① 


     ② 


     ③ 


     ④ 


     ⑤ 


 

<해결 전략>

원의 반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이용하여 정사각

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한다.

94. 자연수 에 대하여 좌표평면 위의 세 점An xn ,
Bn  xn , Cn xn xn 을 꼭짓점으로 하는 직각이등변삼

각형 을 다음 조건에 따라 그린다.

(가)  이다.

(나) 변 AnBn의 중점이 Cn이다.      ⋯

삼각형 의 넓이를 , 삼각형 의 세 변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좌표와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이라 할 때, lim
→∞






의 값을 구하시오. (2008. 9월 

평가원 모의수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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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전략>

An xn 과 Bn  xn 을 지나는 직선 의 방정식을 구한 

뒤 삼각형의 넓이 및 삼각형 위에 있는 점 중 좌표와 좌

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한다.

95.    일 때, 수열  sin




이 수렴하도록 

하는 자연수  의 개수는? (2007. 3월 교육청)

① 

② 

③ 

④ 

⑤ 

<해결 전략>

  무한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①  ․ 인 경우
    또는  ≤ 

 ②  
인 경우

   ≤ 

96. 한 변의 길이가 인 정사각형과 한 변의 길이가 인 정삼각

형 ABC가 있다. [그림 ]과 같이 정사각형 둘레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정삼각형ABC를 회전시킨다. 정삼각형

ABC가 처음 위치에서 출발한 후 정사각형 둘레를 바퀴 

도는 동안, 변BC가 정사각형의 변 위에 놓이는 횟수를 
이라 하자. 

예를 들어  일 때, [그림 ]와 같이 변 BC가 회 

놓이므로  이다. 이때, lim
→∞


 의 값은? (2007. 

6월 평가원)

  

           [그림 ]                    [그림 ]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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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전략>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항 사이의 규칙성을 찾아
야 한다.

97.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인 정사각형을  , 그 넓이

를 이라 하자. 정사각형 에 대각선을 그어 만들어진 

개의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연결한 정사각형을  , 그 넓

이를 라 하자. 같은 방법으로 정사각형 에 대각선을 

그어 만들어진 개의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연결한 정사각형

을  , 그 넓이를 이라 하자.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하

여   번째 얻은 정사각형을  , 그 넓이를 이라 

할 때, 


∞

의 값은? (2007. 9월 평가원)2)

① 



② 



③ 



④ 



⑤ 


 

<해결 전략>

 ≠일 때, 무한등비급수 
 

∞

는  일 때에만 

수렴하고,   합  


 (는 첫째항, 는 공비) 이다.

 공비  


이므로, 무한등비급수의 합은  만 알면 

된다. 

 그러나, 등비수열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까지 확

인해본다.

98. 넓이가  인 원 O 을 그리고, 원 O 의 사분원의 넓이

보다   더 넓은 원 O 를 그린다. 또 원 O 의 사분원

의 넓이보다   더 넓은 원 O 를 그린다. 이와 같이 원 

O 의 사분원의 넓이보다   더 넓은 원 O 을 계속

하여 그려 간다. 원 O 의 넓이를  이라 할 때, lim
→∞


의 값은? (2006. 3월 교육청)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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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전략>

 * 문제해결능력(복합)

- 주어진 규칙을 이해하여 극한값을 해결할 수 있는가?

- 과 의 점화식을 구하기 위해 관계 따져보기

-  꼴을  로 변형하기

 <강의> 등차수열의 합

-  ≠ ≠  꼴은 

   (는 상수)꼴로 변형하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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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그림과 같이 원점을 지나고  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의 크기가 인 직선  이 있다. 점 P 을 지나고 직

선  과 평행한 직선 위에 선분의 길이가OPPQ이 

되는 점 Q을 선택하자. 점 Q에서  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P라 하고, 점 P를 지나고 직선  에 평행한 직선 

위에 선분의 길이가PP PQ 가 되는 점 Q를 선택하

자. 점 Q에서  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P이라 하고, 점

P을 지나고 직선  에 평행한 직선 위에 선분의 길이가 

PP PQ 이 되는 점 Q을 선택하자. 이와 같은 과정

을 계속하여 번째 얻은 두 점 Pn Qn에 대하여 선분 PnQn

의 길이를 이라 하자. 


∞

 일 때, cos의 값은? 

                              (2006. 9월 평가원)

  ① 



     ② 




    ③




   ④ 




    ⑤




  

<해결 전략>

* 문제해결능력(복합)

- 선분 의 길이 구하기

-   ⋯을 구하고 수열  파악하기

- 무한등비급수의 합이 4임을 이용하여 cos 값 구하기
- <강의) 도형에서 무한등비급수 활용

 1) 한없이 반복되는 도형에서 무한등비급수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 두 번째 도형에서 를 구하거나 과 관계를 유도하여 공비 

를 





로 구한다.

 3) 무한등비급수의 합의 공식 


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100.  ,   (단,  , , , ⋯)를 만족

시키는 수열 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

르면? (2006. 4월 교육청)

보 기
ㄱ. 수열 

 는 공비가 


인 등비수열이다.

ㄴ. lim
→∞

은 수렴한다.

ㄷ. 
 

∞

은 수렴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해결 전략>

 * 추론능력(진위)
- 수열의 귀납적 정의와 무한수열 이해하기

-  꼴의 점화식으로 만들어서 일반항 구하기

- 무한급수 
 

∞

에 대하여 lim
→∞
≠이면 무합급수는 발산

 ︳단, ＜＜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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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수능 수학Ⅰ 모의고사 
고난도 기술문제(100제) - 풀이

1

  이라 두고 이 피보나치수열임을 이용하여 

의 값을 구한다.

1. 정답 ⑤                                                   

  ㄱ.  일 때,  이므로

   에서

  가 되어

  

ㄴ.   

    

      

따라서,       

ㄷ.        

     

     

     

     

     

   

  

<ㄷ의 또다른 해결 전략>

<별해>

  이라 두면,  이고 

   의 피보나치 수열의 9항을 묻는 문제이다. 따라서

 

   

   

   

   

   

      

2. 정답 ③                                              

      라고 하면, (가)조건에 의해 

    

 


 


이 되어      가 된다. 

따라서       으로 놓으면 (나)조건에 의해 

           
 

   
 

이므로 

 가 되고, 

           
 

   
 

이 되어 

 이 된다. 그러므로      이 된다.

                    
 

이므로

      성분과  성분의 합은 6이 된다. 

3. 정답 800   

행렬   
 

에서     
 

이라 할 때, 행렬 의 

성분의 합은 -1이다. 따라서,  

    
    

 
   
 

이므로 행렬  의 성분의 

합은 -3이다. 따라서  


    
    

 
   
 

이므로 행렬  의 

성분의 

합은 -2이다. 따라서,  ×


    
 

이므로 행렬  의 성분의 합은 1이다. 

따라서,  


    
 

이므로 행렬  의 성분의 합은 3이다. 

따라서,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

 이므로 모든성분의 합은 2이다. 따라서,  ×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과정이 6번을 주기로 반복되고

  는 자연수일 때, 성립합을 알 수 있다. 

이제,   일 때,   이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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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일리-헤밀턴 정리를 이용한다.

     라 할 때

  

  <또 다른 해결 전략>

  <별해>

    
 

이라 할 때, 케일리-헤밀턴 정리에 의해

 , 즉,  

따라서,     
 

     

그러므로        

4. 정답 ②                                                  

그림과 같이 중간에  를 배치하자.

 

1) →→인 경우 :의  성분과 의  성분의 곱

2) →→인 경우 :의  성분과 의  성분의 곱

한편, 

    
    

 
  

 
 



이므로 행렬  의  성분이 답이다.

5. 정답 ③ 

ㄱ.      

              (참)

ㄴ. (반례)    
  ,   

 
  라 하면 

  이지만  ≠이다. (거짓)

ㄷ.   , 즉 이므로 행렬 

는 역행렬을 갖는다.

 의 양변에 을 곱하면    (참)

6. 정답 ⑤                                         

  
   



     

⇔   
   



    

   


   
   




⇔   
      




 

이고       이외의 해를 가지므로   
 

의 역행

렬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    

   인 모든 의 합은 이다. 

7. 정답 ⑤                                                 

ㄱ.    ,    이고     이므로 

   이다. 즉, 와 는 역행렬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거짓)

ㄴ.    ,    ,    이므로 

   의 역행렬이 모두 존재한다. 

  에 의해    이다.    의 양

변에  와  을 왼쪽과 오른쪽에 곱하면 

   이고 역행렬의 성질에 의해 

        

 따라서    이다. (참)

ㄷ. ㄴ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도 

보일 수 있다. 주어진 세 행렬에 대하여 곱셈의 교환법칙이 

성립하므로           (참)

8. 정답 ⑤                                                 

ㄱ.   이므로    (참) 

ㄴ.     이고    




   

∴    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참)

ㄷ.         에서

   





   

∴  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참)

9. 정답 ③                                                

  에서 이므로 

     

 

∴  

이때, 이므로   

  에   를 대입하면 

 ,  

위 등식의 양변에 를 곱하면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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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답 ②                                            

   에서

    

         

          

         

         

 ∴    

   


 

            

      

              

11. 정답 ①

 ㄱ. ∈이고 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의 양변에    을 곱하면  가 되

어 

  모순이다. 

  따라서 ∈이면 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참)

   ㄴ. (반례)    
 

의 역행렬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므로 ∉이다. (거짓)

   ㄷ. (반례)    
 

,     
 

이면    이므

로  ∈, ∈이다.

   이때     
 

이고,  ≠이므로 ∉

이다.    (거짓)

  이상에서 옳은 것은 ㄱ이다.

12. 정답 ③

  
     이고  의 양 변의 오른쪽에 

를 곱하면   
    

행렬 의 모든 성분의 합은 




  




이 때,  는 양수이므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 의해




≥ 




·

    

(단, 등호는 


 일 때 성립)

그러므로 구하는 모든 성분의 합의 최솟값은 이다.

13. 정답 ④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이다.

∴    
 

14. 정답 ⑤

P  Q  라 할 때 

PQ    
    

 
   
 

이므로 

ㄱ. R  라 할 때, 

R    
 

이다.

즉, PQ R 인 점 R이 존재한다.

ㄴ. QP    
    

 
   
 

이므

로 

PQ QP이다.

ㄷ. 점 P는 원점이 아니므로 ≠이다. 따라서 점 S를 

S



 라 할 때, PS   

 
이다. 즉, 

PS인 점 S가 존재한다.

15. 정답 ⑤

    
   ≠ ≠       는 실수

에 대해

ㄱ. 행렬    
 

에 대해 ∈이면 

≠ ≠  이다. 따라서    
 

에 

대해 ≠ ≠   이므로 ∈
이다.

ㄴ. 공차를   라 할 때,   ,   , 

  이다. 그러면 

≠, ≠이고   

이므로 ∈이다.

ㄷ. 행렬    
 

에 대해 ∈이면  , 즉 

 이므로 

       이다. 

  그런데 ≠ ≠이므로 

    ≠이다. 따라서 행렬 는 역행렬을 

가진다.

16. 정답 ⑤

ㄱ. A A ․ AA․ AA A (참)

ㄴ. B B․ B  A․ A A AB (참)

ㄷ. A  A를 이항해서 정리하면 A AO이다.

행렬 AE에 AE를 곱하면

AEAE A AEE
양변에 


을 곱하면




AEAE E

∴AE 

AE (참)

17. 정답 ① 

3



Ⅱ. 수리 - 2013 수능 수학Ⅰ 모의고사 고난도 기출문제(100제) - 풀이 • 427

log  log log


이므로 log log

∴

행렬   
 

가 역행렬을 갖지 않으므로 행렬식 이다.

  이므로  

  에 의해     

 ∴  

18. 정답 ③

ㄱ. A․ B A․ EA  AA 
    B․ A EA․ AAA  
    ∴  (O)

ㄴ. (반례)             이면 A B BA 은 성립하지만,

 AB      ≠     BA (X)

   그리고, ㄴ.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다.

 A B A·AB A·BA AB·ABA·A BA 

ㄷ. A B  AE이므로 양변에 A을 곱하면 

B AA이다.

  A․ B A․ AA EA
    B․ A AA․ AEA
    ∴  (O)

 <별해>

 임의의 정사각행렬 A에 대하여 행렬 A와 A의 거듭제곱과 

단위행렬 E로 구성된 A nAn E는 행렬 A와 교환법

칙이 성립한다.(는 자연수, 는 정수)

ㄱ. B EA이므로 교환법칙 성립

ㄷ. B AA이므로 교환법칙 성립

19. 정답 400

   
 

    
 

    
 
⋮

∴    
 

    
     
     

⋮

∴    
 

 
       

 ⋯ 

 모든 성분의 합은 

20. 정답 ③

ㄱ.                

         

                

           

∴                   

(참)

ㄴ.       이면      

∴      (참)

ㄷ. 반례)       ,       이면    이므로 

     이지만            
∴≠이다. (거짓)

21. 정답 ②

  
 

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
복소수           에서 

                    

 이 음의 실수이므로     ∴  

㉠에서   

 <별해>

이 음의 실수이므로 직접 풀면 

         ＜  ․․․㉡
         ․․․㉢
㉠, ㉡, ㉢에서          로 치환하면 

     ,

      ＜  ⇔        
∴       

,        

이 때,        ＜  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     

22. 정답 ②

ㄱ.  일 때 R의 좌표가 (2, 2)이므로 점Q의 좌표도 (2,2)가 

된다. 따라서,  에서  




이 된다.

 일 때,   이므로 점R의 좌표는   위의 점이므로 

(4,4)이고   또한 (4, 4)를 지난다.

따라서, 점Q와 점R은 일치

ㄴ.  라 가정하면









에서 




 로 치환하면

 가 되어   가 된다.(t>0)

따라서 



이므로   이 되어 점 P의 좌표는 (8, 4), 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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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 좌표는 (8, 16)

한편 점 R의 좌표가 (8, 8)이므로  

ㄷ.   

이라 하면 








 


이므로 




 라 치

환하면   이 되어

 

±
가 된다.

한편,  이므로 







가 되어 실수 의 값의 개수

는 1이다.

23. 정답 ⑤

    이므로

가로의 길이 =  = 4

세로의 길이 = 

따라서, 넓이   




이제,  


 이므로 산술기하평균에 의해




 ≥ 

×



 



따라서, 넓이의 최솟값은 



<별해>

    이므로

가로의 길이 =  = 4

세로의 길이 = 

따라서, 넓이   




이제,  라 치환하고 


의 최솟값을 구하면 된다.

  


라 하면 ′   



 를 만족하는 

  


  이고

  


일 때, ′   ,   


일 때, ′   이므로

  


일 때, 는 최솟값 


을 갖는다.

24. 정답 71

삼각형 AOB 의 넓이가 이고 OB이므로 점 A의 

좌표는 이다. 

점 A는 곡선      위의 점이므로 점 A의 좌표를 

라 하면      ∴   log
이때, 점 Alog  은 곡선   


위의 점이므로 

  
 log 


 






25. 정답 ④

  



이므로

⑴  일 때 



이 되어 


가 임의의 실수가 되어도 자

연수가 된다. 따라서 3가지

⑵  일 때 


가 자연수가 되어야 

  



가 자연수가 된다. 따라서 ×  가지

⑶    일 때 



 이므로 임의의 자연수 에 대하

여  는 자연수이다. 따라서 3가지

26.  정답  64

 이차방정식      의 두 근을 각각

   라 하면,      


 ․ 
  ․   

 ․ 
 ․ 

 

27. 정답 17

      이므로

  

     이므로

  

두 식을 연립하여 풀면    

∴    


 



따라서     이므로   

28. 정답 ⑤

P  라 할 때, A  B  이다.

  

,   


, 

  

×   이다.

따라서       , 즉 


      이

므로  이다.

또한       , 즉 




  


    이므로 

  이다. 따라서  가 되어   

29. 정답 ②

 × 
 log


  log이다.

따라서 환기를 시작한 후 시간 뒤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면

 ×
 log


  ×

 log 

×  log 


×

이다. 따라서   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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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정답 ①

 은 자연수이고 ＜＜이므로    이다.

만약  ≤ 이면  ≥ 이다. 그런데 


 이므

로

 
 



≤가 되어 

   
 



이라는

 조건에 모순이다. 따라서   이다.

마찬가지로  ≤ 이면 모순이 되어  이다.

따라서 ＜＜에 대해 ＜


＜


이고, 











＜이므로   이다.

31. 정답 ③

ㄱ. 그래프를 보면   일 때는 가   보다 아

래에 있으므로   이고, ≥  또는 ≤ 일 때는 

가   보다 위에 있으므로  이다.

  이므로   이다. (참)

ㄴ. 곡선    위의 두 점  ,  를 지나

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다. 의 임의의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거짓)

ㄷ.   

양변을 로 나누면


















는 곡선    위의 두 점 ,  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이고, 


는 곡선    위의 두 

점 ,  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이다.  그래프 모양 

때문에 두 점 ,  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두 점 

,  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보다 항상 크다.  

(참)

32. 정답 ③                                    

     



ㄱ.   




 









 (참)

ㄴ.  ·  




·














 




≠

 

(거짓)

ㄷ.   





  

    log (참)

33. 정답 










   ≦ 

   ≦ 

 ≧    ≧ 

위의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영역을 좌표평면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를  라 하자.        

는    가 최대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를  라 

하면,      ,     

           일 때 는 최대값  를 갖는다.

따라서  의 최대값은    이다.

34. 정답 ①                                   










 
 


에서

    


   이므로 


   ∴  

(2) 









 
 


에서

    


   이므로 


  ∴  

(1), (2)에서   

<다른 풀이>

조건      을 만족하는 임의의 세 실수 에 대

하여 의 크기는 변하지 않으므로, 적당한 세 실수 

 


,   


,   


을 대입해보면

 
 




 




 



 
 



 
 



  
 




 




 



 
 



 
 



  
 




 




 



 
 



 
 



밑이   


 이므로 지수가 클수록 작은 수이다.

∴   

35. 정답 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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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임을 이용하여 로그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

   이므로 log log≤ 이라 하면

log log≤ 이 되어 log≤ 이 되므로

  ≤ 

따라서, 정수 의 개수는 16개

<또 다른 해결 전략>

<별해>

log log≤ log이므로 log≤ log이 되어

  ≤ 이 된다. 따라서 정수 의 개수는 16개

36. 정답 25개

  이 되려면 이 의 배가 아니어야 하고 는 의 

배가 아니어야 한다.

이제 이 의 배라 하자.

1)  의 형태라면 은 짝수전체

2)  의 형태라면 은 4의 배수전체

3)  의 형태라면 은 8의 배수전체

4)  의 형태라면 은 16의 배수전체

결론적으로 이 의 배라 하면 은 짝수전체이다.

이제 가 의 배라 하자.

1)  


의 형태라면 은 50이하의 수 전체

2)  


의 형태라면 은 25이하의 수 전체

결론적으로 은 50이하의 수 전체가 된다.

한편   이 되려면 위의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만족하지 않

아야 하므로 은 짝수도 아니고, 50이하의 수도 아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은 25개

37. 정답 ②

log 의 지표를 , 가수를 라 하면

log  (단, 는 정수, ≤   )

(가)조건에서   (정수)이므로 가 정수가 

되어야 한다.

한편, ≤   이므로 ≤   이 되어, 

   또는    또는   가 되어야 한다.

1)   이라 하면   

2)   이라 하면   



3)   라 하면   



(나)조건에서   이므로     이거

나      이거나,      가 되야 

한다.

1)   인 경우 ≤  이 되어 ≤  

이 되므로 ≤   가 되어   에 모순된다.

2)   인 경우 ≤이 되어 ≤ 이 

되므로 ≤   이 되어   에 모순된다.

3)   인 경우 ≤이 되어 ≤ 이 

되므로 ≤   이 된다.

그러므로   이거나   가 된다.

결론적으로      인 경우 성립하고

     인 경우 모순 발생한다.

이제 (가)조건과 (나)조건을 합하면

1)      인 경우 log  가 되어   이고 

 이 된다. 따라서,   가 성립(조건에 이상없음)

2)      


인 경우 log  


이 되어   




이고 

 



이 된다. 따라서,   가 성립(조건에 이상없음)

3)      


인 경우 log  


이 되어   




이

고  



이 된다. 따라서,   가 되어 모순발생

결론적으로 의 값은 또는 



이 되어 ×







  

38. 정답 25

log loglog log log에서 log 라 치환

하면  loglogloglog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하므로

 log{logloglog}
logloglog  loglog 
따라서, loglogloglog  이므로 



log
 log

log
가 되어 


  

1)   


에서 


 또는  



가 양수이므로 



2)  이므로  가 되어   

이제 1)과 2)를 연립하면 


  

그러므로  


  가 되어

  × 


  

39. 정답 ②                                            

 이므로     
 


는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이고   log 는 밑이 1보다 큰 

로그함수이다. 두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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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좌표를   라 하면 B의 좌표는  이다.

  이므로   또는    이다. 따라서  

  log  log  ∴   

40. 정답  ②                             

log   log   log log   log (정수)이므로

ㄱ.  에서    log 
∴       (참)

ㄴ.     에서    log  
∴        (참)

ㄷ.   에서    log  
∴        (거짓)

41. 정답 6                                       

log라 하면    이므로     이다.

log

  log   

log log 
(ⅰ)    


일 때, 

  이므로     



따라서  log 

이므로   

∴  

(ⅱ) 


≦  일 때, 

  이므로 


≦  



따라서 


≦ log 


이므로 ≦

∴  

따라서 구하는 모든 자연수 의 값의 합은   이다.

42. 정답 ②                                 

log    log    

 


이므로 지표가 

, 가수가 


 이다. 

log     가수    log이므로 는 2로 

시작하는 수이다.

43. 정답 11

log  ≦    라 하면

log   
 log  





 






≦ 


 


이므로 log  의 가수는 





이다.

log 와 log  의 가수가 같으므로 

  





에서   



∴ log  

 



따라서   ,  이므로  

44. 정답 10

<풀이>

   라 하자. 

(ⅰ)  log  log
     log log  log  ⋯⋯①
(ⅱ) log  log 
    log log   log  ⋯⋯②
①과 ②에 의하여,

logloglog  log
 log log
 

∴ 두 근의 합  

45. 정답 490

(가)에서 ≦ log  이므로 

≦  … ㉠

(나)에서 log


의 가수가 이므로

log

 (은 정수)

따라서 


 이므로 

  ×

㉠에서  이므로 

  × 

∴ 


 

46. 정답 ③       

  에서 

log log  lo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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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 ㉠

  에서 

log  log   … ㉡

   에서

log  log
∴ log   … ㉢

㉠, ㉡, ㉢에서 

log  log  log
∴   

47. 정답 18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 세로의 길이를 라 하면, 

 , 




×


, 

 ×






×,   이므로





× ×
















×




  log





× 

   log
log





× 

          log


 log  log

          

∴  

48. 정답 ②

년 후의 물가지수가 현재의 배 이상이 된다면 

 ≧

양변에 상용로그를 취하면

 log≧ log
≧log

log



 ××

따라서 년 후에 물가지수가 처음으로 현재의 배 이상이 

된다.

49. 정답 ⑤ 

점 B  C의 좌표를 각각 B   C  이라 하고, 점 

E의 좌표를 라 하면 DG  에서

log  log  log
∴    
AD  DE    에서 

        

 


 


 




□ABCD  □DEFG 에서

log   



≠이므로      

∴   


 

50. 정답 320

(ⅰ) 조건 Ⅰ에 의해  은 세 자리 정수이다. 

(ⅱ) 조건 Ⅱ에서 

   log  log  log  log 이므로

   log 의 가수는 log
∴ 
51. 정답 ③

ㄱ. log  라 할 때,  이고 

    



이므로    


이다. 

따라서 log∈이다.

ㄴ. (반례) log  , log 

이므로 

      ≤ log ≤ 

이다. 

즉, log∈이다. 

그런데 log log ,  

 log



 log , 
  log  log이므로  


≤ log  이다.

즉, log∈이다.

ㄷ. log∈ 이면  





≤ log    이

다. 그런데 log 
 log이므로 

   


≤ 

 log


, 

  즉  ≤ 

 log  

이다. 따라서 log∈이다.

52. 정답 ④

log  log에서   이므로   


 또는 

 


이다.

따라서 A 

 log

 , B 

 log

 이다.

log  log에서   이므로  


 또는 

 


이다. 따라서 C 


 log

 , 
D 

 log

 이다.

ㄱ. 이므로  


  


,   


 



ㄴ. 직선 AB의 기울기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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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log









log


 






     직선 CD의 기울기는  

   








log

 log









log








이므로 직선 

AB의 기울기와 직선 CD의 기울기는 다르다.

ㄷ. log

 log


이면  이므로 C 


 log

 , 
D 

 log

 
따라서 ∆CAB의 넓이

  


×× log


 log

  





∆CBD의 넓이  


×× log


 log

  




이

므로 두 삼각형의 넓이는 같다.

53. 정답 ④

점 A의 좌표를 A log라 할 때 AB이므로 점 B의 

좌표는 이다. 즉, B  이다. 그런데 점 A
와 B의 좌표는 같으므로 log 이다.

점 B와 D의 좌표는 같으므로 D log 인데 

BD이므로 

log 이다.

loglog 
log log 
log


이므로 


, 즉  이다.

점 C의 좌표는 이므로 C의 좌표를 라 할 때  , 

즉   이다.

따라서 A  B   C   D 이므로

□ABCD의 넓이  ∆ABD의 넓이∆BCD의 넓이

 


×× 


××  

(별해)

점 A의 좌표를 A log라 할 때 점 A와 B의 좌표가 

같으므로 점 B의 좌표는 log이다. 이 때, B의 좌표

를 라 하면  log, 즉   log가 되어 

  loglog이다.

그런데 AB이므로 loglog 가 되어 

loglog  
또한 점 B와 D의 좌표는 같으므로 

D loglog logloglog 이고, BD이
므로

logloglog log 이다. 

그런데 loglog  이므로

log log 

log  log 
log


이므로 


, 즉  이다.

점 C의 좌표는 이므로 C의 좌표를 라 할 때  , 

즉   이다.

따라서 A  B   C   D 이므로

□ABCD의 넓이  ∆ABD의 넓이∆BCD의 넓이

 


×× 


××  

54. 정답 ⑤

주어진 그래프에서 점의 좌표를 보고, 


 


 
 


 
 


  log    
임을 찾을 수 있다.

ㄱ. 
 


  (참)

ㄴ.   log


  log
 log


  log




  log

 log log
 

 (참)

ㄷ.   
 


· 
 


 
 


 
 


 

    (참) 

55. 정답 ⑤

ㄱ.      (참)

ㄴ. 함수 를 구성하는 지수함수, 일차함수, 로그함수가 

일대일함수이고, 치역은 

  ∪  ≤ ∪ ≤   즉 실수 전체

가 되므로 공역과 일치하여 함수  는 일대일대응이 된다. 

(참)

ㄷ. 함수 를 구성하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이

므로   에 대칭이고,   또한 함수 

  이므로, 함수   의 그래프는 직

선   에 대하여 대칭이다. (참)

56. 정답 11

  log


의 지표는 



log

 


로 나타낼 수 있다.

  

log

 log  log    

  이고   이므로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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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되어 



log

 


=10이다. 

 ∴


는 자리수이다.

57. 정답 20

  log


이므로

 











 log


  log

 log


 log


⋯ log

 
  log








⋯

 
  log
 

58. 정답 100                                         

log   이므로

log   ⋯ ㉠  log    ⋯ ㉡
㉠-㉡에서 

log  log      log
이므로 log 


 log


,


 



∴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 의해

  


   


≧ 

 ×


 이 고 , 

등호는

 


   


일 때 성립한다.

따라서 구하는 최소값은 

59. 정답④

ㄱ. (거짓) 문제의 조건들을 좌표평면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ㄴ. (참) 두 점            을 지나는 직선은

       이고,    log   와     log   는 이 직

선 위의 점이므로 다음 식이 성립한다.

 log        ․․․㉠,  log         ․․․㉡
㉡-㉠을 하면  log    log      

∴  

log   log 

ㄷ. (참)

log
는 원점과 점     log  를 지나는 직선의 기

울기이다. 

이는 위의 그림에서      과      을 지나는 직선의 기

울기  보다 크다.   

60. 정답 ③

ㄱ.    를  에 대하여 정리하면     log   
즉,   log    이다.

이제    를 바꾸면   log    이므로 함수   

의 역함수는   log    이다. 따라서 두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    에 대하여 대칭이다. (참)

ㄴ.    이면 두 함수    ,   log  의 그래프는 만

나지 않는다. 따라서 두 함수    ,    log  의 그

래프는 만나지 않는다.

이 때,  log   log


  이므로 두 함수    , 

  log

  의 그래프는 만나지않는다. (거짓)

ㄷ. 함수   log  의 그래프는 점      을 지난다.

이 때,  보다 큰 양수  에 대하여   



라 하면   

이고 함수    의 그래프는 점      을 지나므로 두 함

수의 그래프가 만난다. (참)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61. 정답 ③

(1)  이므로 은 초항이 1, 공비가 3인 등비수열

이다. 따라서,  


  (2)   이므로




이 되어 점화식을 풀면  

이제, 을 구하기 위해 과 의 크기비교를 하면

 일 때,    이므로   

 일 때,    이므로   

 일 때,    이므로   

 일 때,    이므로   

따라서,  일 때,   

(3) 한편, ≥ 일 때, 수학적귀납법을 이용하면   임을 

증명할 수 있다.

≥ 일 때,   임을 증명하기.

1)  일 때,     이므로 성립

2)  일 때 성립가정하자.

즉,   이 성립

3)  일 때

 이므로  이 성립한다.

따라서, ×   ×(성립)

따라서 수학적귀납법에 의해

≥ 일 때   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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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항이 3, 2항이 12, 공차가 8인 등차수열임을 이용하여 

을 구한다.

홀수 번째 항과 짝수 번째 항 각각에 대하여 직선의 방정식이

라 생각하고 적용한다.

(4) 그러므로 
 



 





 






 




 





 ×


    

62. 정답                             

<풀이>

        ⋯이므로

 




  






 ×


  

따라서, 
 







 






 


 


 


 


⋯





 



따라서,  

<또 다른 해결 전략>

<별해>

{}의 2항이 12, 공차가 8인 등차수열이므로

 


 이므로


 














 


×


 



63. 정답  ①        

   이고 (나)조건에 의해    

이제 (다)조건에 의해    

다시 (나)조건에 의해    

(다)조건에 의해    의 과정이 지속된다.

이를 홀수항과 짝수항으로 나눠서 파악하자.

1)홀수항 기준

a) 좌표의 변화를 이라 하면,  이고 (나)조건에서 

2만큼 이동했다가, (다)조건에서 -1만큼 이동했으므로 결국 1만

큼 이동한 형태이다. 즉,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되므로    

결론적으로  

b) 좌표의 변화를 이라 하면  이고 (나)조건에서 1

만큼 이동했다가 (다)조건에서 -2만큼 이동했으므로 결국 -1만큼 

이동한 형태이다. 즉,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되므로    

결론적으로  

2) 짝수항 기준

a) 좌표의 변화를 이라 하면

      ⋯이므로  

b) 좌표의 변화를 이라 하면

      ⋯이므로  

이제, 의 좌표가  라 하면 좌표가 7이므로

 이 되거나(짝수항),  (홀수항)이 된다.

또한, 좌표가 -2이므로 

 가 되거나(짝수항),  (홀수항)이 된다.

따라서, 10항에서    이므로    

따라서,   

다음으로 의 좌표가  이라 하면, 같은 방법으로

 (짝수항)이거나  (홀수항)

 (짝수항)이거나  (홀수항)

따라서,    이 되어   

결론적으로   

<또 다른 해결 전략>

<별해>

1) 이 홀수일 때, 좌표의 변화가

            ⋯이므로 

   가 되고 은 직선  위에 

있다. 이 직선이  을 지나므로  가 되고 

  ×  이 된다.

2) 이 짝수일 때, 좌표의 변화가

            ⋯이므로

   이 되고, 은 직선  위에 

있다. 이 직선이  를 지나므로  가 되어 

 ×  이 된다.

결론적으로   

64. 정답 120

 cos 


의 양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cos
 




의 그래프를 그려서 파악한다.

1)  일 때









  cos
  




이고   


가 ( )을 지나므로 양의 실근은 한 

개가 되어  이다.

2)  일 때









  cos
 




이고  


가  을 지나므로 양의 실근

은 3개가 되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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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 때









  cos
 




이고  


가  을 지나므로 양의 실근은 

5개가 되어  이다.

그러므로 이고 , 


 






 
 






 × 


  

65. 정답 570   

 는 자연수)라 하면

  

이므로

 


  


가 되어

 


 


가 된다.

따라서, 


  



그러므로 자연수 은 에서 까지 모두 개

따라서         ․ ․ ․
   ··· 

결론적으로, 
 



 ×××⋯×






 ×

××
 

 

66. 정답 ⑤        

(가)는   ⋅   의 우변에  을 대입하면 2

(나)는  성립함을 아는  ⋅    을 변형하여

⋅ 을 얻을 수 있는 식을 찾는다.  

∴  ×

(다)는  ⋅   의 우변에 (나)를 곱하면 

이다. 이를  가 되기 위해 

수식을 변형하면 (다)는 이 된다.

                     

67. 정답 ①                                                 

주어진 규칙에 따라 각 항의 값을 구하면

  ,    ,  , …

이므로  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에서 


 

  ․ 

∴   


  따라서   


   이다.

<별해>

1단계와 2단계를 비교하면 작은 삼각형 3개가 더 늘어났다. 

     ․  , 2단계와 3단계를 비교하면 가장 작은 삼각

형이 3개씩, 3개의 삼각형 내에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한다면 

   
    …     

  



  

 
 

68. 정답 101              

PP이라 하면 규칙 (다)에서 

 


 ⋯ ㉠

㉠의 대신    ⋯  을 차례로 대입하면

  


,   


,   


, ⋯ ,  




위의 식을 각 변끼리 곱하여 약분하면

  × 


× 


× 


× ⋯ ×


×






따라서   

 


이므로 






 








 


69. 정답 27                              

  










이고 

  
  log 의 소수부분이다. 

  
  log 의 소수부분,

   
  log 의 소수부분이다. 

log    log 의 지표는 이고    log 
log   log의 지표도 1이고    log  
등차수열의 공차를 구하면     

 log 이다. 

 log       (단, 는 정수)라 두면  ≤    일 

때, 

   

log 
, 



 log   
 log    log 

따라서     그러므로  ≤    일 때   이

다.

    가 되어 



 log    
log 



 log    
∴    

log  ≥ 인 가장 작은 자연수 를 구하자.


  log   ×  ≥    따라서  ≥  

이므로 

 이다.

70. 정답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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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변형시켜보면

   


 


 


이다.

<또다른 해결 전략>

수열 의 계차수열 일 때

⑴     

⑵    






<별해>

      
 



  이므로

  
  



 



 
  

  



  

 

 … 



 
  

   


71. 정답 110

 자연수 에 대하여 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  

   림하면 이 되므로  


≤≤ 



   위의 식의 각 변을 제곱하면

   


≤  



   자연수 는 


부터 까지의 수이므로

     
  

  ∴
  



 
  



  
  



  ·

·
              

         

                                      

72. 정답 ①

    ⋯일 때, 


의 값은

        ⋯과 같이 홀수, 홀수, 짝수, 짝수

가 

반복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을 차례로 나열하면

        ⋯이다.

∴
 



 ⋯

 ⋯
 ×


73. 정답 60

   부채꼴의 넓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정비례하므로 부채꼴의 넓

이가 작은 것부터 차례로 등차수열을 이루면 중심각의 크기 

또한 차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 따라서 중심각의 크기를 작

은 것부터 차례로     (단,  

라 가정)라 둘 때, 중심각의 총 합은 이므로 

  , 즉  


이다. 가장 큰 부채꼴의 넓

이가 가장 작은 부채꼴의 넓이의 배이므로   이

다.   이므로  


,  


이다. 따라서 가장 큰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가 되어 가장 

큰 부채꼴의 넓이는 

       

××


  이다. 즉,  이다.

   (별해)

   부채꼴의 넓이가 작은 것부터 차례로 등차수열을 이루므로 부

채꼴의 넓이를 


, 


, 


, 


, 




(단,  라 가정)라 두자. 가장 큰 부채꼴의 넓

이는 가장 작은 부채꼴의 넓이의 배이므로 

   


  × 


, 즉   


이다. 또한 이 부채꼴

의 넓이의 총합은 원의 넓이와 같으므로 


 

가 되어   이다. 따라서 가장 큰 부채꼴의 넓이는 




   이다. 즉,   이다.

74. 정답 ③

 






 






ㄱ.  이면  


이므로  
에 

대입하면 

 ․  , 
    즉    

이다.

   따라서 

         
   

ㄴ.  
에 대해

 

 ․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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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의 계수가 같아야 한다. 즉, 

 이다.

ㄷ.    이라 할 때 ≠이고

  ․


×


이다. 따라서 

≠이지만  이 아닐 수 있다.

75. 정답 12

 등차수열의 일반항  은 에 대한 일차식이

고, 일차항의 계수는 공차이다.

  lim
→∞



 lim
→∞



 

이므로, lim
→∞



는 공차를 묻는 것이다.

  
    
 
  
 
∴ 

76. 정답 ⑤

log ·log  ·  이므로 은 

자리의 자연수이다. 

 주어진 수열 은 log의 정수 자릿수가 log의 정수 자

릿수보다 많으면 1이고, 같으면 0이다.

 그러면 




는 log부터 log까지 정수 자릿수가 몇 번 

바뀌었는지 물어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답은 60이다.

77. 정답 ②

제품은 3개월마다 , B제품은 3개월마다 5% 가격이 하

락하므로 이 학생이 개월 후에 제품 A를 구입하다고 하면  

×× ≤ 


××  


 



≤ 



양 변에 상용로그를 취하면 

log log ≤ log
∴≥


  따라서 ×  개월 후에 제품 A를 최초

로 구입할 수 있다.

78. 정답 150

꼭지점 C 에서 변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자.

AB이므로 CH
×

 

AH 이고 P  Q 가 각각 H  C와 일치하므

로 PQCH
삼각형AHC에서

PQ PQ PQ  ⋯ PQ ⋯tan
 


×

×
 

또, 삼각형BHC에서
PQ PQ  ⋯ PQ ⋯tan  

 


×

×
 

따라서
PQ PQ PQ  ⋯ PQ  

[다른 풀이] 다음 그림에서 합동을 이용하여

PQ PQ⋯PQPQ 이고, 

PQ PQ⋯PQPQ 
이 때, 점 은 의 중점이므로 

PQ  ⋯ PQ  PQPQ  ⋯ PQ 
 ⋯
⋯
×× 

79. 답 ④        

1단계
라 하면 



가 되어 

  이므로   

그러므로 가 된다.

2단계 : ∆의 넓이구하기

∆에서 
이고 중심각이 이므로

∆  

××× sin 


 가 된다. 이제 

∆의 밑변 라 두면 높이는 1이 된다. 따라서 

∆의 

높이는 1이다.

이제 ∆과 ∆은 닮음이고 닮음비는   이므

로 
    가 되어



결론적으로 ∆ 
3단계 : ∆의 넓이 구하기

∆에서 
이고 중심각이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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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 닮음이라는 사실을 이용한다.

전체 삼각형에서 색칠하지 않은 삼각형의 넓이를 빼서 

∆의 넓이를 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의 
넓이를 구하여 무한등비급수를 이용하여 해결한다.

∆  

× × sin 



이제 ∆의 밑변 이므로 높이 를 구하면




× × 



따라서  


×






그러므로 ∆의 높이는 



한편, ∆와 ∆은 닮음이고, 닮음비가   

이므로 
  

그러므로 

따라서, ∆  

××






4단계 : 공비구하기

이제, ∆과 ∆는 무한등비급수의 관계이므로 공

비 r을 구하면 









5단계 : 무한등비급수의 합


 

∞

 









따라서,   


   


가 되어  



<또다른 해결 전략>

<별해1>
라 하면 



가 되어 

  이므로   
한편, ∆과 ∆은 닮음이므로

     이 되어 

한편, ∆의 높이를 라 하면

     가 되어  
따라서 ∆의 높이는 1이다.

그러므로 ∆의 넓이는 

한편, ∆  ∆    
      이므로

∆  ×






따라서, 
 

∞

 












 
 ×














그러므로   


  


이 되어  



<또다른 해결 전략>

<별해2>
라 하면 



가 되어 

  이므로   

따라서  
  
 
 

이제, ∠∠이므로

∆ 

××  

∆  

××× sin 



∆  

××× sin 



∆  

×   

그러므로 

∆
∆∆∆∆
 





 

  


똑같은 방법으로

∆
∆∆∆∆
 
따라서 무한등비급수의 공비를 구하면











결론적으로, 
 

∞

 












 
 ×














그러므로   


  


이 되어  



80.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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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구할 때, 제항의 값을 각각 구하여 의 일

반항을 따로 구할 수 있다. 

(1) 제 행의 마지막 수를 나열하면




 



 



 ⋯ 



이므로

 



 



(2) 제 행의 항수를 구하면 이다.

(3) 제 행을 나열하면




 


 


 ⋯  




이므로 초항이 



, 말항이 





, 항수가 인 등차수열이다.

따라서,  





⋯















(4) 결론적으로

lim
→∞



 lim
→∞










 lim
→∞






×

 



<또 다른 해결 전략>

<별해>

(1) 제 행의 마지막 수를 나열하면




 



 



 ⋯ 



이므로

 


 


(2) 제 1행의 합



제 2행의 합 


 


 

제 3행의 합


 

제 행의 합 


×   (초항이 


, 공비가 인 

등비수열의 일반항)

(3) 결론적으로

lim
→∞



 lim
→∞








 lim
→∞




 



81. 정답  ③

1) 의 좌표가  이고 의 좌표가  , 의 좌표가 

 이므로   

××   



같은 방법으로,   

××  



따라서,   

×× 



2) 이제,  




  





 







3) 그러므로 

lim
→∞



 lim
→∞










×

 



82. 정답 ③ 

1단계

1)    이므로     이다.

따라서, 은  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사

분원에서 삼각형 넓이를 뺀 것이다.

한편,  ≤ ≤
이 나타내는 영역과 의 교점좌표가 




 이므로 

  

×××


×× 


×  


 



2)   


   


이므로    


 


이다.

따라서, 는 


 


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인 

사분원에서 삼각형 넓이를 뺀 것이다.

한편, 









 ≤ 



 ≤
가 나타내는 영역과 의 교점좌표가 




 


이므로   


×× 


×


× 


× 


×

 


 



3)   


   


이므로    


 


이다. 따라서 

는 중심이 


 


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인 사분원에서 삼각

형 넓이를 뺀 것이다.

한편, 









 ≤ 



 ≤  
가 나타내는 영역과 의 교점의 좌표가 




 


이므로  






2단계

  

 


   


 


  





이므로 

 

  

이 성립한다. 따라서 은 등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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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을 이룬다.

3단계

공비  














 


이므로


 

∞

 







 



 






442 •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지도 자료집

닮음비를 이용하여 주어진 도형의 공비를 구한 후 문제를 해

결한다.

  <또 다른 해결 전략>

<별해>

    


   


 ⋯이므로 1층의 도형과 2층의 도형

의 닮음비가 2:1이 되어 넓이의 비는 4:1이고 2층의 도형과 3층

의 도형의 넓이의 비도 4:1이다. 따라서, 공비는 


이다.

이제, 1층의 넓이   

이므로


 

∞

 







 



 




   

83. 정답 ④ 

  의 기울기가 이므로 ∠ 
가 된다. 

한편,  

 
이므로


가 된다.

따라서,   

× ××sin











이제, lim
→∞



을 정리하면 


  

따라서,   

결론적으로 순서쌍  를 구하면

(1, 20), (2, 10), (4, 5), (5, 4), (10, 2), (20, 1)의 6개

84. 정답  ②                                               

주어진 조건에서  
이다.

이므로   이
다.

lim
→∞



            ⋯    

 lim
→∞



 ⋯ 

 lim
→∞







 lim
→∞




 



85. 정답 ④                         

 
 
   

 
이므로 의 모든 

성분의 합은 
 
  


  


이다.

ㄱ. lim
→∞
  lim

→∞

  


  (참)

ㄴ. lim
→∞



 lim
→∞




 


 (거짓)

ㄷ. 


  




 (참)

86. 정답 ①        

   을 에 관하여 정리하면, 

 
 


 

 


이고 lim

→∞

 


 , 

lim
→∞

 


 

이므로 아래 그림과 같이 lim
→∞

은

연립부등식      ≤  ≥ 
의 영역과 같다.







  

   

따라서 lim
→∞

  × 

 

87. 정답 4                                             

무한급수 
 

∞

  가 성립하므로 

lim
→∞
     

즉, lim
→∞
  

lim
→∞

 

 

 ․   lim
→∞


  

×  ․
 




×


88. 정답 ①                                                  

ㄱ. 두 무한급수 
 

∞

 , 
 

∞

이 모두 수렴하므로 

lim
→∞

  lim
→∞

  이다. (거짓)

ㄴ. 두 무한급수 
 

∞

   , 
 

∞

  이 모두 수

렴하므로 lim
→∞

    lim
→∞

    이다. 

lim
→∞

  

 lim
→∞

    

lim
→∞

  lim
→∞

     

따라서 두 수열 과 은 모두 수렴한다. (참)

ㄷ. (반례)   
 ,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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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므로 

두 수열  ,     이 모두 수렴하지만 

수열 과 은 수렴하지 않는다. (거짓)

89. 정답 ②

lim
→∞
  lim

→∞


 lim
→∞




 



90. 정답 ⑤

로그의 성질에 의해  이므로

      


    ⋯

따라서 수열 은   


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므로

 



ㄱ.   ×이므로   


 (참)

ㄴ.   

× 

∵ ×   

   (참)

ㄷ. lim
→∞



 


  (참)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91. 정답 ②


·cos


 


·sin


 

 ∆부채꼴의넓이
 


×× 


× ×



 

 ∆부채꼴의넓이
 


×× 


×× 



 




.

.

.

따라서 수열 은 첫째항이 이고 공비가 


인 

등비수열이므로


 

∞







 

92. 정답 ⑤

 이므로  ,  ,  ,  , 

 , …이다. 즉,  일 때  ,  일 

때   (단, 는 자연수)이다.

ㄱ.   ×이므로  

ㄴ.  이므로 lim
→∞
 

ㄷ. ⅰ)  일 때 






  ⋯

⋯  


 


이다. 

따라서 lim
→∞







  lim
→∞


 

 

  

이다.

ⅱ)   일 때 






  ⋯

 ⋯    


 이다. 

따라서 lim
→∞







  lim
→∞


× 


 


이다.

ⅰ), ⅱ)에 의해 lim
→∞







  


이다.

(별해)

    과    을 변끼리 더하면 

  이므로 의 계차수열을 이라 할 

때 

  
이므로 

 




 


≥ 

그런데  


이므로 

 


 ≥ 이다.

ㄱ.  


 

ㄴ.  





 이므로 lim

→∞
 

ㄷ. 


  



  



  





 
 

 

 


×

 
 





이므로 lim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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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정답 ②

정사각형 ABCD의 한 변의 길이를 이라 할 때 

AABB이므로 AA


이다. 따라

서 아래의 그림과 같다.





D

A B

C

CD

A B




직각삼각형 ABC에 대해 
  

 






 

 



 

 

  

그런데 모든 자연수 에 대해  이므로   


이다.

따라서 수열 은 첫째항 


, 공비 


인 등비수열이므로 

  
 


가 되어 

 
  

 


 
 



이다.

따라서 
 

∞

 











이다.

94. 정답 12

두 점 A B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라 할 때 의 방

정식은  이다.

직선 는 점  을 지나므로  , 즉  이므로 

A  B  C 이다.

직선 는 점  를 지나므로  가 되어

 A  B  C 이다.

직선 는 점  를 지나므로  가 되어

 A  B  C 이다.

즉,   


       ⋯이므로   

 ․ 
이다.

또한  ×  ×  ×  × ⋯이므로

   ․ 이다.

따라서 lim
→∞






 lim
→∞




 ․ 
 ․ 











 이다.

(별해)

과  사이에 있는 삼각형을 아래 그림과 같이 각각 

 이라 할 때









모든 자연수 에 대해 ≡≡ ASA 합동이므로 

   이므로  
이다.

따라서   

 ․ ,   ․ 이므로

lim
→∞






 lim
→∞




 ․ 
 ․ 











 이다.   

95. 정답 ②

 무한등비수열의 일반항이  
 형태인 경우 수렴 조건은

    

≤ 이다.

  


 sin


≤



     이므로,   


  이다. 

   


≤ 


 또는 


≤ 


  


 

또는 


  


  

따라서 구하는 자연수 는  7개이다.

96. 정답 ①

 정삼각형 가 정사각형 둘레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정삼

각형의 변은 정사각형의 변 위에 8번 놓이게 되므로 세 바퀴를 

돌면 변 는 처음 위치로 되돌아오게 된다.

 이 때, 변 는 정사각형의 변 위에 8번이 놓이게 되므로 

다시 바퀴 더 돌면 번 더 놓이게 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 

  이므로 바퀴는 바퀴를 

번 돌고, 한 바퀴 더 돌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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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
→∞



 lim
→∞





97. 정답 ⑤

정사각형 의 한 변의 길이를 이라 하면, 무게중심은 중

선을 꼭짓점으로부터   로 내분하므로 

  


 

 ․  ․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을 제곱하면 되므로,

  
 ․ 

 



 

∞

 












<별해> 

 

 


  
 


 



이다. 







 


이 일정하므로, 수열 은 등비수열이다.


 

∞

 











 

98. 정답 ③                          

     

 ≧  

    

 이므로

    
 


 
 




   
 


  ∴ lim
→∞
 

99. 정답 ④

   주어진 조건에서  
 
⋅cos 이

므로

     ⋅cos
 ∴ 


 cos

 따라서 수열 an 은 첫째항이  
   , 공비가 

cos 인 

  무한등비수열이므로

  
 

∞

 cos


 

 ∴ cos  


100. 정답 ③

 ㄱ.  는 


     

 이므로 수열 
 는 첫째항이 




, 공비는  


인 등비수열이다. (참)

ㄴ. 


 

 
 


,    

  
 






∴ lim
→∞

  lim
→∞

  

 




  

 (참)

ㄷ. lim
→∞
≠이므로 

  

∞

은 발산한다.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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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편집 방향
본 교재는 울산 지역 고교 수험생의 외국어영역(영어) 성적 향상을 위해 EBS 교재인  

‘EBS수능특강’  ‘EBS수능완성’  ‘EBS 고득점 N제’ 수록 문제의 지문들을 다른 유형의 문
제들로 변형시켜 작성하였다. 위의 3가지 교재는 2013 수능대비 외국어영역의 EBS 교재 
중에서 연계되어 변형 출제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교재들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변형 
출제되는 EBS 교재의 연계율이 70% 이상임을 감안하면,  EBS 지문을 변형시킨 다양한 
문제를 대학수학능력시험전에 다루어 봄으로써, 실전에의 경험과 능력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EBS에서 출제된 다양한 지문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변형된 문제들을 접하여 
울산 지역 고교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
다.  EBS 수능 연계교재의 유형별 변형문제를 많이 다루어 2013년 수능 외국어영역의 
실전문제의 정답률을 향상시킬 것을 도모한다.

 Ⅱ. 유형별 출제 형태
다음의 유형에 따라 EBS 교재의 지문을 변형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유형별로 출제하였고, 

각 유형별 문항 뒤에는 [정답과 해설]을 두어 정답, 해설, 출처, 문항선정이유를 첨부하였다.

1. 문법성 판단(어법판단)
  • 문법성 판단은 다양한 문법내용이 포함된 변형문제들을 많이 접해 야하므로 관계

대명사, 수동태, 현재분사와 과거분산 시제와 수의 일치 등을 묻는 다양한 문제를 
출제하였다.

2. 주장․요지추론(제목추론)
  • 글의 핵심적인 요지를 찾을 수 있는 문항을 EBS 지문을 변형한 문제로 출제하였다.

3. 빈 칸 어휘 추론(문맥에 맞는 어휘 추론)
  • 지문의 빈 칸을 3개 주고 알맞은 어휘를 찾거나, 두 개씩 주어진 3개에서 하나씩 

고르는 문형으로 출제하였다.

4. 지칭대상파악(지칭 추론)
  • 지시대명사나 인칭대명사가 가르키는 것이 같은 것 또는 다른 것을 찾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5. 순서파악
  • 주어진 문장이후의 글의 순서를 내용과 문법성에 근거하여 연습하도록 출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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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연결사 추론
• 문맥상 알맞은 연결 어구를 2~3개 찾을 수 있는 문제를 만들었다.

7. 문단 요약
  • 지문의 전체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들어갈 수 있는 핵심적이고 종합적인 

두 단어를 찾을 수 있는 유형을 연습할 수 있다.

8. 글의 목적파악 
  • 글쓴이의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는 유형을 연습할 수 있다.

9. 무관한 문장 찾기
  • 지문의 내용과 관계없는 문장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10. 문장위치 찾기(문장 삽입)
  • 주어진 문장이 올바르게 들어갈 위치를 파악하는 유형을 연습한다.

11. 세부내용파악(내용 일치 또는 불일치)
  • 지문의 내용과 일치되는 문장 또는 일치되지 않는 문장을 고르는 유형을 연습한다.

12. 분위기․심경파악 
  • 글이 내포하는 분위기나 글쓴이 심경을 파악하는 유형을 연습한다.

13. 도표 파악
  • 주어진 도표의 설명내용과 일치․불일치하는 보기를 찾는다. 
    EBS교재의 도표는 그대로 쓰고 해설내용을 변형하여 출제하였다.

14. 장문 독해
  • 장문의 독해 문제로 글의 순서 1문항, 지칭 ․ 알맞은 단어 또는 어구를 묻는 1문항

의 2문항으로 구성되어 실전의 장문독해에 대비한다.

 Ⅲ. 자료의 활
용

  지문의 출처를 참고하여 원문제와 변형문제를 함께 풀고 나서, 수험생 스스로 출제제
가 되어 어떻게 변형하여 문제를 고안할지 사고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에의 적중률을 향
상시키도록 했으면 한다.

대송고 영어교사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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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수능 외국어 
EBS 정선 문제(100제)

1

　(A) 　(B) 　(C)
① which many worshipping
② what much worshipping
③ which many worshipped
④ what many worshipping
⑤ which much worshipped

문법성 판단
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History and poetry were first linked long even before 
Aristotle’s time. In the eighth century BC, in his poetic Iliad, 
Homer recounted the history of the Trojan War ① that had 
taken place hundreds of years before. Basing his work on a 
②much earlier oral tradition, Homer describes ③what the 
Greek armies under their king Agamemnon finally, after a 
ten-year siege, managed to defeat the Trojan enemies. As a 
poet, he made no claims to what we would think of as 
historical accuracy, but ④having left a record of earlier times, 
he was later recognized as being himself an important 
historical source. Owing to a lack of alternative evidence, he 
was necessarily taken as such by the great Greek historian 
Thucydides. ⑤Writing in the fifth century BC, Thucydides 
used the Homeric record for his introductory material on 
‘pre-historic’ Greece.

2.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Whatever the professional musician may hold, most 
musical beginners still search for specific words with which to 
pin down their musical reactions. That is ② why they always 
find Tchaikovsky easier to “understand” than Beethoven. In 
the first place, it is easier to pin a meaning-word on a 
Tchaikovsky piece than on a Beethoven ③ one. Much easier. 
Moreover, with the Russian composer, every time you come 
back to a piece of his it almost always says the same thing 
to you, whereas with Beethoven ④ that is often quite difficult 
to put your finger right on what he is saying. And any 
musician will tell you that is why Beethoven is the  greater 
composer. Because music which always says the same thing 
to you will necessarily soon become dull music, but music 
whose meaning is slightly different with each hearing has a 
greater chance of remaining ⑤ alive. 

3.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The death of Martha Graham on April 1, 1991 finally 
permitted Agnes de Mille ① to publish her biography of the 
dancer, after nearly twenty-five years of work and four years 
of waiting. It is a measure of de Mille’s respect for Graham ② 
which she should have withheld until after the subject’s death 
what is by any standard an affectionate and appreciative 
account of her life and art, rather than risk offending Graham’s 
own sense of ③ herself in the slightest degree. De Mille 
seems to feel that she is approaching something truly sacred in 
discussing Graham, not simply ④writing the life of a rare artist 
and an old friend who had become a touchy old woman. She 
tells us in her preface that Martha ⑤ had wished to leave a 
legend, not a biography; and she knows she is going too far.

4.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e see people with all kinds of preferences for music, each of 
(A)[which / what] may seem ridiculous to others. Some prefer 
songs and others just music. Some like jazz while others like 
rock music. And for (B) [many / much] classical music will do. 
Many people like rap, but there are loud protestations from 
others that this is not even music at all. There is, in reality, no 
method by which we can say that one form of music is better 
than another. The history of music is full of musicians rejected 
at one stage of their careers while (C) [worshipping / 
worshipped] in another or after they are dead. One such musician 
was Mozart, who is acclaimed as an immortal in music but had to 
struggle to survive during his lifetime. If we were to take 
'superior' to mean 'most liked,' we would have to vote that pop 
music is superior music. This would not be justifiable considering 
that classical music is widely acclaimed as superior. On the other 
hand, giving the vote to classical music is not fair considering 
the large number of people who hardly, if ever, listen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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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① stern what walking
② stern which walked
③ sternly what walked
④ sternly which walked
⑤ sternly what walking

(A)  (B)   (C)
① that whether to select
② that that to select
③ that whether selected
④ what that selected
⑤ what whether to selected

5.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은 것은? 
 Last week, an excellent article in the New York Times of 
August 29 detailed the renaissance of Pittsfield, 
Massachusetts. This extraordinary endeavor ①has been 
adopted a bold economic revitalization strategy centered on 
the arts and historic preservation ②involved the restoration of 
the popular Colonial Theater of a century ago. As anyone will 
agree, the Colonial Theater certainly qualified as an American 
Treasure. The restored theater ③reopening on August 29 to 
wide acclaim, and I am proud of all that Pittsfield mayor 
James Ruberto and the entire Pittsfield community ④have 
accomplished. This recognition of their efforts is exceptionally 
well-deserved, and I believe all of our colleagues in this 
organization ⑤have been interesting in Pittsfield's 
extraordinary achievement. I commend Mayor Ruberto and the 
people of Pittsfield for a job well done.

6. 다음 (A), (B), (C)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As most parents will tell you, children sometimes prompt 
how others treat them. The way you socialize children is 
often influenced by their reaction to you. For example, I 
needed only to look (A) [stern / sternly] at my son or speak 
in an assertive tone, and he would comply with (B) [what / 
which] was asked of him. However, my daughter would need 
to experience consequences─being sent to her room, 
withdrawal of privileges, having to do extra chores─before 
she would comply with family rules. Even in college, she had 
to get numerous parking tickets before she realized paying for 
them was more painful than getting up earlier to find even a 
distant parking space from her class and (C) [walking / 
walked]. Thus, not only do children actively contribute to 
interactions, but in so doing, they affect their own 
developmental outcomes, transforming themselves in the 
process and influencing how others respond.

7. 다음 글의 어법상 올바르지 않는 것은? 
 One of the problems of our time is that there are few 
effective memes for self-restraint ①left. For most people the 
notion of sin is hopelessly old-fashioned, and secular 
attempts to channel energy into complex goals─such as the 
concept of good citizenship, of professional pride, of law and 
order, of disciplined responsibility─②have also lost much of 
their grip on human consciousness. Yet the need to help 

individuals see the necessity for self-discipline is as ③urgent 
as ever. Perhaps if we understood that ④determine the 
course of the future we require all our attention, every last 
spark of psychic energy, we would be more willing to restrain 
the natural greed of the self, and ⑤heed the call of 
complexity. After all, it’s not a bad bargain. In exchange for 
the unnecessary rewards of pleasure, we gain the always 
exciting joys of spiritual growth. 

8. 다음 (A), (B), (C)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The classic works most often found on required reading lists 
are irrelevant or less relevant to most young people today. If 
our students are to become lifelong readers, they must be 
convinced that reading is worthwhile and enjoyable and that 
reading materials exist (A) [that / what] are interesting and 
relevant to their lives. However, few, if any, classics have 
teens as main characters. Even if the protagonist is a younger 
person who is still going through developmental changes in 
life, the author’s point of view should be carefully assessed 
as to (B) [whether / that] an adolescent reader would 
comprehend the protagonist’s interpretation of events and 
people. We urge those who develop required reading lists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C) [to select / selected] 
only those classic works that hold interest for and are 
relevant to young people. 

9. 글의 어법 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고르시오.
 Ancient Greek and Roman costume is essentially draped, and 
presents a traditional stability and ①permanence. While it 
received certain fashions over the centuries, it never 
underwent any major transformation. Leon Heuzey, the pioneer 
of the study of classical costume, set forth with exemplary 
clarity its two basic principles: the first is that Classical 
costume has ②no form in itself, as it consisted of a simple 
rectangular piece of cloth woven in ③varying sizes according 
to its intended use and the height of the customer, without 
differentiation between the sexes; the second is that this 
cloth is always draped, never shaped or cut, and was worn 
round the body in accordance with definite rules. Thus it was 
always ④liquid and ‘live.’ It is notable that we find no 
evidence in Classical times of tailors or dressmakers: the 
word itself ⑤barely exists in Greek or La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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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 (B) (C)의 각 밑줄 친 곳의 어법이 맞는 것으로 짝지어
진 것을 고르시오.

 Today, the world of innovation is far different from (A) 
[that / what] it was a century ago. The days of the solitary 
inventor are, by and large, gone. To oversimplify, basic ideas 
bubble out of universities and laboratories in which a group of 
inventors work together: both major breakthroughs, like 
understanding the genetic structure of life, and smaller (B) 
[one / ones], such as advances in mathematics or basic 
chemistry. Traditionally, intellectual property has played little 
role in promoting basic science. Academia believes in “open 
architecture,” meaning that the knowledge that research 
produces should be made public to encourage innovation. The 
great scientists are driven by an inner quest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universe; the extrinsic reward that (C) 
[matter / matters] most to them is the recognition of their 
peers.
       (A)          (B)           (C)
  ①  that          ones         matters
  ②  what         one          matter
  ③  that          one          matter
  ④  what         ones         matters
  ⑤  that          ones         matter

주장 요지 추론(제목추론)
11.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he creative use of downcycled materials for new products 
can be misguided despite good intention. For example, people 
may feel they are making an ecologically sound choice by 
buying and wearing clothing made of fibers from recycled 
plastic bottles. But the fibers from plastic bottles contain 
toxins such as plasticizers and antioxidants, which were never 
designed to lie next to human skin. Using downcycled paper as 
insulation is another current trend. But additional chemicals 
such as fungicides to prevent mold must be added to make 
downcycled paper suitable for insulation, intensifying the 
problems already caused by toxic inks and other contaminants. 
The insulation might then emit chemicals into the home. 
Blindly adopting superficial environmental approaches without 
fully understanding their effects can be no better―and perhaps 
even worse―than doing nothing.             
*fungicide: 살균제
  ① the necessity of recycling 
  ② bad impact of reckless recycling
  ③ problems when carrying out recycling 
  ④ the process of recycling materials 
  ⑤ the effect of recycling on our lives

12.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brain-mind mechanism is one 
of the most glorious achievements of evolution. Unfortunately, 
despite its many amazing features, it has also developed 
several procedures that are less desirable. Every impressive 
evolutionary adaptation winds up blocking other possibilities: 
the bat has an exceptionally sensitive sonar but poor eyesight; 
the shark can’t see well either but has a fantastic sense of 
smell. Our brain is a great computing machine, but it also 
places some obstacles in the way of apprehending reality 
truthfully. The first of these is the nervous system itself. 
The more that is known about how the mind works, the more 
we realize that the filter through which we experience the 
world has some peculiar built-in biases. If we do not 
understand how these biases work, thoughts and actions are 
never truly going to be under conscious control.
  ① 뇌 발달은 진화의 가장 훌륭한 업적이다.
  ② 인간의 계산 능력이 컴퓨터보다 우수한 면이 많다. 
  ③ 뇌와 정신의 메커니즘이 가지는 단점과 한계가 있다.
  ④ 동물은 인간 보다 특정 감각의 발달이 매우 뛰어난 면을 보

인다. 
  ⑤ 정확한 판단을 하기위해 내재된 선입견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1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One principle asserts that social work clients have the right 
to hold and express their own opinions and to act on them, as 
long as doing so does not infringe on the rights of others. 
This principle is in sharp contrast to the layperson’s 
perception that social workers seek to “remold” clients into a 
pattern chosen by the workers. Rather, the efforts of social 
workers are geared to enhancing the capability of clients to 
help themselves. Client self-determination derives logically 
from the belief in the inherent dignity of each person. If 
people have dignity, then it follows that they should be 
permitted to determine their own lifestyles as far as possible.  
 
  ① 사회복지를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 
  ② 사회복지 수혜대상자의 폭을 넓혀야 한다.
  ③ 사회복지 수혜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④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⑤ 실질적인 사회복지혜택을 위해선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

하다. 

14.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Imagine that you're a diver in the group that learned while 
underwater. In this setting, the world has a different look and 
feel than it does above water: The sound of your breathing is 
quite prominent; so is the temperature. As a result, you might 
end up thinking about your breathing during learning, and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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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likely create memory connections between these thoughts 
of breathing and the materials you are learning. If you are 
then back underwater at the time of the memory test, the 
sound of your breathing will again be prominent, and this may 
lead you back into the same thoughts. Once thinking these 
thoughts, you will benefit from the memory connection linking 
the thoughts to the target materials - and so you will 
remember the materials. In contrast, if you're on land during 
the memory test, then the sound of breathing is absent, and 
so these thoughts won't be triggered, and the connections you 
established earlier will have no influence.
  ① 효율적 학습은 육지보다 수중에서 할 때, 더 효과적이다.
  ② 다이버들의 경우, 육지보다 수중에서 학습하기를 선호한다.
  ③ 효율적 학습을 위하여 호흡에 대한 생각과 학습한 내용 사

이에 기억연관을 만들어야 한다.
  ④ 특정 상황에서 기억된 정보는 주변 환경이나 상황들과 연관

을 맺고 기억된다.
  ⑤ 효율적인 학습방법을 찾기 위하여 수중과 육지에서의 학습

이 비교 연구 되어야 하다.

15.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I am what I am and that’s all what I am,” the cartoon 
character Popeye used to say. In the information age, 
openness ― whether it concerns your intentions, the 
information you provide, or even your admiration ─ has 
become a valuable and much-sought-after attribute. People 
respond with trust when they know you’re dealing straight 
with them. At a conference, when I run into someone I’ve 
been dying to meet, I don’t hide my enthusiasm. “It’s a 
pleasure to finally meet you. I’ve admired your work from 
afar for quite some time and been thinking how beneficial it 
might be if we could meet one another.” Always keep in mind 
that you should be transparent when you’re looking to 
establish a deeper, more meaningful connection.
  ① Try to be straightforward with others.
  ② Set a good role model you admire.
  ③ Refrain from revealing your own emotions. 
  ④ Express your appreciation all the time.
  ⑤ Pay undivided attention to others.

16.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classic demonstration of the impact of experience on 
brain growth was by Nobel Prize-winners Thorsten Wiesel 
and David Hubel, both neuroscientists. They showed that in 
cats and monkeys, there was a critical period during the first 
few months of life for the development of the synapses that 
carry signals from the eye to the visual cortex, where those 
signals are interpreted. If one eye was kept closed during that 
period, the number of synapses from that eye to the visual 
cortex dwindled away, while those from the open eye 

multiplied. If after the critical period ended the closed eye 
was reopened, the animal was functionally blind in that eye. 
Although nothing was wrong with the eye itself, there were 
too few circuits to the visual cortex for signals from that eye 
to be interpreted.
  ① 시냅스의 역할은 뇌 기능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② 결정적 시기에 있어서 시각적 경험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③ 시각적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④ 시각피질로의 연결회로가 너무 복잡하면 신호해석에 어려움

을 준다. 
  ⑤ 결정적 시기 동안의 시각적 경험의 결핍으로 인한 문제는 

회복이 가능하다. 

17.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I was attending an all-day sales seminar and was anxious to 
shake hands with our sales manager, who had delivered an 
inspiring speech. After waiting in line for three hours, it was 
finally my turn to meet him. He never even looked at me. 
Instead he looked over my shoulder to see how much longer 
the line was. He wasn’t even aware that he was shaking my 
hand. And although I realized how tired he must have been, I, 
too, had been there for three hours and was just as tired! I 
was hurt and offended because he had treated me as if I 
didn’t even exist. Right on the spot I made a decision that if 
I ever became someone whom people waited in line to shake 
hands with, I’d give the person in front of me my undivided 
attention ─ no matter how tired I was!
  ① 악수할 때 청결해야한다.
  ② 줄을 설 때, 차례를 지켜야한다.
  ③ 사람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④ 상대에게 온전한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⑤ 출판 행사 때는 인원수를 제한해야한다.

18. 다음 글의 주장을 고르시오.
 The small jerboa lives in deserts across the world. Jerboas 
have big eyes and, like many desert animals, they can see 
very well at night. In the late evening, they come out of their 
holes and look for food ― mostly seeds and plants. Jerboas 
are very well adapted to life in the desert. Some jerboas do 
not need to drink, because they get water from their food. In 
the hot summer, some jerboas sleep under the sand for two 
or three months. Jerboas also live in cold deserts like the 
Gobi. Here, they sleep in their holes in the winter and stay 
away from the snow. Jerboas can move very fast across the 
sand. They have huge back legs and they can jump up to 
three meters in one move. They do this when they need to 
run away from other animals. 
  ① Jerboas belong to the classification of desert animals.
  ② Jerboas use their fast jumps to avoid their ene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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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Jerboas's food can be the replacement of water.
  ④ Jerboas is an animal living in deserts and has peculiar 

life styles. 
  ⑤ Jerboas have good sight at night.

19. 다음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It’s true that people hate watching commercials. As a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which enable people 
to record television programs on a hard disk and eliminate all 
commercials, the number of people who watch commercials is 
decreasing. Therefore, advertisers have to find new ways to 
get television viewers to purchase products and services. One 
of the most popular methods used these days is to place their 
product in films and make famous stars to use it. Advertising 
agencies pay film companies to have scriptwriters include 
products they want to push in films and in other media. Thus, 
the product is integrated into the action of a film and 
advertisers get the effect of having a famous actor or actress 
use their product. For example, advertisers put a new soft 
drink into a famous drama and a new backpack into a reality 
show.
  ① New ways to advertise products on TV or films.
  ② Advertising benefits of commercials
  ③ Advertising agencies' strategies to sell products
  ④ Effective ways to eliminate commercials
  ⑤ Relationship between advertising agencies and film
     companies

빈 칸 어휘 추론 (문맥 어휘 추론)
20.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ost consumers buy only to solve a problem they think they 
have or to prevent a problem from occurring. Thus, consumers 
look at solutions to problems, not at product ingredients, 
construction, or even price as a method of selecting products 
or services. An example might help: “Consumers want to buy 
quarter-inch holes; they don’t want to buy quarter-inch 
drills.” It is            the product or service provide that 
consumers want, not the attributes that make it possible. 
Consumers are interested in the speed and ease of calculations 
and word processing that computers offer, not the RAMs, 
ROMs, and bytes. Or they are interested in how effectively a 
bug spray kills bugs, not what the active ingredients are. In 
planning an advertising strategy, therefore, keep this in mind: 
Look at the product or service from the view of the consumer. 
  ① the benefit         ② the durability
  ③ the convenience    ④ the low price
  ⑤ the quality 

2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f someone were to say, “He is a liberal talker,” we might 
interpret liberal as a label for that person’s political stance, or 
we might take it to mean that he or she is very talkative. 
Unless the user of the word offered a clue as to the intended 
meaning, we would have to rely on                 . If we 
were to hear a movie critic say, “Eddie Murphy’s role was 
better than most,” we would be left to speculate about 
whether the allusion to the role referred to the character part 
he was asked to play or his acting. Moreover, the claim that 
the role was better than most might be thought to mean that 
it was better than the majority of the parts he has been 
given in films or that his performance excelled that of most 
of the other performers in the film. 
  ① accurate analysis
  ② mere guesswork
  ③ body language
  ④ speaker's tone
  ⑤ concrete material

2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Just as there are no two sets of fingerprints alike in the 
world, so the imprints of animals have a like individuality. To 
take a single example: Elephants can be identified by their 
pads as definitely as human beings by their fingerprints. As 
William Baze, who spent forty years in the Indonesian jungle, 
puts it in Just Elephants, the footprints of elephants, like 
those of human beings, are all different. Sometimes the nails 
are most prominent, sometimes the heel, sometimes the 
imprint shows a closed foot, sometimes a flat foot; everything 
depends on the way in which the animal walks. These distinct 
variations make it possible to provide every trained elephant 
in Indo-China with                    . 
  ① the best training space 
  ② most favorite food source
  ③ its own identity card
  ④ a definite advantage at mating time
  ⑤ features that distinguish itself from a hippo

23.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Sometimes the government's economic role is to stay out of 
the marketplace. The principle that the government should not 
(   A    ) in the economy is called laissez faire, a French 
phrase meaning "leave things alone." The concept of laissez 
faire is often paired with capitalism, an economic system that 
is based on private ownership of the factors of production. 
Capitalism, the foundation of market economies, operates on 
the belief that, on their own, producers will create the goods 
and services that consumers demand. Therefore, according to 

5



456 •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지도 자료집

(A) (B)
① intervene subsidy
② interfere involvement
③ compete organization
④ integrate agency
⑤ interrogate service

laissez faire capitalism, there is no need for government (    
B     ) in the marketplace. This laissez faire capitalism is a 
market economy in its pure form. However, there are no pure 
market economies - all real-world market economies have 
some degree of government intervention.

24.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One of the best examples of the trend toward worldwide 
uniformity comes from black-and-white photographer John 
Spence Weir, who has been visually documenting the modern 
history of Mexico  for the past fifty years. According to him, 
the story of Mexico is really the story of                  . 
At one time all the houses were purple, pink, yellow and 
orange. The clothes and baskets, markets and people, were 
colorful, too. But today, no one wants a purple house with 
yellow shutters. They all want beige. Everything is beige─
beige clothes, beige stores, beige garden walls. The wealthy 
people wanted their homes to look just like the houses in the 
United States. So they started painting them beige. He said, 
“If I have a regret it’s that I should have been photographing 
Mexico in color. I missed the entire story.”
  ① a variety of personal tastes
  ② the slow removal of color
  ③ trends of wealthy people 
  ④ the change of preferred colors in clothes
  ⑤ why beige became popular in America

25.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Some researchers argue that food science is necessarily 
reductive because the entire food system is so complex that 
all they can do is break the system down into isolated parts 
and study them. The problem is that when nutrients are 
studied in isolation, we ignore the vastness of the system as a 
whole, making it extremely difficult to know what any given 
nutrient’s effect really is within the system. For example, the 
combinations in which we consume foods and drinks can have 
tremendous influence on their benefit or harm. We can hardly 
absorb the iron in a steak if we drink a cup of coffee with it. 
That simple addition of a particular liquid into the steak meal 
yields a different nutritional result. In other words, if we want 
healthy meals, we have to understand                          
 ─ with all of the factors that affect a healthy outcome. 
① the entire process of eating
② the bad influence of fast food

③ the importance of food safety
④ the effect of nutrients on mood
⑤ the history and changes of cooking food

26.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Educational psychologist Diane Horgan raises the interesting 
point that a better understanding of one’s skill level is not 
necessarily the result of greater skill. Instead, the causation 
can run in the other direction:                       might 
help you improve by enabling you to adjust your expectations, 
properly gauge feedback, identify your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so on. If you are overconfident in your 
ability, you may also be less motivated to improve it. After 
all, you “know” that you are already good, so you don’t need 
to practice more. These considerations should give pause to 
supporters of increasing children’s self-esteem as a comfort 
for educational underachievement.
  ① Your great skill
  ② Your genetic traits
  ③ Confidence and motivation
  ④ Unrealistic appreciation of your strengths
  ⑤ Realistically understanding your skill level

27. 다음 글의 밑줄 친 어휘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Not only do we make ourselves unhappy when we suppress 
emotions, when we pretend, but we make others ① unhappy 
as well. In this way, the great deception (pretending that we 
are really happy when we are not) contributes to the great ② 
depression (to the rising levels of unhappiness in the world). 
In putting on the facade, we communicate to others that 
everyone is doing just great, ③ except for them, which 
makes them feel worse and even more determined to ④ 
reveal their pain. By perpetually hiding our emotions, we don’t 
give others permission to share their own. And in turn, their 
brave faces communicate to us that everyone else is doing 
great, and we consequently feel even worse. And so we all 
continue, smiling our way through the ⑤ insincere dance of 
words and gestures, engaged in a downward spiral of 
deception and depression. *facade: 가장된 겉모습

28. 다음 글의 흐름 상 적절한 어휘를 고르시오.
 I am a female dolphin who lives in an aquarium. One day I 
got so badly injured that I couldn’t swim and come up for air. 
So my trainers (A)[detached / attached] bottles to me to act 
as floats. I didn’t want to live the rest of my life being 
supported by these bottles. I was so aimless and dispirited. I 
merely floated about and was sure I wasn’t going to live for 
very long. Seeing my (B)[depression / repression], my 
trainers brought in a male dolphin. At first I ignored him but 
later began to show interest. He tried to help me sw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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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hing me from under and bringing me to the surface. 
Despite my injury, I began making an effort to swim. Soon, 
the bottles were removed and I recovered completely. It felt 
great to swim on my own again. We became (C)[seperated / 
inseparable], swimming joyfully around together and showing 
signs of affection.
       (A)             (B)             (C)
  ① attached       depression       inseperable
  ② attached       repression       inseperable
  ③ attached       depression       seperated
  ④ detached       depression       seperated
  ⑤ detached       depression       inseperable

2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long-established fact of psychological functioning is that it 
is not so much the particular circumstance that upsets the 
person involved, as it is the ①violation of his or her 
expectations. If a young, starry-eyed couple enter into 
marriage with storybook expectations that everything’s going 
to be “sweetness and light,” they are likely to react very ②
badly to the adjustment pains that typically accompany the ③
merging of two lives into one. On the other hand, if a young 
couple, perhaps because of other life experiences, anticipate 
that there will be adjustment pain, if they expect to ④avoid 
problems in the marriage, then the occurrence of these 
routine challenges will only ⑤confirm what they expected, 
and their emotional reaction will be much, much less 
problematic.

30. (A), (B), (D)의 줄친 부분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
절한 것은?

 Open-minded people have a broad perspective on time. They 
base their expectations for the future on a (A) [idealistic / 
realistic] assessment of the past and the present. They 
develop theories from observing the world and see whether 
the future will confirm those theories. On the other hand, 
authoritarian people have a narrow view of time. Their ideas 
about the past and the future are highly (B) [idealized / 
flexible], and they have little sense of anything outside the 
present, or how the present might be changing. An 
authoritarian leader, therefore, tends to (C) [perceive / 
ignore] growing problems until they make their effects 
seriously felt. Worse, the influence he wields as a leader can 
cause the majority of his followers to ignore the danger as 
well.
 
      (A)              (B)            (C)
  ① realistic         flexible        perceive
  ② idealistic        idealized       perceive
  ③ realistic        idealized         ignore

  ④ realistic         flexible         ignore
  ⑤ idealistic        idealized       perceive    

31. 다음 글의 빈 곳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Fantasy is often ridiculed for its lack of ideas, and readers 
of fantasy are attacked for their desire to escape. Withdrawal 
is not a coping strategy most thoughtful adults want to teach 
children. In fact, if fantasy as a form were merely a way of 
escaping, it might create problems for children, who need all 
the practice they can get dealing with a world that grows 
increasingly complex. But far from isolating children or 
encouraging them to escape from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high fantasy” unites people into groups and reinforces the 
values around which those groups stick together. It might be 
argued that if fantasy presents any danger, it is the danger of 
preparing the reader for obedient, uncritical participation in a 
comforting, authoritarian system. However, the best children’s 
fantasies                 .
  ① make children confirm to the society quite well
  ② isolate children from the sociable life and finally ignore 

social manners.
  ③ withdraw the children's minds from the complex of life 

and responsibilities
  ④ prepare the children for obedient and uncritical     

participation in a rigid system.
  ⑤ encourage questioning of commonly held cultural values 

rather than mere conformity to them. 

32. 다음 빈곳에 알맞은 단어는?
 Activities in which           is required to complete a task 
are more likely to lead to development. This type of activity 
motivates children, encourages them to coordinate roles, and 
provides the missing components in an individual child’s skills. 
An example is when children have complementary pieces of 
information and have to share and coordinate this information 
to solve a problem or create a whole. Each member has an 
essential piece of information, like a piece of a puzzle. A 
story is divided up into four pieces and each child is given 
one piece to read. The entire story line cannot be 
reconstructed without all of the pieces. Each child must read 
and summarize her own piece and present it to others in the 
right order.
  ① physical health   ② intelligence 
  ③ sharing           ④ diligence
  ⑤ cleve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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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대상파악(지칭추론)
33.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No other bird is so expert in deceiving the nest hunter as 
the killdeer. Uttering its characteristic notes, ①it will fly 
along in front of the intruder, and then, landing on the ground 
within easy observation, lie down in some little hollow, spread 
its wings exactly as if covering ②its eggs, and look back 
over its shoulder at its enemy with an innocent expression. 
This pleasant fiction ③it will repeat as often as it is 
approached, and if an enemy follows the bird, ④it will be led 
further and further away from the nest, only at last to see 
the male killdeer fly up and wing ⑤its way into the distance. 
Meanwhile the female Killdeer, most likely, has been sitting 
on her nest, complacently viewing the landscape and silently 
exulting in the successful strategy of her spouse.

34. 밑줄 친 They[them]가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Almost all teenagers have difficulty with their families. Even 
the healthiest boys and girls push their parents to validate ① 
them as adults before the parents are ready to accept the 
new situation. All teenagers do some distancing as part of 
their individuation process. But healthy boys and girls know 
that their parents love  ② them and stay connected in 
important ways. ③ They keep talking and seeking contact. 
Even as they rage at their parents on the surface, a part of 
them remains loyal and connected to ④ them. Teenagers 
generally manage to stay close to their families and maintain 
some family loyalty. They usually have someone in the family 
whom they love and trust. Through all the chaos of 
adolescence, ⑤ they keep the faith with this person.

35. 글의 밑줄 친 he[He]가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Harold was a very active man. Though he had been living with 
back pain, ① he lived his life fully. But the pain was getting 
worse. He finally decided on surgery. Almost immediately after 
the surgery, ② he saw that his pain was greatly diminished, but 
he had lost mobility in one leg. His surgeon said as the swelling 
around the spine diminished, he would probably regain function 
of that leg. ③ He also gave some advice for the leg. But Harold 
ignored it because he still had hope that his life would be just 
the way it had been before. Trying to resume his usual physical 
activities, Harold fell several times. He got frustrated. Every 
time he went to the doctor, ④ he was told, "There is still a 
chance." But meanwhile, Harold was getting more depressed. 
Finally, the doctor said to him, "If you haven't recovered your 
function by now, you probably won't" All hope removed,  ⑤ he 
felt the despair that had always been inside him. 

36. 밑줄 친 he[his]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The Duke of Wellington was a severe admirer of truth. 
When afflicted by deafness he consulted a celebrated ear 
doctor, who, after trying all remedies in vain, determined to 
inject a strong solution into the ear. It caused intense pain, 
but the patient bore it calmly. The family physician, 
accidentally calling one day, found the Duke with flushed 
cheeks and bloodshot eyes. The doctor asked to be permitted 
to look at his ear, and ① he found a furious inflammation was 
going on, which, if not immediately checked, must shortly 
reach the brain and kill him. Vigorous remedies were at once 
applied, and the inflammation was checked. But the hearing of 
that ear was completely destroyed. When the ear doctor heard 
of the danger his patient had run, through the violence of the 
remedy ② he'd employed, he hastened to the Duke's place to 
express ③ his grief and mortification, but the Duke said, 
"Don't say a word about it - you did your best." The ear 
doctor said it would be ④ his ruin when it became known 
that he'd been the cause of so much suffering and danger to 
⑤ him. "Keep silent, and I won't say a word to anyone," the 
Duke said. "Then Your Grace will allow me to attend you as 
usual, which will show the public that you haven't withdrawn 
your confidence from me?" "No," replied the Duke, kindly but 
firmly, "I can't do that, for that would be a lie." He wouldn't 
act a falsehood any more than he would speak one. 

37. 밑줄 친 대상들 중에서 문맥상 개념을 비교해 볼 때 의미하
는바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 진 것은? 

 A major obstacle to discovery is not ignorance but knowledge. 
Because ⓐAristotle was so comprehensive, logical, and 
brilliant, his writings became the ultimate standard of truth for 
2,000 years. A major portion of ⓑGalileo’s works was devoted 
to disproving Aristotle so that the reader would be able to 
grasp ⓒhis arguments. The difficulty was that a single 
authority(Aristotle) was held in such high regard that 
alternative views could not get a hearing. In more recent 
times the work of   ⓓFreud has had a similar effect. Freud’s 
system of analysis assumed  certain mental constructs a priori, 
so it was very difficult to revise or improve his theories. The 
result was that a fairly good number of psychoanalysts 
remained ⓔFreudians though ⓕmany psychologists began to 
ignore Freud altogether to make progress in their work.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⑤ ⓒ, ⓓ, ⓔ, ⓕ

38.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Anyone who has seen Akira Kurosawa’s 1961 samurai classic 
Yojimbo knows that Sergio Leone’s A Fistful of Dol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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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important aspect of the print media is that all of 
the information they provide is relatively unchanging. The 
news stories are written, and the audience simply has to 
read the information provided. 

 To say that we need to curb anger and our negative 
thoughts and emotions does not mean that we should 
deny our feelings. There is an important distinction to 
be made between denial and restraint. 

 Science consists not just of a method, but of a body of 
knowledge and of technique. The established body of 
textbook knowledge forms a set of constraints (a box, if 
you will) that the scientist must work within.

(shortened as Fistful) is an almost scene-for-scene remake. 
But Leone seemed unaware of the legal implications of ①his 
copycatting. ②He never publicly acknowledged his creative 
debt to Kurosawa and refrained from offering the Japanese 
master any royalties. In fact, during production of Fistful, ③
his production company told everyone concerned to “refrain 
under any circumstances from mentioning the word Yojimbo.” 
When Kurosawa learned what was going on, he sent Leone a 
letter praising the Italian’s film and asking for his cut of the 
pie. “Fistful is a very fine film, but it is my film. You must 
pay me,” Kurosawa wrote. Leone, who was thrilled that a 
filmmaker of Kurosawa’s stature would threaten to sue ④him, 
eventually agreed to give ⑤him fifteen percent of Fistful’s 
worldwide box-office receipts.

39. 밑줄 친 ① ~ ⑤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There is a new kind of communication machine called the 
PAL 700 Think-Phone, and ①it was made by a 
communication system company of New York. The company 
calls ②it “the first mind-to-mind personal communication 
machine.” ③It spent ten years developing the device so that 
blind and deaf people could communicate more freely. In order 
to use the PAL 700, you have to connect ④the device to any 
ordinary communication machine. When you think, the PAL 
700 will instantly send your ideas out as printed words or as 
sounds and pictures. People who use this fantastic new 
machine don’t even have to speak the same language! Right 
now the PAL 700 is very expensive. Only big companies and 
hospitals can buy ⑤one. But the company is hoping to cut 
costs in the future so that everyone can own one.

순서파악
40.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To some degree it can rapidly collect and distribute 
information by using technology. Nevertheless, the 
material presented on radio and television usually does not 
have a high degree of detail, and the audience is not able 
to interact with the source of the information.

 (B) The combination of a passive audience and the tendency for 
printed information to go out of date quickly leads to the 
need for other sources of current information. The broadcast 
media are able to fill the gap left by the print media.

 (C) This form of information distribution produces a relatively 
passive audience that is unable to go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material presented by the source. In 
addition, the information itself cannot be quickly changed. 

  ① (A)-(C)-(B) ② (B)-(A)-(C)
  ③ (C)-(A)-(B) ④ (B)-(C)-(A)
  ⑤ (C)-(B)-(A)

41. 주어진 글의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The trouble here is that at some future point they may 

find they cannot contain these feelings any longer.
 (B) Such behavior is like closing a wound which is still 

infected. We are not talking about rule-following. Where 
denial and suppression occur, there comes the danger that 
in doing so the individual stores up anger and resentment. 

 (C) The latter constitutes a deliberate and voluntarily adopted 
discipline based on an appreciation of the benefits of 
doing so. This is very different from the case of 
someone who suppresses emotions such as anger out of 
a feeling that they need to present a facade of 
self-control, or out of fear of what others may think.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42.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Any study must obey the conservation of momentum, of 
energy, and of mass, whether you like it or not. 
Ignoring physical constraints can lead to failure. 

 (B) For example, for DNA studies there are lab procedures 
to guard against cross-contamination. If you ignore this 
guidance you may end up sequencing your own DNA 
instead of that of the target organism. 

 (C) There are also constraints consisting of the established 
methods, procedures, and statistics for a field. These 
methods have been widely tested and debated over time 
and accepted as reliable or at least standardized.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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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 - (B) - (C)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Social facilitation was first documented in experiments 
conducted at the Hawthorne plant of the Western Electric 
Company during the late 1920s and early 1930s. These 
classic studies were originally designed to evaluate the 
impact of different work environments. 

  Parents often fail to address early childhood lying, 
since the lying is almost innocent─their child is too 
young to know what lies are, or that lying is wrong. 

 　Prestige differs from wealth and power. Wealth and 
power are objective entities; an individual can have them 
regardless of what other people think of the individual.

 Because our society equates intelligence with school 
learning, children who have difficulty developing the 
academically prized capacities are at high risk for feeling 
“stupid.” 

43.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Faced with these confusing data, the researchers turned 
their attention from physical aspects of the work 
environment to its social aspects. 

 (B) Among other things, researchers varied the levels of 
illumination in areas where workers were assembling 
electrical components and found that production increased 
when lighting was increased. When lighting was subsequently 
decreased, however, production again increased.

 (C) As it turns out, one reason workers' production 
increased was simply because someone else (in this 
case the researchers) had paid attention to them. 

44.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The mother of one such child told me about an incident 
that happened when her son Matt was playing at a 
neighbor’s home. The neighbor later commented, in a 
surprised voice, “Matt’s really witty! I mean, I knew he 
was in the special reading group ...” 

 (B)　Children with reading disabilities, for example, find it 
difficult to think of themselves as smart. They discount 
evidence of their intelligence, such as well-developed 
social skills, clever problem solving in building a 
soapbox car, or even above-average scores on IQ tests. 

 (C)　Her voice trailed off as she realized what she was saying, 
and Matt’s mother, like every parent whose child struggles 
with academic learning, had to contend with yet another 
person who felt that such children cannot be intelligent.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4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The kids who know the difference are also the most 
prone to lie. Ignorant of this scholarship, many parenting 
websites and books advise parents to just let lies go─
kids will grow out of it. The truth is, kids grow into it.

 (B)　The better a young child can distinguish a lie from the 
truth, the more likely he or she is to lie given the 
chance. Researchers test children with elegant anecdotes, 
and ask, “Did Suzy tell a lie or tell the truth?” 

 (C)　When their child gets older and learns those distinctions, 
the parents believe, the lying will stop. This is dead 
wrong, according to Dr. Victoria Talwar.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46.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For example, the boss of an organized crime group may 
make millions and exercise awesome power, but he will 
never acquire prestige because most people refuse to 
hold him in esteem─and they cannot be forced to do so. 

 (B) But prestige is subjective, depending on how the 
individual is perceived by others. If the individual is rich 
and powerful but is seen by others as unworthy of 
respect, the individual has low prestige. 

 (C) On the other hand, many college professors may not be 
rich and powerful, but they do enjoy more prestige than 
the crime boss.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연결사 추론
47. 다음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Many people think that television acts as an addictive drug on 
children―attracting them, stunting their ability to think, and 
displacing such wholesome activities as book reading and 
family discussions. Another conventional belief about television 
is that it impairs a child’s ability to think and to interpret the 
world.     (A)     , recent research conducted by Daniel 
Anderson, a psychologist a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discredits these assumptions. According to the research, while 
watching television, children do not merely absorb words and 
images. Instead, they reflect on the meaning of what they se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B)       television 
relies on cinematic techniques, children learn early how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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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① Likewise Thus
② Likewise In other words
③ Similarly meanwhile
④ For instance As a result
⑤ For instance In contrast

　　　 (A)  　　　(B)
① For example in contrast
② For example therefore
③ Nevertheless in contrast
④ Nevertheless in turn
⑤ Additionally therefore

draw inferences about the passage of time, character 
psychology, and implied events. Even preschoolers comprehend 
more than just the information supplied on the screen.

*stunt: 저해하다
(A) (B)

① However … Because
② Likewise … Even though
③ That is … Unless
④ By contrast … Despite
⑤ In other words … While

48.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t is not at all hard to understand why having a good start 
increases the likelihood of a young person eventually becoming 
an especially capable adult. Consider,   (A)     , the advantage 
of gaining above-average language skills at an early age. 
Acquiring language affects a child’s capacities as a thinker in 
some fundamental ways. Language also makes possible an 
explosive growth in a child’s capacity to retain information in 
memory. That information in turn opens up the possibility of 
undertaking cognitive activities such as planning, reasoning and 
making choices and judgements, and anticipating the future, 
which are literally inconceivable in a species that lacks 
language.     (B)    , acquiring language brings about a 
complete transformation in what a child is capable of. As a 
result, those children who gain the advantages that are brought 
by the early acquisition of language skills will have their 
capacity to learn from their experiences broadened considerably.
 
        (A)                (B)
  ① However          In sum
  ② However          Instead
  ③ For instance       In contrast
  ④ For instance     In sum
  ⑤ Additionally     In contrast

49.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Communicative behavior in classrooms in the United States is 
typified by question-answer sequences. Individual children are 
either chosen to respond or compete with each other through 
calling out or raising their hands for the right to respond. 
Such insistence on individualized answers, which seems so 
"natural" to those of us socialized in this system, creates 
difficulties for some groups of children.     (A)    , many 
Native American children are socialized to refrain from 
behavior that isolates their performance in a competitive 
manner in front of peers. In a comparison of classroom 
behavior of some Native American children with that of some 

non-Native American students, a researcher found that Native 
Americans were extremely hesitant to answer teachers' 
questions or to speak out in class.          (B)    , in 
situations where they could have individual access to teachers, 
they were more likely than non-Native Americans to seek 
help, initiate questions, and engage in dialogue.

50.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Memory is a very basic aspect of cognition, so we might 
expect it to operate in much the same manner among human 
beings everywhere. This is true: No matter where they live 
and in what culture, people all around the world have the 
same basic memory abilities. This does not mean, however, 
that memory is unaffected by culture.     (A)    , in many 
industrialized societies, students learn as part of their 
education to remember lists of unrelated terms and practice 
entering abstract information such as mathematical and 
chemical equations into their memories. In traditional 
societies,     (B)    , individuals have little if any practice 
with such tasks. People in these societies, too, commit large 
amounts of information to memory; but most of it is directly 
linked to their daily lives. They only memorize the names of 
large numbers of plants and animals that are a part of 
everyday life. 

51.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연결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people are grouped into societies, they face different 
kinds of tradeoffs. The classic tradeoff is between “guns and 
butter.” The more we spend on national defense (guns) to 
protect our shores from foreign aggressors, the less we can 
spend on consumer goods (butter) to raise our standard of 
living at home.     (A) important in modern society is the 
tradeoff between a clean environment and a high level of 
income. Laws that require firms to reduce pollution raise the 
cost of producing goods and services. So these firms end up 
earning smaller profits, paying lower wages, charging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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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mount of time spent on a project does not necessarily  
   (A)     a better project because at some point the time and 
effort used should be considered          (B)    .

prices, or some combination of these three.     (B)   , while 
pollution regulations give us the benefit of a cleaner 
environment and the improved health that comes with it, they 
have the cost of reducing the incomes of the firms’ owners, 
workers, and customers. 
     (A)             (B)
  ① Also           Thus
  ② Besides        For example
  ③ However       Consequently
  ④ Therefore      Also
  ⑤ Similarly       In summary

52. 빈칸에 알맞은 연결사를 고르시오. 
  The underlying idea of world history is that the interaction 
among human societies resembles the relationships among 
billiard balls, but rather among bacteria. Billiard balls rolling 
around the table may collide and affect each other’s 
trajectories, but they do not actually change each other: The 
eight ball is an eight ball even after it is struck by the cue 
ball. Bacteria, ________, fundamentally shape each other as 
they interact. Because the membranes covering bacteria are 
full of pores, bacteria can exchange genetic information and 
can even fundamentally alter each other’s basic make-up 
when they touch. Similarly, human societies in contact affect 
each other’s development. World historians, recognizing this, 
seek to understand human history through studying both 
developments within societies and the way in which societies 
relate to each other. 

* membrane: 얇은 막 ** trajectory: 궤도
  ① However  ② Thus         ➂ In that case  
  ④ As  ⑤ In addition

53.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ll biting lice are small insects, with a body flattened from 
top to bottom. This shape helps them move easily among fur 
and feathers and makes it more difficult for their hosts to 
remove them. As their name suggests, they have large jaws 
for biting through the feathers and fur. Like many parasites 
that live permanently on their host’s body, these lice do not 
need good eyesight.          (A)       , their eyes are very 
small, and are even absent in some species.     (B)    , 
biting lice do not have wings since there is little use for 
them. Many biting lice have strong hooks on their feet to 
allow them to hold on to feathers or hair. These claws can be 
used to distinguish species that live on mammals, which have 
one claw on each foot, from species that live on birds, which 
have two claws.
        (A)                   (B) 
  ① However              On the other hand

  ② As a result           Similarly
  ③ As a consequence     In addition
  ④ On the contrary       In the same way
  ⑤ Accordingly           Consequently

문단요약
54. 다음 글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
 Equating time spent and quality may in fact be empirically 
false. Painting teachers encourage students not to overpaint a 
picture continuing to put paint on the canvas until an initially 
good idea is buried in a muddy mess. Writers can worry a 
piece to death, fussing over adjectives and word order until 
readers respond to the effort that went into the polishing 
more than to the thought the prose was supposed to convey. 
More work may not produce a better product. On the 
contrary, the more we think about a specific writing task, the 
more we may introduce irrelevant considerations and 
inappropriate qualifications, and insist on making connections 
that needn't be made - until we bury the thought in 
Byzantine ornamentation. "More is better" is no more true 
than "less is better." Yes, writing needs reworking and 
thought. But how much? The answer should be sought 
pragmatically, not in fixed attitudes.  



   (A)    (B)
① immerse equivalent
② give rise to prompt
③ initiate considerable
④ guarantee adequate
⑤ deliberate negligent

55.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t cannot be too often repeated that it is not the so-called 
blessings of life, its sunshine and calm and pleasant 
experiences that make men great, but its rugged experiences, 
its storms, and trials. Early hardship, especially, is often a 
blessing in disguise. It is the rough Atlantic Ocean, the cold, 
dark, winter nights, the fierce “northers,” that make the 
British and the American sailors the toughest and most skillful 
in the world. The training in the school of hardship and 
sorrow produces the most able pupils, and the hill of 
difficulty is the best of all exercises for the strengthen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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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ry to the notion of the blessings of life,     (A)    
can be interpreted into      (B)    experiences but it is 
likely that    (A)    will make you more   (C)   in your 
life.

 (A)  (B)  (C)
①  adversities … unfortunate … strong
②  adversities … expected … weak
③  adversities … unfortunate … weak
④  endeavor … expected … strong
⑤  endeavor … unfortunate … weak

The selective breeding enables natural foods to be 
genetically modified by  way of producing some     
(A)    , and this is why we cannot tell that genetically 
modified foods are unconditionally     (B)    .

 The awareness of waste is    (A)   , so that one 
generation’s scarcity is another’s     (B)    .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education and low birth rate 
is not    A    , but the wealth and luxury of the classes 
with whom the    B    associate matter.

mental backbones. Great men can no more be made without 
trials than bricks can be made without fire. 



5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 칸 (A)
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Education has been alleged as a cause of decreasing birth 
rate in the native white American stock. This, however, is 
true only in a very qualified sense. While it is a fact, as 
collected statistics have shown, that if Harvard and other 
universities depended on children of their alumni for students 
their attendance would actually decrease in numbers, it is not 
true that college graduates have had a lower birth rate than 
the economic and social classes to which they belong. So far 
as statistics have been collected, indeed, they seem to indicate 
that the wealthy uneducated are producing fewer children than 
the educated classes who associate with them. The influence 
decreasing the birth rate among the educated is,    therefore, 
not education itself, but the high standards of living and the 
luxury of the classes with whom they associate. 



　　　　　　　(A)                 (B)　
   ①  indirect            uneducated
   ②  indirect            educated
   ③  direct              uneducated
   ④  direct              educated
   ⑤  important          uneducated

57.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2001 report reviewed eighty-one research projects 
conducted over fifteen years and failed to find any new risks 
to human health posed by genetically modified crops. 
Genetically modified foods are no more dangerous than 
“natural” foods because they are not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natural foods. Virtually every animal and vegetable has 

been “genetically modified” for millennia by selective breeding. 
Plants do not have any particular desire to be eaten, so they 
did not go out of their way to be tasty, healthy, or easy for 
us to grow and harvest. On the contrary, they did go out of 
their way to prevent us from eating them, by evolving 
irritants, toxins, and bitter-tasting compounds. So there is 
nothing especially safe about natural foods. The “natural” 
method of selective breeding for pest resistance simply 
increases the concentration of the plant’s own poisons.



       (A)              (B)
  ① nutrients          secure
  ② nutrients          dangerous
  ③ poisons           abundant
  ④　poisons           insecure
  ⑤ poisons           artificial

58.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funny thing about waste is that it depends on your sense 
of scarcity. Our grandparents grew up in an age when a 
long-distance telephone call was an expensive luxury, to be 
scheduled and kept short. Even today many people find it 
hard to keep people of that generation on a long-distance call 
for long─they still hear a meter ticking in their head and 
rush to finish. But our kids are growing up in an age when 
long-distance is free on their cell phones and they’ll happily 
chat for hours. From the perspective of 1950s 
telecommunications costs, that’s incredibly wasteful. But 
today, when those costs have fallen to near zero, we don’t 
give it a second thought. It doesn’t feel like waste at all. 



        (A)                  (B)
  ① absolute      function
  ② attractive       popularity
  ③ beneficial       quality
  ④ significant       intensity
  ⑤ relative         abundance

59.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Every time you turn your attention to a new problem, you 
interrupt your train of thought, and importan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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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members of the    (A)    are trained from childhood 
to follow the rule or suffer serious social    (B)   . 

vanishes from your working memory. Many of the habits we 
have picked up in the past few years in the quest for greater 
speed―making phone calls and emailing at the same time, for 
example―are therefore actually counterproductive. Even brief 
interruptions wind up exten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hings done. But even without outside interruptions, it is not 
easy to stay focused. The mechanisms in our brains that plan 
the succession of our activities are very sensitive, and even a 
mild degree of stress derails the executive function, which 
serves as the manager in our heads. We conclude that our 
harried feeling stems from a lack of time, but it is usually 
the other way around: the stress prevents us from completing 
our tasks in time.


  Multitasking and stress can    (A)    your attention, 
leading to    (B)    in completing tasks.

(A) (B)
① distract … delays
② harm … impossibility
③ enhance … success
④ help … de-stressing
⑤ draw … productivity

60. 다음 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려고 한다. 빈 칸에 들어갈 말
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ccording to sociologists, one of the most widespread and 
basic norms of human culture is embodied in the rule for 
reciprocation. The rule requires that one person try to repay, 
in kind, what another person has provided. By obligating the 
recipient of an act to repayment in the future, the rule for 
reciprocation allows one individual to give something to 
another with confidence that it is not being lost. This sense 
of future obligation within the rule makes possible the 
development of various kinds of continuing relationships, 
transactions, and exchanges that are beneficial to the society. 

* reciprocation: 보답 


      (A)              (B)
  ① society  approval
  ② society  disapproval
  ③ reciprocation  approval
  ④ repayment  approval 
  ⑤ disapproval  relationship

글의 목적 파악
61.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Not surprisingly, workers are more productive and effective 
when they receive guidance and support based on an accurate 
appraisal of their performance. In an ideal world, appraisal of 
workers’ performances would be based solely on how well they 
do their jobs. However, subjective biases often affect workers’ 
evaluations. For example, supervisors tend to focus on the 
worker rather than on the worker’s performance. Supervisors 
may form general impressions of liking or disliking workers and 
base their evaluations on these impressions rather than on the 
work performed. The tendency to rate workers according to 
general impressions can be reduced by instructing raters to 
focus on how well the worker carries out specific tasks. 
Learning theorists have suggested that the criteria for appraisal 
be totally objective─based on publicly observable behaviors and 
outlined to workers and supervisors before performance. Workers 
should be penalized for no such thing as “poor attitude.” 
  ① 객관적 평가 절차의 개발을 알리려고
  ② 근로 조건의 향상에 따른 효율성을 알리려고
  ③ 관리자들의 평가 스타일과 유형을 구분하려고 
  ④ 노동자들의 실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촉구하려고
  ⑤ 개인 성향을 고려한 근무조건의 선택의 예를 보여주려고

62.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Our minds literally move at lightning speed. Ironically, this 
often slows our learning, because we immediately "leap" to 
generalizations so quickly that we never think to test them. 
For example, have you ever heard a statement such as, "Laura 
doesn't care about people." Once Laura's colleagues accept as 
fact that she doesn't care about people, no one questions her 
behavior when she does things that are "noncaring," and no 
one notices when she does something that doesn't fit the 
stereotype. The general view that she doesn't care leads 
people to treat her with greater indifference, which takes away 
any opportunity she might have had to exhibit more caring. 
Untested generalizations can easily become the basis for 
further generalization. "Could Laura have been the one behind 
that office intrigue? She's probably the sort who would do that 
sort of thing given that she doesn't care much about people...."
  ① 남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조직생활에서 적응하기 어려움

을 알리기 위해
  ② 음모의 배후 인물이 될 수 있는 인물의 특징을 알리려고
  ③ 검증되지 않은 편견이 조직의 결속력을 형성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려고 
  ④ 사람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일반화는 편견을 유발하며, 추

후 검증되지 않은 일반화의 토대가 된다는 걸 설명하려고
  ⑤ 남에게 무관심한 사람은 음모의 배후 인물일 수 있음을 알

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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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ach speaker system is warranted free from defects 
(workmanship and material) for five years from date of 
delivery to the original purchaser. The warranty includes parts 
and labor for the first year. After the first year, and 
continuing through the fifth year of the warranty, the 
warranty extends to parts only and a nominal charge will be 
made for labor. The speaker system is to be delivered or 
shipped to an authorized warranty station for warranty repair, 
freight charges prepaid. This warranty does not apply to units 
which have been subject to misuse, abuse, neglect, accident or 
improper installation; nor does it apply to repairs or alteration 
by unauthorized personnel. We retain the right to make such 
determination on the basis of factory inspection.
  ① 스피커의 수리를 요청하려고
  ② 스피커의 고장을 신고하려고
  ③ 스피커 제품을 홍보하려고
  ④ 스피커의 보증에 관해 설명하려고
  ⑤ 스피커 수리를 권장하려고 

64.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lthough the subject of eating disorders has been given 
attention in the media as well as in research laboratories, 
very little documentation of the incidence in males has been 
collected. Part of the reason for the limited material is 
undoubtedly due to the fact that eating disorders have always 
been described as a "woman's problem." In my experience 
working with drug and alcohol addicted males, eating disorders 
emerged without official labeling of the syndrome. Men did 
not want to be identified with a woman's disorder. Close 
examination of the histories of these individuals revealed that 
the etiology was not the same, but the damage to the body 
justified identifying it as an eating disorder. Recent studies 
based on research with male college students concluded that 
the men, like the women, had a body image distortion, 
emerging from a variety of pressures.
  ① 섭식장애에 관해 알리려고
  ② 섭식장애의 위험을 경각시키려고
  ③ 섭식장애의 원인과 대처법을 알리려고
  ④ 섭식장애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나타남을 알리려고
  ⑤ 섭식장애의 심각성에 대해 모든 사람이 공감토록 하려고 

65.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ventions can take years to come to fruition, so inventors 
must have a supreme ability to delay gratification, right? On 
the contrary: Although a workable invention seems like the 
ultimate payoff, the rewards for inventors are constant. 
"Every step you take is a eureka moment," says Anina 
Sakaguchi, who won the 2008 Dyson Canada Design 
Competition for engineering a novel bicycle braking system. 

She says each new version of the design offered another 
chance to ask the question: "How do I make it better?" 
Barriers and triumphs can be equally stimulating. "The public 
sees the end product, but it's how you get there that 
motivates me," says Sakaguchi. Marilyn Jones, a professor at 
the Montreal Neurological Institute, suggests that if one is 
intellectually curious, the voyage is at least as rewarding as 
arriving at the end point.
  ① 발명이 발명가에게 기쁨을 주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② 사람들에게 발명할 것을 권장하려고
  ③ 직관이 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릴려고
  ④ 발명이 개인적이라기보다 사회적임을 설명하려고
  ⑤ 발명과 성공의 연관성을 설명하려고

66.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Young children always find that new knowledge makes more 
sense if it is linked to something within their own experience. 
New knowledge needs to have a purpose; this has sometimes 
been called 'knowing how' rather than 'knowing that'. This is 
the kind of knowledge that might help a child to construct a 
model or plant a bulb. The child needs to know the different 
qualities between sticky tape and glue or which way up a 
bulb should be planted for it to grow. Here, new knowledge is 
attached to an immediate problem which needs to be solved 
(knowing 'how'), so the knowledge is purposeful. New 
knowledge which is separated from a purpose is not stored 
with any meaningfulness for the child who lacks both the 
curiosity and the agency to persist. Learning of this sort does 
not enable the child to make connections with what they 
already know and can easily lead to discouragement.
  ① 아이의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② 아이에게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③ 어른과 아이의 학습의 방법 차이를 설명하려고
  ④ 지식교육이 아이에게 주는 영향력을 설명하려고
  ⑤ 아이에게 방법을 일깨워주는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려고

67.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Pangolins are a nocturnal mammal found in tropical regions of 
Africa and Asia. They have large, hardened, plate-like scales 
covering their skin. The scales, which are soft on newborn 
pangolins but harden as they mature, are made of the same 
material of which human fingernails are made. They have short 
legs, with sharp claws which they use for burrowing into 
termite and ant mounds, as well as for climbing. Pangolins 
spend most of the daytime sleeping, curled up into a ball. 
They also curl up into a ball when threatened, with their 
overlapping razor-sharp scales acting as armor and their face 
tucked under their tail. They can emit a noxious smelling acid, 
similar to the defensive spray of a skunk. Pangolins use their 
well-developed sense of smell to find ins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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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천산갑의 서식지를 알리려고
  ② 천산갑의 존재를 널리 소개하려고
  ③ 천산갑의 천적을 소개하려고
  ④ 천산갑의 생김새를 묘사하려고
  ⑤ 천산갑을 스컹크과 비교하려고 

무관한 문장 찾기
68.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Some biologists have explained how evolution can lead to 
greater and greater degrees of cooperation. ① Repeatedly in 
the history of life, replicators have teamed up, specialized to 
divide the labor, and coordinated their behavior. ② That means 
the strong survive through competition. ③ It happens because 
replicators often find themselves in non-zero-sum games, in 
which particular strategies adopted by two players can leave 
them both better off, as opposed to a zero-sum game, where 
one player’s profit is another player’s loss. ④ An exact 
analogy is found in the play by William Butler Yeats in which a 
blind man carries a lame man on his shoulders, allowing both 
of them to get around. ⑤ During the evolution of life this 
dynamic has led replicating molecules to team up in 
chromosomes, cell organs to team up in cells, cells to form 
into complex organisms, and organisms to hang out in societies. 

69.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For centuries the West has conceived of time as linear. 
Time is a line stretching between the past and the future, 
divided into centuries, years, months, weeks, days, hours, 
minutes, and seconds. ① Every event we unhesitatingly 
classify along that line: The Age of Dinosaurs is many 
intervals back, World War II is near our present position; 
pregnancy may stretch nine months along the line, the act of 
birth is only a point. ② The future is similarly envisioned as 
a movement along a line: nations follow five-year plans and 
try to progress; individuals have careers. ③ Everyone should 
make a determined movement down the line and overcome 
obstacles and interruptions in order to “get ahead.” ④ To plan 
for the future you must review the past for useful lessons to 
be learned. ⑤ This way of thinking is embedded in our 
culture, and we think this way without thinking about the way 
we are thinking. We take this way of thinking for granted.

70.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Plants produce large amounts of seeds so as to increase 
their number. If all of them happen to remain in the vicinity 
of the parent plant, there will be competition among the 
offspring plants for space and nutrition as the area covered by 
them is limited.  ① Plants always tend to avoid this 

competition among their offsprings. ② If offsprings of the 
same parent plant get concentrated in an area, they cross 
among themselves and this leads to poor quality among the 
offsprings. ③ Furthermore, if all the offsprings are localized 
in an area, any disease or epidemic attack would destroy the 
whole lot, and the species concerned may face extinction. ④ 
And if they are grouped together, they can be easily carried 
for a long distances by the wind. ⑤ In order to reduce the 
chances of unhealthy competition and to avoid the danger of 
extinction, seeds are dispersed to various places.

71. 다음 글에서 전체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We often overlook various aspects of our lives that are 
desperate for attention until they become full-blown crises. 
Or we neglect new ideas that could further our growth simply 
because they do not fit within the general framework of our 
preconceived notions and self-concepts. An enormous amount 
of time is spent simply reacting. It's as if we are robots 
programmed to respond on cue to whatever demands the least 
time and attention, and disregard anything that requires 
putting in extra time and energy to think. ① We skim over 
the surface thoughtlessly. ② But we must acknowledge that 
thinking well is a time-consuming process. ③ Meanwhile, we 
are well aware that in terms of efficiency, we should select 
things which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the job. ④ We can't expect instant results. ⑤ 
We have to slow down a bit and take the time to 
contemplate. It is the only path to a more meaningful and 
efficient existence.

72. 글의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시오. 
 The underlying idea of world history is that ①the interaction 
among human societies resembles the relationships among 
billiard balls, but rather among bacteria. ②Billiard balls rolling 
around the table may collide and affect each other’s 
trajectories, but they do not actually change each other: The 
eight ball is an eight ball even after it is struck by the cue 
ball. Bacteria, however, fundamentally shape each other as 
they interact. ③Because the membranes covering bacteria are 
full of pores, bacteria can exchange genetic information and 
can even fundamentally ④alter each other’s basic make-up 
when they touch. Similarly, human societies in contact affect 
each other’s development. World historians, recognizing this, 
seek to understand human history through studying ⑤both 
developments within societies and the way in which societies 
relate to each other. 

* membrane: 얇은 막 ** trajectory: 궤도

73.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The brain is like a muscle. The more you use it, the more 
you can continue to use it. ① New learning makes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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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now I must affirm that it is just as wrong, or 
perhaps even more so, to use moral means to preserve 
immoral ends.

However, the inability to remember your name and 
identity is exceedingly rare in reality.

But the same can be true of suicide.

But by reducing air-exchange rates, efficient 
homeowners are actually strengthening the concentration of 
indoor air pollution from poorly designed materials and 
products in the home.

connections in the brain, making you sharper and more 
efficient.  ② A 20-minute workout every morning keeps the 
brain healthy. ③ No learning actually causes the brain to 
disconnect itself. ④ Unlike a muscle, however, the brain gets 
easily bored and requires new and different challenges to stay 
healthy. ⑤ Once the brain really learns something, such as 
how to navigate the streets of your hometown, it uses less 
and less energy to accomplish the task. To keep active, the 
brain needs a constant stream of new challenges. Provide new 
adventures, new sites, and new skills for your brain to 
encourage its health. 

7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I’m Fred Jones, the Marketing Manager. Whenever I go home 
late at night, I am struck by the fact that lots of lights are 
coming from dark offices. ① They are from the computer 
screens flickering in the empty offices. ② I do appreciate 
employees for working so hard late at night. ③ I’d like to 
remind you that when not in use, most computers do not 
automatically enter a sleep mode that reduces their energy 
use to a low level. ④ In fact, many employees still leave 
their machines with screen savers, generally consuming at 
least half as much electricity as if they were working on a 
complicated graphics program. ⑤ So the first priority of our 
company should be to get people systematically to turn off 
their computers when not in use. Some employees leave their 
computers on so that they do not have to wait for them to 
start up in the morning. But remember that it takes only a 
minute or less to turn on a computer.

문장 위치 찾기(문장삽입)
75.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It is true that the police have exercised a degree of discipline 
in handling antiracism demonstrators. (  ①  ) In this sense 
they have conducted themselves rather “nonviolently” in public. 
But for what purpose?  (  ②  ) To preserve the evil system 
of segregation. Over the past few years I have consistently 
preached that nonviolence demands that the means we use 
must be as pure as the ends we seek. (  ③  ) I have tried to 
make clear that it is wrong to use immoral means to attain 
moral ends. (  ④  ) Perhaps the police have been rather 
nonviolent in public, but they have used the moral means of 
nonviolence to maintain the immoral end of racial injustice. (  
⑤  ) As T. S. Eliot has said: “The last temptation is the 

greatest treason: To do the right deed for the wrong reason.”

76.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Many of us believe that amnesia, or sudden memory loss, 
results in the inability to recall one’s name and identity. (  ①  
)This belief may reflect the way amnesia is usually portrayed 
in movies, television, and literature. (  ②  ) For example, 
when we meet Matt Damon’s character in the movie The 
Bourne Identity, we learn that he has no memory for who he 
is, why he has the skills he does, or where he is from. (  ③  
) He spends much of the movie trying to answer these 
questions. (  ④  ) Amnesia most often results from a brain 
injury that leaves the victim unable to form new memories, 
but with most memories of the past intact. (  ⑤  ) Some 
movies do accurately portray this more common syndrome; 
our favorite Memento.

77.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For Kant, respect for autonomy entails duties to oneself as 
well as others, most notably the duty to treat humanity as an 
end in itself. (  ①  ) This duty constrains the way a person 
can treat himself. (  ②  ) According to Kant, murder is 
wrong because it uses the victim as a means rather than 
respects him as an end. (  ③  ) If a person does away with 
himself in order to escape from a painful situation, he is 
making use of a person merely as a means to maintain a 
tolerable state of affairs till the end of his life. (  ④  ) But 
man is not a thing─not something to be used as a means: he 
must always in his actions be regarded as an end in himself. 
(  ⑤  ) Kant concludes that a person has no more right to 
kill himself than to kill someone else.

78.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Twenty years ago in Germany, the standard rate of oil use 
for heating and cooling the average house was 30 liters per 
square meter per year. (  ①  ) Today, with high-efficiency 
housing, that number has plunged to 1.5 liters of oil per 
square meter. (  ②  ) Increased efficiency is often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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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for the translator a higher consideration than money 
or continued employability is something else. 

 (“Do not scream in a restaurant, run around naked in 
front of company, or pick your nose.”) 

 However, I strongly oppose your station’s argument and 
have documentation for my position.

 On the other hand, authoritarian people have a narrow 
view of time.

through better insulation (such as plastic coatings in potential 
air-exchange areas so that less air comes into the building 
from outside) and smaller, leak-proof windows. (  ③  ) 
These strategies are meant to optimize the system and 
reduce wasted energy. (  ④  ) If indoor air quality is poor 
because of crude products and building materials, then people 
require more fresh air to circulate throughout the building, not 
less. (  ⑤  )

79.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From the reader's point of view, it is essential to be able to 
rely on translation - not only on the text, but on the 
translator as well, and generally on the entire translation 
process. (  ①  ) Because this is important to publishers, it 
will be important to the translator as well. (  ②  ) That is, 
the pragmatic considerations of keeping his or her job (for 
in-house people) or continuing to get offered jobs (for 
freelancers) will mandate a willingness to satisfy an employer's 
or client's needs. (  ③  ) Translators all want to feel that the 
job they are doing is important, that they do it well, and that 
the people they do it for appreciate their work. (  ④  ) Most 
people, in fact, would rather feel proud of a job that pays less 
than get rich doing things they don't believe in. (  ⑤  ) 
Despite the high value placed on making a lot of money, a high 
salary gives little pleasure without self-esteem in the work.

80.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알맞은 곳을 고르시오. 

 (  ①  ) What everyday rules for behavior guide parents’ 
efforts to socialize their toddlers and preschool-age children? 
(  ②  ) To answer this question, Gralinski and Kopp 
observed and interview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in these 
age groups. (  ③  ) They found that for fifteen-month-olds, 
mothers’ rules and requests centered on ensuring the 
children’s safety and, to a lesser extent, protecting the 
families’ possessions from harm; respecting basic social 
niceties (“Don’t bite”; “No kicking”); and learning to delay 
getting what they wanted. (  ④  ) As children’s ages and 
cognitive sophistication increased, the numbers and kinds of 
prohibitions and requests expanded from the original focus on 
child protection and interpersonal issues to family routines, 
self-care, and other concerns regarding the child’s 
independence. By the time children were three, a new quality 
of rule emerged. (  ⑤  )

81.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위치는?

 I was impressed last night with your station’s editorial 
arguing against the proposed city ordinance to ban soft drinks 
in all schools. ( ① ) I would like to take advantage of your 
“invitation to viewers” to make my argument. ( ② ) As a 
physician, I have forty years’ experience both in clinical 
research and general practice to support why the city 
ordinance should be passed. ( ③ ) If you are willing to 
consider my proposal, please inform me about the procedures, 
the amount of time available, and possible dates for taping my 
remarks. ( ④ ) If you can furnish a transcript of your 
editorial, it would be helpful in preparing my remarks. ( ⑤ ) 
I am willing to submit my text for advance review or to 
discuss my proposed argument with you or your 
representatives by telephone.

82.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Open-minded people have a broad perspective on time. ( ① 
) They base their expectations for the future on a realistic 
assessment of the past and the present. ( ② ) They develop 
theories from observing the world and see whether the future 
will confirm those theories. ( ③ ) Their ideas about the past 
and the future are highly idealized, and they have little sense 
of anything outside the present, or how the present might be 
changing. ( ④ ) An authoritarian leader, therefore tends to 
ignore growing problems until they make their effects 
seriously felt. ( ⑤ ) Worse, the influence he wields as a 
leader can cause the majority of his followers to ignore the 
danger as well.

세부내용파악(내용일치)
83.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Psychologists often find that parents treat baby girls and 
boys differently, despite an absence of any discernible 
differences in the babies’ behavior or abilities. One study, for 
example, found that mothers conversed and interacted more 
with girl babies, even when they were as young as six 
months old. This was despite the fact that boys were no less 
responsive to their mother’s speech and were no more likely 
to leave their mother’s side. This may help girls learn the 
higher level of social interaction expected of them, and boys 
the greater independence. Mothers are also more sensitiv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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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facial expressions of happiness when an unfamiliar 
six-month-old baby is labeled as a girl rather than a boy, 
suggesting that their gendered expectations affect their 
perception of babies’ emotions. 
  ① 부모들은 아기들의 행동이나 능력에 대한 뚜렷한 차이에 의

거하여 여자아기와 남자아기를 다르게 다룬다.
  ② 엄마들은 여자아기와 더 많이 대화와 상호작용을 하는 경향

이 있다.
  ③ 남자아기들이 여자아기들보다 엄마의 말에 반응을 더 적게 

한다.
  ④ 여자아이들은 더 많은 독립감이, 남자아이들은 더 높은 단

계의 상호작용이 기대되어 진다.
  ⑤ 아기의 성별에 따른 엄마의 다른 기대를 아기들의 정서 인

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84.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Eventually Jim and Uncle Al drove out of the swamps and 
plantations and entered a deserted wasteland in which there 
was nothing at all to see except pine trees. When they 
crossed finally out of the pines, they discovered the wide sea. 
Jim’s breath caught up in his throat like it was afraid to come 
out. He tried to breathe several times, but drew no air. He 
wished that just for a moment, until he grew used to the 
wonderful sight, the ocean would simply hold still. But the 
waves lined up and bore down on the wide, white beach like 
a gang of boys intent on jumping a gully. Each wave rose up 
and took a running go and rushed toward South Carolina and 
cast itself down on the sand. And each wave when it crashed 
and broke sounded to Jim like the holy breath of God.
  ① Jim과 Al 삼촌은 차를 몰고 버려진 불모지로 들어갔다.
  ② 소나무 숲을 지나 넓은 바다를 만나게 되었다.
  ③ Jim은 질식하여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졌다.
  ④ 아름다운 바다의 경치는 장관이었고 경이롭게 느껴졌다.
  ⑤ 파도는 마치 신의 신성한 숨결과도 같았다.
85.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In 1957, a young Muslim in Harlem witnessed the beating of 
a drunken black man by several policemen. When the Muslim 
protested, the police beat him senseless and carted him off to 
jail. An angry crowd gathered outside the police station, ready 
to riot. Told that only Malcolm X could prevent violence, the 
police commissioner brought him in and told him to break up 
the protesters. Malcolm refused. Speaking more mildly, the 
commissioner begged him to reconsider. Malcolm calmly set 
conditions for his cooperation: medical care for the beaten 
Muslim, and proper punishment for the police officers. The 
commissioner reluctantly agreed. Outside the station, Malcolm 
explained the agreement and the crowd dispersed. In Harlem 
and around the country, he was an overnight hero─finally a 
man who took action.
  ① 1957년에 한 흑인이 경찰들이 술 취한 이슬람교도를 때리

는 것을 보았다.
  ② 이슬람교도는 경찰을 때려서 기절시켜, 감옥에 가게 되었다.
  ③ 경찰국장은 분노한 군중 폭동의 주모자로 Malcolm을 불러 

들였다.
  ④ 경찰국장은 Malcolm에게 시위자들을 해산시키라고 협박했다. 
  ⑤ Malcolm은 경찰국장에게 조건부합의를 하고 군중을 해산했다.  
86.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In general, Brazil’s development as a nation has been 
evolutionary with few sharp breaks. In the early 1800s the 
Portuguese emperor, Dom Joao Ⅵ, moved to Brazil because 
he feared Napoleon’s power in Europe. By 1821 things in 
Europe cooled down. After the situation in Europe stabilized, 
Dom Joao Ⅵ returned to Portugal and left his son, Dom Pedro 
I, to rule Brazil. The latter realized Brazil’s need to officially 
separate itself from Portugal; on September 7, 1882, he 
declared Brazil’s  independence. Several years later, he, too, 
returned to Portugal, but he left his son, Dom Pedro Ⅱ, in 
charge of Brazil. While Dom Pedro Ⅱ was away on business, 
his daughter signed a document freeing the slaves. Soon 
thereafter two army generals took the initiative to remove 
Dom Pedro Ⅱ from Brazil. In 1889, the monarchy was dead 
and the Republic of Brazil was formed. This transition from 
monarchy to republic demonstrates how Brazilians moved in 
small steps. It took them 67 years after their country was 
declared independent to fully remove the Portuguese monarchy 
from power. 
  ① 유럽의 상황이 악화되자 Dom Joao 6세는 브라질로 건너갔다
  ② Dom Pedro 1세는 19세기 말에 브라질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③ 포르투갈의 두 육군 장군이 Dom Pedro 2세를 몰아냈다.
  ④ 1889년이 되어서야 브라질 공화국이 탄생하였다.
  ⑤ 브라질이 포르투갈 군주제를 완전히 없애는 데에 반세기 이

상이 걸렸다. 

분위기·심경파악
87. 다음 글의 Brutus가 느꼈을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Roman senator Brutus decided, after much 
soul-searching, that it was his duty to assassinate his close 
friend Julius Caesar, because he was undermining the 
Republic. Brutus’s wife Portia had to endure his tears, his 
moans, his jumping up at night in panics, without his telling 
her the problem. The reason for this extreme silence was 
that the Romans had an absurd certainty of a woman’s 
inability to keep a secret. To persuade her husband Brutus 
that she could share his burden, Portia took a knife and 
gashed herself on the thigh. She did not tell anybody and 
suffered in silence until she was nearly dead from blood 
poisoning. Her last-moment confession convinced her husband 
that here was a woman who could be trusted with an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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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encouraged and cheerful
  ② nervous and uneasy
  ③ desperate and regretful
  ④ gloomy and tired
  ⑤ bored and indifferent
88. 다음 글에 드러난 ‘Seth’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his son, Justin, told him he was dropping out of college, 
Seth did his best to hide his disappointment. Still, he was upset 
and needed someone to talk to. Hoping that his brother would 
understand, Seth gave him a call. It wasn’t easy for Seth to talk 
about his feelings, so he started out making small talk. After a 
few minutes he told his brother that Justin was dropping out of 
college and that he was very discouraged about it. There was a 
pause, and then his brother went on to talk about something else. 
Seth couldn't believe it. How could his brother be so 
unsympathetic? With great effort, he confronted his brother, saying, 
“Didn’t you hear what I said?” His brother replied that he had 
never thought of Seth as someone who needed emotional support. 
  ① pleased and proud
  ② calm and determined
  ③ bored and tired
  ④ tense and nervous 
  ⑤ disappointed and frustrated

89. 다음 글에 드러난 "I"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 was twenty-four years old, working as a member of a crew 
that was hired to deliver a sailboat. We were at sea for a total 
of twenty-two days. After the first three days, I had read every 
book that I brought with me. There was nothing to do for 
entertainment except to watch the clouds and take naps. For 
days and days, there was no wind, so we simply worked along at 
a few knots by running the engine. I would lie on my back on 
the deck or on a bench in a cabin. It was during these long days 
of complete inactivity that I had several musical hallucinations.
  ① uncomfortable ② boring 
  ③ regretful ④ amused
  ⑤ embarrassed

도표파악
90.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The above graph shows the percentage of the world’s 
population living on less than $1 per day during the 
1981-2001 period. ① As you see, the percentage of the 
world’s population living on less than $1 per day halved from 
40% in 1981 to 20% in 2001. ② However, most of this 
improvement occurred in East Asia and South Asia, with the 
improvement rate of East Asia rising dramatically in 2001, 
compared with that of 1981. ③ In 1981 East Asia had the 
highest rate of poverty, but Sub-Saharan Africa take the 
dishonored place from 1987. ④ Compared with other regions, 
the poverty rates of Latin America and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remained dramatically unstable. ⑤ 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 showed almost no change at all from 1981 to 
1991, but its poverty rate rose slowly until 1999 and then fell. 

91.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The graph shows the changing national shares of global 
production in motor vehicles from 1950 to 1987. ① In 1950, 
the U.S. had the largest share of global production while Japan 
had the last. ② However, the U.S. share of global production 
fell from around 75 percent in 1950 to around 25 percent in 
1985, showing the biggest decline compared to other countries. 
③ On the other hand, Japan increased gradually its share from 
virtually zero to about 30 percent between 1957 and 1981, 
overtaking the United States in 1980. ④ Europe increased its 
share from about 20 percent in 1950 to almost 45 percent in 
1970, but fell back to less than 40 percent in 1895, having 
the second largest share of global production. ⑤ Though the 
share rest of the world (ROW) was the lowest since 1960s, 
they showed a little increase in their share from around 5 
percent in 1955 to around 10 percent in the 1985.

92.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문장은?

  

  
 The graph above shows the proportion of people living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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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ge group in the United Kingdom. ① As age increased, so 
the proportion of the age group living alone also increased. ② 
In 2001, the proportion of those aged 65-74 living alone was 
less than that of  those aged 25-44 and that of those aged 
45-64 combined. ③ There were changes in the proportions 
of the age groups who were living alone in 2001 and 2010 
with decreases for all age groups except for those aged 45 to 
64. ④ The biggest difference was in those aged 75 and over, 
whose proportion grew about by 5% from 2001 to 2010. ⑤ 
The smallest difference was in those aged 16 to 24, whose 
proportion was less than 5% respectively.

장문 독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2)
 For a great illustration of                        when faced 
with innovation, consider Richard Wagner’s Die Meistersinger 
von Nurnberg. This fabulous comic opera revolves around ① 
the Meistersingers, a guild of amateur poets and musicians 
who are master craftsmen in their main professions. The 
Meistersingers have developed a craftsmanlike approach to 
music making, with an intricate system of rules for composing 
and performing songs. They use these rules to make 
important decisions: whether a song is a master song and 
whether the singer qualifies as a Meistersinger. The group 
resists input from anybody else. When a new contestant, the 
knight Walther von Stolzing, delivers a novel free-form tune, 
breaking all the rules of the craft, they cannot ② his 
innovativeness. However, after some maneuvering behind the 
scenes, and five hours into the opera, Walther wins the 
singing contest. Interestingly, as with so many creative ideas, 
Walther’s prize song came to ③ him in a dream.
 The opera is also about Wagner, the innovator, and the 
difficulties ④ he had as a composer. The “Meistersinger 
syndrome,” however, is not just a historical phenomenon. 
Sadly, I have seen ⑤ corporate boards and committees that 
act just like Meistersingers. They insist on absurd small rules 
and criteria. They are narrow-minded groups that define rules 
and criteria based on how they have always done business. 
They are subject to group think because they do not seek 
outside input and do not vote on ideas independently. Bold 
ideas will not have a chance with them even if there is a 
clear business case for these ideas.
93. 밑줄 친 부분이 대상들이 추구하는 바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①       ②       ③       ④       ⑤

94.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the perils of expert decision making
  ② the skills used in composing songs
  ③ the values of the Maistersingers

  ④ the peripheral roles of experts
  ⑤ group thinking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3~4)
(A) The Sea Gypsies are nomadic people who live in a group 
of tropical islands in Myanmar and off the west coast of 
Thailand. A wandering water tribe, they learn to swim before 
they learn to walk, and live over half their lives in boats on 
the open sea. They survive by harvesting clams and sea 
cucumbers. Their children dive down, often thirty feet beneath 
the water’s surface, and pluck up their food, and have done 
so for centuries. By learning to lower their heart rate, they 
can stay under water twice as long as most swimmers. They 
do this without any diving equipment. 
(B) This ability of the Sea Gypsies to see under water isn’t 
the product of a unique  ____________ endowment. Gislen has 
since taught Swedish children to contract their pupils to see 
under water. This is one instance of the brain and nervous 
system showing unexpected training effects that alter what 
was thought to be a hardwired, unchangeable circuit. 
(C) But what distinguishes these children is that they can see 
clearly at great depths, without goggles. Most human beings 
cannot see clearly under water because as sunlight passes 
through water, it is bent so that light doesn’t land where it 
should on the retina. 
(D) Anna Gislen, a Swedish researcher, studied the Sea 
Gypsies’ ability to read placards under water and found that 
they were more than twice as skillful as European children. 
The Gypsies learned to control the shape of their lenses, and 
more significantly, to control the size of their pupils, 
contracting them twenty-two percent. This is a remarkable 
finding, because human pupils reflexively get larger under 
water, and pupil adjustment has been thought to be a fixed, 
inborn reflex, controlled by the brain and nervous system. 
95.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B)-(C)-(D) ② (B)-(D)-(C)
  ③ (C)-(B)-(D) ④ (C)-(D)-(B)
  ⑤ (D)-(B)-(C)

96. 위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cquired ② genetic ③ corresponding
 ④ scientific ⑤ variabl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5~6)   

(A)
  Imagine there is only one bank. Mr. Smith decides to 
deposit his savings, 100 shells, in this bank. Naturally, the 
bank wants to make a profit, so it decides to lend out a 
proportion of Mr. Smith’s shells, let’s say 90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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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ll his life, Chris Greicius dreamed of becoming a police 
officer. But there was a major obstacle standing in his 
way. He had leukemia and was not expected to make it 
to adulthood. When ➀he was seven years old, Chris’s 
disease got worse. Two days later, ②he died in the 
hospital, his uniform close at hand. 

* leukemia: 백혈병 
(B)

 Shankwitz was very sad, but grateful that he had helped 

Chris. He also realized that there were many other 
children like Chris. That prompted Shankwitz to co-found 
the Make-A-Wish Foundation. It has now become the 
largest wish-granting organization in the world, enlarging 
the experiences of more than eighty thousand children.  

(C)
That’s when a family friend, Tommy Austin, arranged for 
Chris to come as close as he could to living his dream. 
➂He called Officer Ron Cox and arranged for Chris to 
spend a day with some police officers. 

(D)
When the day arrived, Chris was welcomed by three 
squad cars and a police motorcycle ridden by Officer 
Frank Shankwitz. Then, ➃he was treated to a ride in a 
police helicopter. The officers finished the day by 
swearing Chris in as the first ― and only ― honorary 
state trooper. The next day, Cox presented Chris with an 
official Arizona Highway Patrol uniform. With a smile that 
lit up the room, ➄he accepted it. 

keeping ten in their coffers in case Mr. Smith wants to make 
a small ①withdrawal. Another gentleman, Mr. Jones, needs a 
loan. He goes to the bank and is given Mr. Smith’s 90 shells, 
which he’ll eventually have to pay back with interest. Mr. 
Jones takes the shells and spends them on bread, bought from 
Mrs. Baker. 

(B)
Of course, the ②physical number of shells hasn’t changed. If 
Mr. Smith and Mrs. Baker wanted their shells back at the 
same time, the bank would have a problem. However, this 
rarely happens and if it did, the bank would have shells from 
other depositors to use. The problems start when the bank 
lends out 90% of all their depositor’s shells. 

(C)
 If all the depositors wanted more than 10% of the total 
amount of shells at the same time, the bank would ③prosper. 
This scenario may seem ridiculous but it is what happens 
today. Instead of one bank there are thousands, and instead of 
shells, we have a large number of currencies. But the 
principle is the same: most money is created as ④debt by 
banks.

(D) 
 Later, Mrs. Baker takes her newly-acquired 90 shells to the 
bank. Do you see what’s happened? Originally, Mr. Smith 
deposited 100 shells in the bank. Now, in addition to Mr. 
Smith’s 100 shells, the bank has Mrs. Baker’s 90 shells. 
Money has been ⑤created. What’s more, the bank can now 
lend out a proportion of Mrs. Baker’s deposit! The process 
can start again.
97. 위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②       ③        ④       ⑤

98. 위 글의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대로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B)-(D)-(C) ② (D)-(C)-(B)
  ③ (C)-(B)-(D) ④ (D)-(B)-(C)
  ⑤ (C)-(D)-(B)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7~8)

99. 밑줄 친 부분 중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100. 주어진 글(A)에 이어질 글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① (B)-(C)-(D)
  ② (B)-(D)-(C)
  ③ (C)-(B)-(D)
  ④ (C)-(D)-(B)
  ⑤ (D)-(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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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1. ③

 ① that은 관계대명사 주격으로 쓰였고 ② 
much는 비교급 앞에 위치하여 비교급을 강
조하는 역할을 하며 ④ having left는 분사
구문으로, 주어가 he이고 주절 시제보다 이
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완료시제를 쓰는 것
이 맞으며 ⑤ writing도 분사구문으로, 주어
인  Thucydides가 능동적으로 한 행동으로 
올바른 표현이다. ③what은 명사적 성질을 
갖는데 뒤따르는 문장이 완벽하므로 어법과 
내용을 고려할 때 how로 고쳐야 맞다.

출처 : 실전모의고사 2회 34번

문항선정이유 : 이 글에서는 관계대명사, 의
문사, 분사구문, 비교급, 수동태 등등 다양한 
문법요소가 적용되어 있고 비교적 어렵지 않
은 지문 내용에 비해 문장의 길이나 구성 등
이 어법을 묻기에 적합하여 어법성 판단문제
로 변형하였다. 

2. ④

 ④번은 진주어, 가주어 구문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므로 that을 가주어역할을 하는 it으로 
바꾸어야 한다. 

출처 : 수능특강  P193(26강 음악, 미술, 영
화, 무용, 사진, 건축 3번)

문항선정이유 : 이 지문에는 수능어법에서 강
조하는 문법 포인트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
어서 이를 문제로 구성하였다. 

3. ②
 두 번째 문장의 It은 가주어이고, that 이하
의 절이 진주어이며, what~art의 명사절이 
should have withheld의 목적어 역할을 한
다. 따라서 ②의 which를 that으로 바꾸어야 
한다. 

출처 : 수능특강  P87 (10강 지칭대상 파악 
4번)

문항선정이유 : 수능에서 다루는 어법은 대부
분 기본적인 것들이다. 이 문제도 기본적인 
어법 사항을 보기로 만들고 답은 가주어, 진
주어 구문을 파악하느냐를 묻는 문항이나 문
장이 길고 지문 해석이 까다로워 문제로 구
성하였다. 

4. ③

 'We see people with all kin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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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rences for music, each of (A) which 
/ what may seem ridiculous...'에서 관계대
명사 what 이 아니라 which가 되는 이유는 
which의 선행사가 music 이기 때문이다. 관
계대명사 what의 경우 선행사가 필요 없다. 
‘And for (B) many / much classical 
music will do.'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고전 
음악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many는 많은 사람들을 뜻한
다.(people 생략) 따라서, much 가 아니라 
many가 되어야 한다. ‘The history of 
music is full of musicians rejected at one 
stage of...while (C) worshipping / 
worshipped in another...'에서 worshipping
이 아니라 worshipped가 되는 이유는 while
뒤에 생략된 분사구문의 주어가 musicians 
이기 때문에 ’예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찬을 받기‘ 때문에 과거분사 형태인 
worshipped가 와야 한다.

출처 : N 수능특강고득점 330제 10번

문항선정이유 : 관계대명사 which, what의 
차이점, many 뒤에 people이 생략될 수 있
는 점, 또한 분사구문의 정확한 이해와 사용
법은 어법 문제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유형이
다.

5. ④

 ①뒤에 목적어가 있으므로 has been 
adopted~ ⟶ has adopted로 고쳐야 한다. 
② 뒤에 목적어가 있으므로 능동의 의미인 
involved ⟶ involving으로 고쳐야 한다. ③
본동사 자리이므로 reopening ⟶ reopened

로 고쳐야 한다. ⑤‘be interested in: ~에 
관심 있다.’라는 표현과 미래의 의미가 내포
되어야 하므로 have been interesting in 
⟶ will be interested in으로 고쳐야 한다. 

출처 : 수능특강 11강 4번
  
문항선정이유 : 전체적으로 동사의 쓰임을 제
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보기 위함이다. 이 
문제를 통하여 ‘능동/수동’의 구분여부와 ‘현
재분사/과거분사’의 쓰임의 차이 및 본동사
의 쓰임과 시제 구분능력을 요하는 문제로 
변형을 시켜보았다.

6. ⑤
 (A)에서 sternly는 look의 보어가 아니라 
look at을 수식하는 부사이다. 따라서 
‘sternly’가 적절하다. (B)에서 전치사 with의 
목적절을 이끌고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
명사가 필요하므로 what이 적절하다. 또한 
(C)에서는 realized의 목적절
(paying~walking)에서 getting과 walking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⑤번이 정
답이다. 

출처 : 수능특강 8강 6번
 
문항선정이유 : (A)에서는 동사의 look at을 
수식하는 부사의 쓰임을 look의 보어와 구분 
지을 수 있는지를 물을 수 있으며, (B)에서는 
전치사의 목적절을 이끌고 선행사를 포함하
는 관계대명사 ‘what’과 관계대명사 ‘which’
를 가려 낼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C)
에서는 본동사의 목적절이 길어지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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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구조 속에서 병렬구조를 제대로 파악하
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데 적절하다 생각하
여 어법문제로 변형을 시켜보았다.  

7. ④

 종속절 내의 실제 주어와 본동사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기 위함. ①left는 앞의 

self-restraint를 꾸며주는 과거분사로 쓰임. 

②주어는 secular attempts 이므로 복수의 

have가 맞음. ③ be동사의 보어자리이므로 

형용사 urgent가 맞음. ④understood의 

목적어인 명사절이 왔으므로 완전한 

문장성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뒤에 we 

require라는 주어동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determine는 준동사 to determine로 

바꾸는 것이 적절함. ⑤ be willing to 

restrain에 연결되므로 (to)가 생략된 

동사원형 heed가 맞음. 

출처 : 수능특강 36강 15번

문항선정이유 : 준동사와 본동사의 차이를 파
악하고, that 종속절 내에 주어동사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고자 함. 

8. ①

 (A) 선행사가 reading materials 이므로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한다. what 이 될 수 

없는 이유는 exist가 자동사이므로 목적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B) as to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절을 이끄는 whether를, (C) 

urge + 목적어those(who 이하 수식) + 

목적격보어(to select)자리에 올 수 있는 

성분은 to부정사이다.

출처 : 수능특강 33강 22번

문항선정이유 : 관계대명사 that과 what의 
차이를 자동사 exist와 연결하여 그 특징을 
묻고자 하였음. 또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로서 전치사 다음에 쓸 수 있는 whether를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5형식 동사의 특징
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를 요구함.

9.   ④

 글에서 필요한 단어는 형용사인데 명사가 
쓰여 틀린 경우이다. 

출처 : N330제 213번

문항선정이유 : 본래 문맥상 옳은 보기를 찾
는 문제였지만 어법상 함정이 많아 글을 읽
고 어법상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문항으로 변
형하였다 

10.  ④
 (A)는 전치사 from 다음에 접속사가 아닌 
의문사가 있는 명사절이 와야 하므로 what, 
(B)는 breakthroughs를 가리키므로 ones, 
(C)는 선행사 reward 가 단수이므로 
matters 가 되어야한다

출처 :  수능 완성 Chapter 11 (4번)

문항선정이유 : 명사절을 이끄는 의문사 
what , 대명사 one 과 ones, 관계절의 선행
사의 단수,복수를 파악하는 어법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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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1. ②

 이 글은 맹목적으로 재활용이 오히려 환경
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음을 말하고 있으
므로, 주제로 ② 경솔한 재활용이 주는 악
영향이 정답이며, ①재활용의 필요성, ③재
활용 실행시의 문제점,  ④ 재활용의 과정, 
⑤재활용이 우리 삶에 주는 영향은 답과 거
리가 멀다.

출처 : 실전모의고사 1회 30번

문항선정이유 : 이 글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재활용이 맹목적으로 이루
어질 때 오히려 환경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 주제문으로 변형해보았
다.

2. ③

 이 글은 뇌와 정신이 만들어낸 부정적인 영
향 및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③번이어야 한다. 

출처: 수능특강  P200(28강 음악, 미술, 영
화, 무용, 사진, 건축 3번)

문항선정이유 : 이 글은 원래 문제가 주어진 
문장을 적절한 곳에 넣은 것이나 전체 글의 
주제가 명확하여  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
한 듯해서 요지파악 문제로 변형하였다. 

3. ③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 수혜자들의  개개
인에 내재하는 존엄성을 토대로 사회복지 수
혜자들에게 자기 결정권을 부여해야한다는 
내용이므로 ③ 사회복지 수혜자의 자기결정
권을 존중해야 한다가 가장 적절하다. 

출처 : 수능특강  P113 (13강 무관한 문장 
찾기 8번)

문항선정이유 : 보기의 지문은 사회복지 수혜
자들에 관한 글로 요즘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를 다루는 글이어서 선정했다. 사회복지
수혜자들을 대하는 상반적인 입장이 등장하
는데 그 중 필자가 주장하는 입장을 찾는 능
력이 필요하다.

4. ④

 이 글의 요지는 ④ ‘특정 상황에서 기억된 
정보는 주변 환경이나 상황들과 연관을 맺
으면서 기억된다‘ 는 것이다. 글의 예로 주
어진 수중에서 학습한 것이 수중에서 기억 
검사를 했을 때, 육지에서 했을 때보다 더 
잘 기억된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요지를 
설명하기 위한 예일 뿐이지, 실제 수중에서 
기억이 더 잘 된다거나, 호흡에 대한 생각
이 학습 내용과 기억연관을 만들어야 한다
는 의미는 아니다. 

출처 : N 수능특강 고득점 330제 145번

 문항선정이유 : 주제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지문에서도 지문에서 주어진 예를 통하
여 정확한 요지를 파악 여부를 확인하는 문
제로 변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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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①

 상대방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
기 위해서는 솔직함이 요구된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다. 이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며 
인간관계 형성에서 솔직함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출처 : 수능특강 6강 1번

문항선정이유 : 본래는 빈칸을 채우는 지문이
나 전체적인 글이 예시들을 통하여 상대방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솔직함이 요구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으므로 
요지파악 문제로도 적절한 지문이라 생각되
어 변형시켜 보았다.  

6.  ②
 결정적 시기 동안 한 쪽 눈을 가려서 시각
적 경험을 차단하면 그 눈이 물리적으로 실
명 상태가 아니지만 사물을 식별하는 눈으로
서의 기능을 상실해 기능적으로는 실명 상태
가 된다는 것이 동물 실험 결과 입증 되었다
는 것이 글의 주된 내용이다. 

출처 : 수능특강 7강 5번

문항선정이유 : 결정적 시기 동안 한 쪽 눈
을 가려서 시각적 경험을 차단하면 그 눈이 
물리적으로는 실명 상태가 아니지만 사물을 
식별하는 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기능적
으로는 실명 상태가 된다는 것이 동물 실험 
결과 입증되었다는 것이 글의 주된 내용이다. 
제시된 실험이 의미하는 바를 간파하여 요지

파악을 요하는 문제로도 적절하다 생각되어 
변형시켜 보았다. 

7. 정답 및 해설 :④
 상대방을 보지 않고 건성으로 악수하며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을 보면서 

자신은 앞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으므로, 상대에게 온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가 답이 된다.

출처 : 수능특강 35강 7번

문항선정이유 : 출판회에서 악수하기위해 줄
을 서서 기다렸으나 제대로 된 관심을 받지 
못하여 기분이 상했다는 내용으로, 누군가에
게 온전한 관심을 주어야한다는 글쓴이의 마
지막 결론을 제대로 파악하는가를 묻고자 함.

8. ④
 이 글에서 동물은 찬 날씨를 견딜 수 있다
고 진술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와 반대된 진
술을 한 보기가 정답이다 

출처 :  N330제 218번

문항선정이유 : 이 글의 세부사항 파악 문항
이었으나 내용이 논리정연하여 주장 문항으
로 변형시켰다 

9.  ①
 글의 제목을 묻는 문제는 지문을 
이해했는지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유형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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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능 완성 Chapter 9 (3번)
 
문항선정이유 : 이 글의 주제는 글의 끝부분
에 있으므로 끝까지 잘 정독하여 답을 구해
야 한다. 글의 중간 부분 Therefore, 
advertisers have to find new ways to 
get television viewers to purchase 
products and services. One of the most 
popular methods used these days is to 
place their product in films and make 
famous stars to use it.에서 글의 제목을 
유추한다.

[정답 및 해설]

1. ①
 이 글은 대부분의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
스를 선택할 때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글에 따르면 소비자는 무엇
보다 물건이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이익

(benefit)에만 관심이 있으므로 ①the 
benefit가 정답이다.

출처 : 실전모의고사 3회 20번

문항선정이유 : 이 글은 대부분의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의 주요 관심사
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글로, 글쓴이의 말하고
자 하는 바가 분명하여 주제문제로 적합하였
고, 이를 빈칸으로 두어 글의 흐름을 이용한 
빈칸 유추(주제) 능력을 판별하는 문제로 변
형하였다.

2. ②

 화자가 특정 단어를 사용하명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단어를 제공하지 
않으면 청자가 단순한 짐작이나 추측을 해야 
한다 이므로 답은 ②번이어야 한다. 

출처: 수능특강  P209(30강 언어, 문학 3번)

문항선정이유 : 이 글은 liberal이나 영화 평
론가의 말을 통해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단
서가 말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다양할 수 있
어 청자가 추측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글의 
주제를 나타내는 어구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
어 이를 빈칸 문제로 변형하였다. 

3. ③

 이 글은 인간의 지문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
듯이 동물들의 발자국도 이와 같은 개별성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코끼리를 예시로 그들의 
발자국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으면 따라서 각
각의 발자국이 그들에게 identity card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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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출처: 수능특강  P111 (13강 무관한 문장 찾
기 4번)

문항선정이유 : 이 글은 동물들의 발자국이 
인간의 지문과 같이 서로 제각기 다르다는 
내용이다. 이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 
identity card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
하는 문항이다. 

4.  ②

 (A)는 laissez faire의 정의 ‘방임해 두다’
의 의미에서 정부가 경제에 관여하지 말아
야 한다는 의미를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간섭하다 관여하다는 뜻은 ‘intervene' 또는 
’interfere'가 가능하며, (B)에는 글의 흐름
상 정부의 관여 개입이라는 의미인 
‘involvement’만이 들어갈 수 있다. 

출처 : N 수능특강 고득점 330제 159번 

문항선정이유 : 원래 문장 삽입하는 문제로 
논리적인 글이기 때문에, 앞 뒤 문장의 의미
를 정확히 파악하여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추측하는 문제로 변형하였다.

5. ②

 멕시코는 다채로운 색상들이 존재했던 나라
였지만,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이 미국 
주택처럼 보이기를 원하면서 온통 베이지색
으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멕시코의 역사를 흑백 사진으로 기록해 온 
사진작가가 색이 사라지기 전에 컬러 사진으

로 찍어 두었어야 했다는 내용이므로, 주어진 
빈칸에는 ② the slow removal of color 
이 가장 적절하다. 

출처 : 수능특강 6강 12번

문항선정이유 : 전체적인 지문의 내용상 과거
에 비해 현재로 넘어오면서 전 세계적인 획
일화 경향의 가장 좋은 사례들 중 하나로 멕
시코에서의 색의 다양성이 사라짐을 대조시
켜 이야기 해주므로 핵심적인 사안을 잘 이
해하고 있는지 묻고자 빈칸문제로 변형시켜 
보았다. 

6. ①
 각각의 영양분들을 개별적으로 연구하게 되
면 특정 영양분이 전체 식품 체계 속에서, 
예를 들어 식품들이 결합되어 섭취될 때, 실
제로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알지 못하게 
되므로 식품의 모든 요소들과 음식 섭취의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건강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과 함께 
‘음식 섭취의 전체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①의 ‘the 
entire process of eating’이 정답이다. 

출처: 수능특강 4강 11번

문항선정이유 : 처음 이 지문을 접하게 되면 
앞부분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예시들을 통하여 종합적인 식품학 연구의 중
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중간부분에 예를 들
어 식품들이 결합되어 섭취될 때,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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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알지 못하게 되므로 
식품의 모든 요소들과 음식 섭취의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글로 구
성되어 있다. 비워둔 빈칸으로 전체적인 글이 
의미를 이해하는지 묻기에 적절하다 생각되
었다. 

7. ⑤

 자신에 대한 더 나은 이해가 엄청난 능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대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하였으므로, 자신에 

대한 더 나은 이해, 즉 ⑤현실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이해하는 것이 원인이 되고 이것이 

전체 지문의 주제가 된다.

출처 : 수능특강 31강 5번

문항선정이유 : 자기실력에 대한 현실적 이해
가 결국 실력향상으로 간다는 인과관계를 잘 
파악하여야 풀 수 있는 문제로, 전체 지문의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빈칸유형
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함.

8. ④

 감정을 숨김으로써 자신도 불행하게 하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또 불행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도록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도록 결심해야 

하므로 reveal을 hide로 고쳐야한다.

출처 : 수능완성 9강 6번

문항선정이유 : 글의 흐름에 따라가다 보면 
감정을 속이는 것으로 인해 서로 불행에 빠
진다는 내용임. 따라서 감정을 숨기는 것을 
결심해야 하지 드러내야 한다는 것은 전체 
흐름상 어긋나는 부분임. 주제를 잘 따라가면
서 어휘의 쓰임이 주제와 벗어나는지를 판단
하는 것을 요구함.

9. ①

 돌고래가 주인공인 글로서 병을 매달아
(attached) 떠오르게 하고 자신의 우울증
(depression)을 극복하고자 친구를 사귀어 
늘 떨어지지 않았다(inseperable)는 내용이
다.

출처 : N330제 270번

문항선정이유 : 이 글은 narrate형식으로 글
의 흐름이 매끄럽고 단어 선택에 있어 의미
가 상반되는 어휘 두 개 중 한 개를 선택하
는 문항으로 바꾸었다. 

10. ④
 ④번 avoid는 문맥상 on the other hand 
로 시작되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결혼에 있어서의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face 동사가 알맞다.

 출처 :  수능 완성 Chapter 9 (4번)

문항선정이유 : 문맥에 맞는 어휘를 올바르게 
추론하는 문제는 독해능력을 파악하는 중요
한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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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③
 (A)는 뒷부분에 실제에서 이론을 추구한다
고 나오므로 realistic 이 맞고 (B)는 좁고 변
화에 따르지 않으므로 idealized  (C)는 현실
의 문제들이 심각해질 때까지 무시하므로 
ignore 가 적절하다.

 출처 : 수능 완성 Chapter 10 (3번)

문항선정이유 : 편견없이 마음이 열려있는 사
람과 권위주의적인 지도자간의 차이를 인지
하는 유형으로 알맞은 어휘의 선택을 확인한
다.

12. ⑤
 공상문학이 어떤 위험을 일으킨다면, 그 위
험은 독자를 편안하고 권위적인 체계에 순종
적이고 비판없이 참여하도록 준비시키는 위
험이라고 나와 있고 이 내용 다음의 연결어
구가 however 이므로 이와 반대의 내용이 
나와야 하므로 5번이 정답이다.

출처 : 수능 완성 Chapter 10 (6번)
  
문항선정이유 : 공상문학에 대한 내용을 연결
사 in fact 와 however 에 유의하여 이해하
고 난 뒤,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 알맞은 내
용을 찾는 능력을 알아본다.

13.  ③
 An example is when children have 
complementary pieces of information 
and have to share and coordinate this 
information to solve a problem or 

create a whole.에서 문제해결과 창의적 활
동을 위한 상호 나눔(sharing)에 대해 잘 설
명하고 있다.
 
출처 : 지문 출전 수능 완성 Chapter 12 (5
번)

문항선정이유 : 과제 수행에서 협력의 중요성
에 관한 내용인데 빈 곳에 들어갈 알맞은 단
어를 단서가 되는 문장에서 찾는 능력을 기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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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1. ④ 

 이 글은 killdeer(물떼새의 일종)이 적을 
속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④는 앞에 
언급된 the enemy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
두 killdeer를 가리킨다.

출처 : 실전모의고사 3회 27번

문항선정이유 : 이 글은 killdeer(물떼새의 
일종)이 적을 속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데 여기서 수차례 등장하는 지시대명사 
it(s)은 killdeer 또는 the enemy를 지칭한
다. 특히 긴 문장에 서로 다른 지칭대상이 
섞여 있어서 정확한 독해를 해야 답을 찾을 
수 있으며, 난이도가 너무 낮은 문제가 아
니어서 지시대명사 문제로 적합하다고 판단
된다.

2. ④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teenagers를 지칭하
나 ④번은 parents를 의미한다.

출처: 수능특강  P204(29강 심리, 인간관계 
1번)

문항선정이유 : 이 글은 teenagers와 
parents를 지칭하는 they, their, them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지칭 문제 지문으로 적
합해 보인다. 각각의 대명사가 지칭하는 바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③

 ③은 Harold의 의사를 지칭하고 나머지는 
모두 Harold이다. 

출처: 수능특강 P144 (17강 장문독해 4~6)

문항선정이유 : 원래 Harold의 깨달음에 관
한 장문독해의 지문을 변형하여 지칭추론 문
제로 구성하였다. 지문 상에 등장인물이 
Harold와 의사밖에 없으므로 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함이다.  

4. ⑤

 ⑤는 공작을 지칭하며, 그 외는 귀를 치료
하는 의사를 가리킨다.

출처 : N 수능특강 고득점 330제 65번

문항선정이유 : 원래 장문의 내용 일치를 파
악하는 지문이었으나, 공작을 지칭하는 대명
사와 의사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섞여 나와 
있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
탕으로 각각의 대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을 파
악하는 문제로 변형했다.

5. ③

 전체적인 내용은 발견을 방해하는 기존 지
식의 권위에 관한 것이다. 기존 지식의 권위
자들인 ‘ⓐAristotle’ 과 ‘ⓓFreud’에 대항하
여 자신들의 연구를 발전시키려 한 ‘ⓑ
Galileo’ 와 ( ⓒ의 ‘his’ 갈릴레오를 나타냄.) 
‘ⓕmany psychologists’의 노력에도 불구하
고 ⓔFreudians 와 같은 여전히 기존 지식
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
기를 하고 있으므로 문맥상 개념을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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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의미하는바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 진 
것은 ③ⓑⓒⓕ이 정답이다. 

출처 : 수능특강 2강 5번

문항선정이유 : 기존의 지칭대상문제와는 다
소 다르지만, 전체적인 글의 흐름으로 각 밑
줄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
고 싶었다. 전체적인 내용은 발견을 방해하는 
기존 지식의 권위에 관한 것이다. 기존 지식
의 권위자들인 ‘ⓐAristotle’ 과 ‘ⓓFreud’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연구를 발전시키려 한 ‘ⓑ
Galileo’ 와 ( ⓒ의 ‘his’ 갈릴레오를 나타냄.) 
‘ⓕmany psychologists’의 노력에도 불구하
고 ⓔFreudians 와 같은 여전히 기존 지식
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
기를 하고 있으므로 문맥상 개념을 비교해 
볼 때 의미하는바가 같은 것을 유추해 내는
데 적용시켜 보았다. 

6.  ⑤

 ①번에서 ④번까지는 ‘Leone’을 지칭하는 
반면 ⑤번의 ‘him’은 ‘Akira Kurosawa’를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출처: 수능특강 9강 6번

문항선정이유 : 지문 상의 등장인물인 
‘Leone’과 ‘Akira Kurosawa’를 구별 할 수 
있는가를 묻기 위함으로 지칭대상문제로 변
형시켜 보았다. 

7. ③
 새로운 통신기계인 PAL 700 Think-Phone 

에 대한 설명인지 그것을 만든 회사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함.

출처 : 수능완성 실전편 1회 (37번)

문항선정이유 : 지문의 난이도가 적절하고 

가리키는 대상이 지문전체에 고르게 나타나 

있어 안면타당도가 확보되는 지문이기에 

선정함.

[정답 및 해설]

1. ⑤

 이 글은 인쇄 매체와 방송매체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C)는 This form of 
imformation distribution은 이어지는 내용
상 주어진 문장에서 제시한 the printed 
media임을 유추할 수 있고, (C)의 내용은 
인쇄 매체의 수동성을 설명하고 (B)는 이로 
인한 방송매체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으며 
(A)는 it으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B)에서 
처음 언급된 방송매체를 지칭하여 
(C)-(B)-(A)가 정답이다.

출처 : 실전모의고사 6회 31번

문항선정이유 : 인쇄 매체와 방송 매체에 대
한 글로, 인쇄 매체의 단점을 언급한 후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송 매체에 대한 설
명이 이어진 후 방송 매체가 가지는 단점을 
마지막에 말하고 있어 글의 흐름이 논리적이
며, 지칭형용사 및 대명사의 사용으로 글의 
순서 파악하기 유형에 적합한 지문으로 판단
되어 변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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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⑤

 (C)의 latter는 주어진 문장에서 restraint
를 의미하고 감정의 부정과 자제의 차이에 
대해 설명한다. (B)의 such behavior는 이
전 글의 감정을 억제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이는 감염된 상처를 덮어두는 것과 같아 사
람이 분노와 분한 마음을 쌓아 놓는 위험성
을 온다 하고 있다. (A)에서는 here와 these 
feelings가 순서 연결의 단서가 되며,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러한 감정을 더 억누를 수 없
다고 한다. 

출처 : 수능특강  P204(29강 심리, 인간관계 
2번)

문항선정이유 : 글의 흐름이 논리적이어서 문
단 순서 정하는 문제로 변형해 보았다. 

3. ①

 주어진 문장은 과학에서 입증된 부분은  과
학자들이 따라야만 하는 제약이 있다고 전제
한다. (A)는 주어진 문장에 대한 일종의 예시
이다. 운동량보존, 에너지보존, 질량보존 등
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
하게 된다. (C)는 방법, 절차, 그리고 통계치
로 이루어진 또 다른 제약이 있음을 밝히고 
also가 문장 연결의 단서가 된다. (B)는 그 
예시로 DNA연구의 절차를 무시할 경우를 예
로 들어 설명한다.  

출처 : 수능특강  P116 (14강 문단속에 문장 
넣기 2번)

문항선정이유 : 과학적 연구에는 지식뿐만 아

니라 따라야 할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제약이 
있다는 내용의 글로 원래 문제가 문장삽입인 
만큼 문단에 응집성이 있다. 문장 배열을 통
해 이 응집성의 파악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4. ②

 사회촉진 현상은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에 Hawthorne 공장에서 수행되었던 실험
에서 처음으로 기록되었고 원래는 각기 다
른 근로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계획
되었다는 내용이 주어진 글에서 언급되었고 
그 다음, 근로 환경의 영향을 나타내는 조
명의 정도에 변화를 주었다는 내용인 (B)가 
이어져야 한다. (B)에서 보면, 조명이 증가
되었을 때 역시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조명
이 감소되었을 때도 생산이 증가하였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그 뒤의 내용으로 (A)의 
이러한 혼란스러운 결과에 직면하여 연구자
들은 근로 환경이 물리적 측면에서 사회적 
측면으로 그 관심을 돌렸다는 내용이 연결
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알고보니, 그로
자들의 생산의 증가했던 이유는 단순히 다
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였기 때
문이라는 내용 (C)가 연결되어야 글의 흐름
상 자연스럽다.

출처 : N 수능특강 고득점 330제 11번

문항선정이유 : 1920년대 말에 실시되었던 
Hawthorne 공장 실험을 설명하는 응집성
(cohesion)있게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앞 
뒤 문장에 와야 할 순서를 적절하게 배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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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②

 전체적인 글의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능과 학교에서의 학습을 동일시해서 다른 
능력이나 기술을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
만, 지능에 대한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주어진 글의 내용
은 ‘우리 사회가 지능을 학교 학습과 동일시
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귀하게 여겨지는 능
력들을 발달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
들은 ‘멍청하다고’ 느낄 위험이 높다’는 것이
다.
(B)는 바로 앞에 주어진 글을 뒷받침하는 구
체적 예시이고, (A)는 (B)에서 나온 아이를 
둔 한 어머니께서 이야기해주신 일화를 나타
내고 있다. (C)에서는 (A)에 등장하는 이웃집 
아주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으므
로 정답은 ②(B)-(A)-(C) 이다. 

출처 : 수능특강 4강 5번

문항선정이유 : 주어진 글은 ‘우리 사회가 지
능을 학교 학습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학문적
으로 귀하게 여겨지는 능력들을 발달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은 ‘멍청하다고’ 
느낄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화를 뒤에 순서대로 적절하게 배
치시키는 유형으로도 적합하다 생각되어 순
서파악 문제로 변형시켜 보았다. 

6. ⑤

 전체적인 글의 내용은 부모들은 유아기의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거짓말이 무엇인지 혹
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모
르기 때문에 유아기 거짓말을 문제로 삼지 

않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이 거짓과 
진실의 차이를 더 잘 구별하게 될수록 오히
려 거짓말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주어진 
글의 내용은 ‘부모들은 흔히 유아들이 거짓말
하는 것을 문제로 다루지 않는데, 이는 그 
거짓말이 거의 순진무구한 것과 다름없기 때
문이다. 즉, 자기 아이가 너무 어려서 거짓말
이 무엇인지 혹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잘못
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
이다. 
(C)에서는 주어진 글과 같은 맥락으로 부모
들이 아이들의 거짓말이 나이가 들면서 나아
질 것이라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B)에
서는 앞의 부모들의 믿음과는 다른 연구결과
를 다뤄주고 있다. 마지막 (A)에서는 이런 학
계의 연구를 알지 못하는 정보들의 대해 말
하면서 글을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C)-(B)-(A) 이다. 

출처 : 수능특강 3강 1번

문항선정이유 : 주어진 글에서 우리의 일반적
인 고정관념을 언급하고 그 뒤에서 이 부모
들의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연구를 통해 밝혀
냈다는 이야기로 연결시키면서 전체적인 흐
름을 파악하는 문제로도 적절하게 변형이 가
능하다 생각하였다. 

7. ②

 명성과 부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는 글로, 

부가 객관적인 실체라면 그러나 명성은 

주관적이다로 연결되므로 (B)가 나와야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 범죄조직의 우두머리를 

언급하는 (A)가 나오고 난 다음, 반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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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인 대학교수가 관한 설명이 

등장해야하므로 (C)로 연결되는 것이 

적절하다.

출처 : 수능특강 37강 22번

문항선정이유 : 적절한 연결어를 통해 전체 
지문의 흐름을 파악하고 순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가를 묻고자 함. 명성과 부를 비교하
는 지문으로서, 부에 대한 설명 다음에 명성
에 대한 설명을 연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예를 알맞은 연결어구를 통해 제대로 
찾을 수 있는지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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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1.  ①

 텔레비전이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통념을 반박하는 연구에 대한 글
이다. (A)앞의 문장은 그러한 통념에 관한 
내용이며 (A) 뒤의 문장은 그러한 통념에 
반대되는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역접의 
연결어 however가 적절하며, (B) 뒤의 문
장은 텔레비전이 영화적인 기술에 의존하기 
‘ 때문에’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말
하고 있으므로 인과관계의 Because가 오는 
것이 맞다.

출처 : 실전모의고사 5회 42번

문항선정이유 : 이 글은 19세기에 브라질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게 된 일련의 사건에 
관한 것으로,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서는 상식
선에서 풀 수 없는 내용의 지문이며 연도별 
여러 사건과 인물이 등장하여 내용일치를 묻
는 문제로 변형하여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는가를 판별하고자 하
였다.

2.  ④

 (A) 앞에는 왜 시작을 잘하는 것이 어린이
가 결국 유달리 유능한 성인이 될 가능성을 
높여주는지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
한다. (A) 뒤는 명령문으로 어린 시절에 평균 
이상의 언어능력을 얻는 것의 장점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하고 있어 예시를 나타내는 
for instance가 가장 적절하다. (B) 앞에는 
언어를 습득한 아이는 언어가 없는 종에서는 

상상도 못할 인지적 능력을 보여 주다고 하
였고 (B)뒤에는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에 있어 완전한 변화를 가져온
다 한다. 따라서 (B)는 요약을 하는 in sum
이 가장 적절하다. 

출처: 수능특강  P117 (14강 문단속에 문장 
넣기 4번)

문항선정이유 : 이 지문에는 for instance, 
in sum, as a result 등 다양한 연결사가 
들어가 있어 수능에서 한 문제 씩 나오는 연
결어 넣기 문제로 적합해 보인다. 

3. ⑤ 

 (A) 빈칸 앞 문장에서 보다 일반적인 사실
이 나오고, (A)에 뒤를 잇는 문장에서 구체
적인 예가 언급되므로, 접속사 ‘For 
instance’가 적절하며, 빈칸 (B) 앞과 뒤의 
행동들이 대조적인 보여줌으로, 접속사는 
‘In contrast’가 적절하다.

출처 : N 수능특강고득점 330제 144번

문항선정이유 : 원래 이 지문은 빈칸 어휘 
넣는 문제였으나 지문 서두에서는 미국 일
반 학생들의 교실안에서의 특성을 언급하고 
그 뒤에 일부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명제
를 설명하는데, 그 예를 드는 연결사를 고
르는 문제와 원주민들의 교실안에서의 의사
소통방식의 대조되는 예를 설명하는 부분에
서의 연결사를 선택하는 문제로 변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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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①

 (A)는 앞에서 언급한 ‘기억은 문화로부터 영
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는 내용의 구
체적인 예를 말하고 있으므로 ‘for example’
이 가장 적절하며, (B)에는 앞 문장에서 언급
한 많은 산업 사회와는 달리 전통 사회에서
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므로 ‘in contrast’
가 가장 적절하다. 

출처 : 수능특강 5강 2번

문항선정이유 :  ‘for example’과 ‘in 
contrast’를 기준으로 앞뒤의 흐름을 정확하
게 간파하는지를 요하는 문제로도 적절하다 
생각하여 연결사 문제로 변형시켜 보았다. 

5. ①

 거래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국방과 소비재에 대해 말하고, 두 

번째 환경과 수입에 대해 추가해서 언급하므로 

also 나 besides 가 적당하며, (B)를 기점으로 

해서 앞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여 

결론지어주므로, thus가 답이 된다. 

출처 : 수능특강 38강 26번

문항선정이유 : also라는 연결어가 쉽게 느껴
지지만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라서 내용을 추
가할 경우 쓸 수 있는 also 연결어에 대한 
이해를 묻기 위함이었고, 글의 결론을 정리할 
경우 쓸 수 있는 thus 연결어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고자 함.

6. ① 

 역접이므로 “하지만”에 해당하는 단어 
However 이 들어가야 한다. 

출처 : N330제 243

문항선정이유 : 본래 글은 주장파악 문항이었
는데 문맥상 앞,뒤 내용이 뚜렷이 구분되어 
연결어 문항으로 변형시켰다

7.  ②
 Like many parasites that live 
permanently on their host’s body, these 
lice do not need good eyesight.의 결과가 
그 다음 내용이므로 (A)는 as a result 가 
연결어구로 적절하고 (B)는 눈이 작거나 없는 
것처럼 날개도 없다는 내용이므로 similary 
가 적절한 연결사이다.

출처 : 수능 완성 Chapter 14 (1번)

문항선정이유 : biting lice의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알맞은 연결사를 찾는 능력을 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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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1. ④ 

 요약문의 빈칸 넣기 문제로 ‘어떤 일에 

쓰여진 시간의 양이 반드시 더 좋은 결과를 (A)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어떤 면에서는 

사용되어진 시간과 노력이 (B) 적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므로  (A)에는 보장하다는 

의미인 guarantee가 적절하며, (B)에는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절해야 한다는 

adequate가 적절하다.

출처 : N 수능특강 고득점 330제 56번 

문항선정이유: 주어진 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문으로  만들 수 있는 지 파악하는 

문제이다.

2. ①

 시련이나 역경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 

낸다는 내용의 글로,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서 글의 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또한 중간 부분에 요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출처 : 수능특강 4강 4번 

문항선정이유 : 역경이 보기에 힘든 경험 같을 

지라도 알고 보면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요지를 요약문으로 만들어  

hardship이라는 단어대신에 adversity를 

사용하여 어휘능력을 함께 요구한다.

3. ④ 

 미국 백인층의 교육정도가 높은 사람만이 
저출산율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교육정도가 
낮아도 부유한 사람이 이들보다 출산율이 낮
다고 하므로 고학력과 저출산의 관계는 직접
적이지 않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교류하는 계
층의 높은 생활 수준과 사치와 관련된다는 
내용을 파악해야한다.

출처 :  수능완성 유형편 Chapter 10 (1번)

문항선정이유 : 문단 요약은 지문을 잘 읽고 

결론으로 귀결되는 내용의 핵심어를 찾는 

유형으로,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4. ④ 

 지문의 내용에 따르면 천연 식품도 유전자 

조작 식품과 마찬가지로 선택 교배라는 

방식으로 유전 적으로 변형된다. 따라서 

선택교배는 천연 식품으로 하여금 

독소(poisons)를 생산하게 하였고, 이런 

점에서 유전자 변형식품도 

위험하다(insecure)고 할 수 없다.

출처 : 수능특강 36강 14번

문항선정이유 : 유전자 조작 식품이 위험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로, ‘천연식품 또한 

자연적으로 선택적 교배라는 것을 통해 독성을 

만들어 내는 등의 자연적 변형이 일어난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핵심이다. 따라서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핵심어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고자 함.

5. ⑤ 

 이 글은 장거리 통화가 흔하지 않았던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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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이를 낭비로 여기다가 오늘날 장거리 
통신이 흔해지자 이를 낭비로 여기지 않는다
는 것이다. 그리므로 (A)는 낭비에 대한 인식
이 상대적이라는 relative가 (B)에는 풍부함
을 나타내는 abundance가 적절하다.  

출처 : 수능특강 14강 3번

문항선정이유 : 이 글은 희소성에 따른 낭비의 

상대적 개념에 대한 글로 1950년대와 현대의 

시대 차이에 따른 장거리 통화해 대한 낭비의 

생각이 상반되므로 글의 요약으로 적절해 

보였다. 원문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와 문장을 

제외하여 요약문으로 구성하였다. 

6. 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은 일의 흐름을 

중단시키고 집중력을 약화시켜 일을 끝마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늘리게 되며, 스트레스도 

이와 같은 부장용을 초래한다는 내용이므로, 

‘다중작업과 스트레스는 우리의 주의력을 

산만하게(①distract)하여 결국 과업 수행에 

있어서의 지연(①delays)을 가져 온다’ 로 

요약할 수 있다.

출처 : 수능완성 실전모의고사 2회 41번

문항선정이유 : 주어진 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문으로 만들 수 있는 지 파악하는 

문제이다.

7. ②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요약문
에 맞게 답이 들어가야 한다.  

출처 :  N330제 225

선정이유: 문장 삽입 문항을 한줄 요약 

문항으로 변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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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1.  ④ 

 이 글은 노동자들의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
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
장을 담은 글이다. 그러므로 ④번의 ‘노동자
들의 실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촉구하려고’
가 가장 적절하다. 

출처 : 수능특강 고득점 5강 4번

문항선정이유 : 이 글은 제목추론 

지문이었으나 노동자들의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목적유형으로 

변형시키기에 적합하다.

2. ④

 이 글은 위 해석의 밑줄 친 내용과 같이 
어떤 사람에 대해 일반화된 생각을 갖게 되
면, 고정적 편견을 가지기 쉽고, 이러한 일
반화는 추후 검증되지 않은 일반화의 근거
가 된다는 내용이므로 ④번이 정답이다. 

출처 : N 수능특강 고득점 330제 28번

문항선정이유 : 예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석하여 글의 목적을 

파악해야 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3. ④ 

 이 글은 스피커 보상에 대해 쓰인 보증서 

내용으로, 목적은 수리보상에 관한 

설명글이다. 

출처 : N 330제 298번

문항선정이유 : 보증서 내용은 확실하게 글의 

목적이 뚜렷하여 글의 목적을 묻기에 

적합하다. 

4. ④ 

 섭식장애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나
타남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 N 330제 298번 

문항선정이유 : 섭식장애: 여성에게만의 

문제가 아니다’는 글의 제목 문제였으나 

뚜렷한 목적을 갖은 글이기에 목적 문항으로 

변형시켰다.

5. ① 

 발명은 도전, 호기심 충족, 만족을 느끼게 
하는 과정임을 설명하는 글이다. 

출처 :  N330제 288번

문항선정이유 : 발명이 주는 장점을 차례로 

나열하여 글의 목적이 확실한 글이기 때문에 

제목 문제를 목적 문항으로 변경하였다. 

6. ⑤ 

 글에서 아이에게 새로운 지식을 이해시킴에 

있어서 방법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출처 : N330제 28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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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선정이유 : 아이들의 새로운 지식 

습득에서 방법이 중요한 이유를 구체적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글로 뚜렷한 목적이 있으므로 

목적 문항으로 변형시켰다.

7. ② 

 천산갑의 서식지, 공격모습, 형태 등 다양한 
것들을 소개하여 천산갑의 존재를 알리는 글
이다. 

출처 :   N330제 285번

문항선정이유 : 천산갑의 생태를 설명하는 

글로서 원래 세부내용파악 문항이었으나 목적 

문항으로 변형시켜 전체 내용 파악여부를 

물어보는 문항으로 변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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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1. ② 

 이 글은 생명이 진화하는 동안 복제인자들
은 결국 협동을 통해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되어 왔다는 것이 이 글
의 요지이다. ②번 앞에서는 생명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복제인자들은 협동해 왔고, 전문
화하여 노동을 분화해 왔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조정해 왔다고 하며 ③번 문장에서부
터도 비제로섬 게임을 예로 들며 협동을 강
조하므로 경쟁을 이야기한 ②번 문장은 전체
적인 흐름과는 무관한 문장으로 볼 수 있다. 

출처 : 수능특강 6강 3번

문항선정이유 : 글이 전체적으로 협동에 관련
된 지문이지만 이와 반대되는 개념의 경쟁을 
다룬 문장을 넣어 글의 흐름파악을 요하는 
문제로 변형시킴

2. ④

 주어진 글은 시간이 선과 같은 것이라고 생
각하는 서구인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글로 거
의 모든 문장에 line이라는 어휘가 포함되어 
있다. 그에 반해 ④는 ‘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배워야할 유용한 교훈을 위해 
과거를 되돌아 봐야 한다’이므로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이다.   

출처 : 수능특강 15강 5번

선정이유 : 시간이 선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
하는 서구인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글로 주제

와 관련한 글의 응집성이 높아서 무관한 문
장 찾기로 문제를 변형하였다.

3. ④ 

 이 글은 식물이 왜 씨앗을 멀리 

확산시키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밀집되어 있을 

때의 불리한 점을 나열하는 가운데, ④는 

씨앗이 군락을 이루면 쉽게 바람에 의해 멀리 

이동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글의 흐름과 맞지 

않으므로 맥락과 무관한 문장이다.

출처 : 수능완성 실전모의고사 2회 26번

선정이유: 원래는 주제문 찾기 문제였으나 주
제에 대한 무관한 문장찾기 문제로 적당해서 
변형하였다.
 
4. ③ 

 주어진 글은 잘 생각하는 시간이 시간 낭
비인 것처럼 보이나 효율적인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
로, ③과 같이 효율성을 고려하여 관심 기
울여야 할 것들을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체적인 글과 무관한 내용이다.

출처 : N 수능특강 고득점 330제 48번

문항선정이유 :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난후, 글의 내용과 무관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이다.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흐름상 

상관없는 문장을 찾아야 한다.

5. ①

 인생을 billiard ball로 묘사시킨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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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능 N330제 277번

문항선정이유 : 연결어문항을 글의 흐름상 

무관한 문장 찾기로 변형시켰다.

 

6. ②

 뇌는 쉽게 지루함을 느끼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새롭고 다른 도전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출처 : 수능완성 유형편 Chapter 6 (3번)

문항선정이유 : 잘 알려진 내용이 아니며, 

근육과 비슷하다는 내용 등으로 인해 운동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으므로 오답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선정함.

7. ②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의 전원을 끌 것을 

촉구하는 내용임을 파악해야 한다.

출처 : 수능완성 유형편 Chapter 1 (4번)

문항선정이유 : 글을 쓴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글이므로, 글을 이해했을 때 관련 

없는 내용이 명백하게 구분될 수 있으므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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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1. ④ 

 주어진 문장은 ‘그러나 지금 나는 비도덕적
인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그만큼, 혹은 아마도 그보다 
훨씬 더 잘못이라는 것을 꼭 단언하고 싶다.’
는 내용이다. 이는 ④번의 앞 문장에서 도덕
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비도덕적인 수
단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려했다는 내용과 반대이므로 연결사 but을 
이용하고 상반됨을 알리는 ④번의 자리가 가
장 적절하다.

출처 : 수능특강 4강 12번

문항선정이유 : 연결사 But을 힌트 삼아서 
앞뒤로 앞 문장에서 도덕적인 목적을 성취하
기 위해서 비도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려했다는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이어지는 곳에 적절히 문장
을 삽입시키는 문제로도 적절하다 생각되어 
변형시켜 보았다.

2. ④

 기억상실증에 관한 영화나 TV에서 보던 바와 

다르다는 내용이 핵심이므로, 영화 Bourne 

Identity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 다음에 사실상 

현실에서는 이름과 정체성을 잃는 현상이 매우 

드물다는 내용을 가진 주어진 문장이 

등장해야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출처 : 수능특강 36강 16번

문항선정이유 : However가 들어있는 이 

주어진 문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야기에 앞뒤 

내용에 반전이 있음. 따라서 기억상실증에 

대한 그동안 가졌던 오해와 실제에 대한 

설명의 가운데에 주어진 문장을 넣을 수 

있는가를 묻고자 하였음.

3. ③ 

 주어진 문장은 ‘이는 자살에 대해서도 똑같
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그 
전에 살인에 대한 칸트의 설명 후에 자살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 ③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출처 :  수능특강 15강 6번

문항선정이유 : 이 글은 자율에 수반하는 

의무로써 인간의 목적으로 대하라는 칸트의 

인간관을 제시한다. 유명한 철학가의 사상이 

집약되어 잘 나타나있고 원래 문제가 글의 

순서지만 문장 삽입으로도 문제를 구성해 

보았다. 

4. ④ 

 ③번까지의 내용은 공기유출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 점에 대한 

장점을 말하고 있으나, ④번부터는 그로 인한 

실내공기 오염의 단점을 말하고 있고 주어진 

문장은 역접의 연결어를 사용하여 단점을 

언급하기 시작하는 내용이므로 ④가 

정답이다.

출처 : 수능완성 실전모의고사 1-33

문항선정이유 : 원래는 주제문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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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어로 인하여 이 문항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음.

 

5. ⑤ 

 주어진 문장은 ③자리에 들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앞 문장에서는 자기의 직업을 유
지하기 위하여 고용주나 고객의 요구를 충
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주어진 문장에서는 ‘하지만’ ‘돈이나 지속적
인 고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소개하
고 ③번 문장 뒤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글의 흐름상 
③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출처 :  N 수능특강 고득점 330제 160번

문항선정이유: 앞 뒤 문장의 전개를 고려하여 

주어진 문장의 위치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6. ⑤ 

 새로운 규칙이 출현하는데 그 예시들은 바로 

뒤에 위치해야한다.

출처 : N330제 202번

문항선정이유 : 어법문항을 변형하여 알맞은 

자리에 문장 삽입하는 문항으로 적절한 

주제문에 대한 적절한 예시문을 찾아야한다. 

7. ①

 모든 학교에서 탄산음료를 금지하고자 

제안된 시조레에 대해서 반대를 주장하는 

방송국의 논평에 대해 저자가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출처 : 수능완성 유형편 Chapter 1 (1번)

문항선정이유 : 문장의 적절한 위치를 찾는 

문제는 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난이도가 높은 유형의 문제이므로 해당 지문의 

난이도가 적절하여 선정함.

 

8. ③

 편견 없는 사람들과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을 

비교대조하고 있음을 파악해야하며 어느 

부분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출처 : 수능완성 유형편 Chapter 10 (3번)

문항선정이유 : 뚜렷하게 편견없는 사람들과 

권위주의적인 사람들로 구분되어져 있는 

글이라 어느 부분에 해당 문장이 들어가야 

하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나며 난이도가 다소 

높은 문장이므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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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1. ② 

 One study, for example, found that 
mothers conversed and interacted more 
with girl babies, even when they were 
as young as six months old.에서 정답이 
2번이 된다.

출처 :  수능 완성 Chapter 11 (5번)

문항선정이유 : 아기의 성별에 따른 양육의 

차이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지문과 일치 또는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능력을 기른다.

2. ③ 

 Jim 멋진 바다의 장관을 보고서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로 놀랍고 경이로운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목숨이 위급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출처 : 수능특강 32강 13번

문항선정이유 : 글의 내용을 읽고 세부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숨이 멎을 것 같다는 표현이 전체적 맥락을 

고려해볼 때 질식사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장관의 경치에 반했다는 완곡한 표현임을 

이해하는가의 여부를 묻기 위함. 

3. ⑤ 

 ① 1957년에 한 이슬람교도가 경찰들이 술 
취한 흑인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 ② 경찰이 
이슬람교도를 때려서 기절시켜, 그를 감옥에 

데려갔다. ③ 경찰국장은 분노한 군중 폭동의 
해결자로 Malcolm을 불러 들였다. ④ 경찰
국장은 Malcolm에게 시위자들을 해산시켜 
달라고 사정했다. 의 내용이 되므로 정답은 
5번이다.

출처 :  수능특강  10강 2번

문항선정이유 : 글의 일치 문제의 지문은 실존 

인물의 일화를 소재로 한 글이 종종 등장한다. 

따라서 경찰의 부당한 폭행 사건을 Malcolm 

X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과정을 글의 일치 

지문으로 적절해 보인다.

4. ③ 

 글에 따르면 Dom Pedro 1세는 Dom 

Pedro 2세에게 브라질 통치를 맡겼고 이를 

브라질로부터 쫓아낸 장군은 포르투갈인으로 

볼 수 없다.

출처 : 수능완성 실전모의고사 4회 32번

문항선정이유 : 내용일치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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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1. ③ 

 Brutus는 마음에 생긴 고민을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아내는 자신이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여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넓적다리를 칼로 벤 것이므로 심경은 

절망적이고 후회하는 것이어야 한다.

출처 :  수능특강 31강 8번

문항선정이유 : 주인공이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죽음으로 자신의 신뢰성을 보여 

주려한 아내의 이야기를 읽고 주인공의 심경을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고자하였으며, 보기의 

주요 심경을 나타내는 어휘 학습의 효과를 

보고자 함.

2. ④ 

 글에서 Seth가 아들의 대학 중퇴에 대해 

속상하여 감정적 위로를 받기 위해 동생에게 

전화한다. 그러나 동생은 아무런 위로의 말로 

하지 않고 오히려 Seth를 정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말해 

Seth가 실망하고(disappointed) 

좌절감(frustrated)을 느끼게 된다. 

출처 : 수능특강  10강 6번

문항선정이유 : 이 글은 Seth가 감정을 

표현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어 심정 문제의 지문으로 

타당해 보인다. 지문에서 직접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제외시켜 문제로 

구성하였다.  

3. ② 

 “I"는 22일간 항해 중인 선원으로 재밌는 할 

거리가 없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watch the clouds and take naps' 

‘long days of complete 

inactivity'등으로 볼 때 ②boring임을 유추할 

수 있다.

출처 :  수능완성 실전모의고사1-46

선정이유 : 필자의 심경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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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1. ④ 

 보기④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Latin 

America 와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은 상대적으로 일정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극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내용은 일치하지 않다.

출처 :  수능완성 13강 6번

문항선정이유 : 그래프를 분석하고, 그 흐름을 

따라갈 때 전체적으로 안정되었는가 

불안정한가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도표를 분석하고 영어로 이해하는 

가를 묻고자 하였음.

2. ④ 

 유럽은 1985년에 점유율이 40%이하로 떨어
졌지만 점유율을 세계 1위였다. 그러므로 ④
문장에서 second를 삭제해야 옳다.  

출처 : 수능특강  P133(16강 도표 정보 글로 
옮기기 6번)

문항선정이유 : 도표는 6월 모의 평가에서도 

수능특강의 도표가 그대로 출제된바 있다. 

그래서 문제로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며 작년 수능에서 원형그래프가 

출제되었으므로 막대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변형하였다. 

3. ④ 

 75세 이상의 그래프는 2001년에서 2010년 

사이에 5% 상승한 것이 아니라 5%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④번이 정답이다.

출처 : 수능완성 실전모의고사3회 36번

문항선정이유 : 그래프를 분석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문항을 변형하여 

출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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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1. ② 

 Maitersingers를 대변하는 Wagner와 

반대하여 규칙에서 벗어나 혁신을 시도한 

Walter를 찾을 수 있는 가를 묻기 위함. 모두 

규칙에만 얽매이는 경우들(Maistersingers, 

Wagner, 이사회)의 예시이지만, Walther는 

규칙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노래를 하였으므로 

정답은 ②his 임.

출처 :  수능특강 38강 32-33번

문항선정이유 : 지문의 핵심내용인 

Meistersingers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로서, 규칙에 얽매이지 

않은 새로운 도전자, Walther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고자 함.

2. ①  

 전체 주제를 빈칸으로 물었을 때, 찾을 수 

있는가를 묻고자 함. 전문가 집단이 새로운 

혁신적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규칙에만 얽매일수 있다는 마이스터 싱어 

신드롬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따라서 이 

지문의 주제는 전문가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위험성이라는 ① the perils of expert 

decision making이 답이 된다

출처 : 수능특강 38강 32-33번

문항선정이유 : 지문의 내용이 

Meistersingers와 같은 전문가 집단이 

의사결정을 할 때에 남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규칙에만 

얽매인다는 핵심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로서 주제를 추론하는 것과 연결하여 묻는 

문제임.  

3. ④ 

 (A) 바다 집시 아이들은 어떠한 잠수장비 
없이 일반인보다 두 배나 오래 물속에 머무
를 수 있다. (C) 그러나 이 아이들을 구별 짓
는 것은 물안경 없이 물속 깊은 곳에서 정확
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이다. (D) 한 스웨덴 
연구자는 이러한 바다집시의 능력을 연구하
여, 그들이  수정체의 모양과 동공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B)바다
집시를 통해 이러한 능력이 유전적이 아님을 
알고 스웨덴 아이들에게 동공을 축소하는 방
법을 가르쳤다.

출처 : 수능특강 18강 장문독해 5~6번)

문제선정이유 : 일단 문단이 총 4개로 순서
배열에 적합한 문단을 이루고 있다. 글의 내
용 또한 바다 집시인들이 바다에서 수영할 
때 차이점, 이에 관한 연구 및 결과 등 유기
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배열 문제로 재구성하
였다.  
4. ② 

 물에서 사람의 동공이 커지는 것은 뇌와 신
경계에 의해 통제되는 변하지 않는 선천적인 
반사운동이라 여겼지만, 바다 집시들이 훈련
을 통해 물속에서 동공의 크기를 축소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게 핵심내용이고 빈
칸이 들어가는 문장이 부정문이므로 빈칸에
는 genetic(유전적인)이 들어가야 한다. ① 
acquired (후천적인) ③ corresponding(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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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④ scientific (과학적인) ⑤ 
variable(가변적인)

출처 : 수능특강 18강 장문독해 5~6번

문항선정이유 : 물에서 사람의 동공이 커지는 
것은 뇌와 신경계에 의해 통제되는 변하지 
않는 선천적인 반사운동이라 여겼지만, 바다 
집시들이 훈련을 통해 물속에서 동공의 크기
를 축소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게 핵
심내용이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빈칸 문제
를 구성하였다. 

5. ③ 

 화폐를 조개껍데기에 비유하여, 은행이 

어떻게 화폐량을 증가시키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글로, (A)에서는 이 조개껍데기로 

은행거래를 하는 세 명이 등장하는데, 마지막 

문장에 Jones씨가 Baker부인에게서 빵을 

샀으므로, (B)의 첫 문장의 내용에 Baker 

부인이 돈을 벌어들인 내용이 나와 (A)뒤에 

(B)임을 알 수 있고, (B)에는 은행이 돈을 

벌어들여 이를 인출해주는 과정이 나온다. 

(C)에는 그러한 과정의 일부와 함께 만약 

은행보유보다 인출이 많을 때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D)에는 이 문제점에 대한 

부가설명과  함께 현재의 은행시스템을 

연계해서 설명하고 있다. 

출처 :  수능완성 실전모의고사 5회 49번  

문항선정이유 : 주어진 글의 순서를 내용과 

문법사항을 접목하여 배열할 수 있는 능력 

배양

6. ④ 

 화폐를 조개껍데기에 비유하여, 은행이 

어떻게 화폐량을 증가시키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글로, (C) 첫 문장- 만약 모든 

예금자가 총 조개껍데기의 10%가 넘는 양을 

동시에 원한다면, 은행은 무너질(prosper 

→collapse) 것이다-이므로 ③prosper이 

정답이다.

출처 : 수능완성 실전모의고사 5회 49번  

문항선정이유 : 문맥에 맞는 어휘 판단

7. ➂
 3번은 Austin을 지칭하고 나머지 보기는 
Chris를 지칭한다. 
출처 : 수능 N330 260
문항선정이유: 반복적으로 지칭하는 대명사들이 많
아 지칭추론 문항을 내보았다. 

8. ➃
 주인공의 일대기를 적어놓은 글로 나이가 적은 순
에서 많은 순으로 나열하되 대명사 That과 접속사 
Then등에 유의하여 답을 고르면 된다. 
출처: N330제 261번
문항선정이유: 대상지칭 문제를 접속사와 대명사를 
유의하여 지문을 파악하도록 글의 순서 문항으로 
변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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