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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2018학년도 수시 학업능력고사(오전형)

① 공동의 문제에 대해 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니 토의보다는 토론이 맞겠군.

②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항을 

과도하게 고려하는군.

③ 주제를 좁히자고 제안한 것은 사회자의 권

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군.

④ 주제 설정의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주제에 

관한 내용적인 논의는 부족하군.

⑤ 서로가 주로 자신의 의견을 직설적으로 이

야기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군. 

국 어 영 역 (20 문항)

1. 다음의 대화를 들은 후 보인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갑 : 지난 모임에 이어 기말 보고서의 주제를 

정하는 문제로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인

간과 사회’라는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면 우

리가 도출한 ‘국민의 저항권’과 ‘사회 민주

화’라는 두 문제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제출 기한이 2주밖에 남지 않았으니 

오늘은 주제를 반드시 확정해야 하겠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을 : 그래요. 2주라는 기간이 촉박하게 느껴지

네요. 오늘 주제 선정을 마쳐야 다음 일들

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병 : 두 문제 모두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한 

중요한 사안이지만 상관 관계를 고려하면 

두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

각합니다.

갑 : 그 상관 관계라는 것이 뭐죠?

병 : 국민의 저항권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 민

주화의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

로 보고서에서 이 두 문제를 하나의 주제

로 다루어야 합니다.

정 : 맞아요. 두 문제를 놓고 보면 상관 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문제는 독립

적인 성격도 있으니까 별개의 사안으로 다

루어도 되지 않을까요?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2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가 공부해 본 ‘사회 민주화’ 문제를 주

제로 삼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갑 : 그렇군요. 우리 모둠이 지난 9월에 ‘사회 

민주화의 개념’을 주제로 발표했었죠.

을 : 저도 ‘사회 민주화’를 주제로 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주제가 포괄적이라는 점

에서 주제를 좀 더 구체화했으면 합니다. 이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칠 수가 있어요.

갑 : 예,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교수님이 나눠 

주신 자료를 보면 평가 항목 가운데 ‘방안의 

실천 가능성’과 ‘방안의 창의성’에 배분된 점

수가 가장 큽니다. 주제가 포괄적이면 내용

이 피상적일 가능성이 많겠죠?

정 : 그렇다면, ‘사회 민주화의 실천 방안’으로 

주제를 좁히는 것은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다른 모둠에서도 다루지 않았습니

다. 자료만 더 보충하면 심도 있는 내용을 

구성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병 : 요즘 ‘광장 민주주의’라는 말을 자주 듣는

데, 시의성이 있는 주제라 생각합니다.

을 : 그래요. 앞으로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생각

을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갑 : 그럼 모두가 동의하였으니, 다음 모임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금요일 모임에는 각자

가 조사한 자료를 가져 오기 바랍니다. 수집

한 자료를 보면서 보고서의 작성 방향과 자

료의 활용 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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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수집 자료와 개요이다. 이

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집 자료】

(가) 2001년 76.5세였던 평균 수명이 2030

년에는 83세가 된다. 그에 따라 노인 인

구 비율도 점차 증가하여 2004년에는 

7.5%, 2013년에는 12%가 되고, 2026년

에는 20%, 2033년에는 23%가 될 것이라

고 전망된다.(◎◎일보) 

(나) 2013년 노인 일자리 사업의 추진 현황 

(△△연구원)

사회 공헌형

(공공 분야)

시장 진입형

(민간 분야)

운영

방식

전액 정부 

예산으로

급여 지급

(1인당 20만원, 

7개월 간)

정부 보조금 

일부와 사업 

소득으로

급여 지급

(연중 운영)

주목적
사회 참여

동기 충족

생계비 확보 

욕구 충족

일자리

창출

실적

194,480개

(88.3%)

25,866개

(11.7%)

(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22% 정도만이 

노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분

석이 나왔다. 최○○ 위원은 “2013년 노

인 인구 613만 명을 고려할 때 노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전체의 10.2%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고서

에 따르면 각 서비스별로 노인 일자리 

3.6%, 노인 복지관 8%, 경로당 34.2%로 

집계됐다.(□□신문)

(라) 노인 일자리 관련 연구 결과(◇◇보고서)

고령 근로자의 

목적

경제적 안정 65%

사회 참여 및 기타 35%

【개요】

1. 서론 ·················································· ㉠

2.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 ·················· ㉡

3. 노인 일자리 사업의 실태 

   1) 노인 일자리 사업의 유형과 현황 ······· ㉢

   2)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 

4. 노인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 증대 방안······· ㉣

5. 결론 ·················································· ㉤

(마) 전문가 인터뷰

노인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면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로 인해 건강이 증진되고 자존감이 

고취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이는 부양

비, 의료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세대 

간 갈등을 줄이는 효과까지 불러올 수 있죠. 

그런데 공공 분야의 노인 일자리로는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노인

들이 시장에 진입하여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

할 수 있도록 민간 분야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2. 수집한 자료를 보고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

지 않은 것은?

① (가), (나) : 연도별 통계 자료를 올해까지 조

사해 변화의 추이를 정확하게 보

여주어야겠군.

② (가), (다) : 정보가 독자에게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프를 활용해야겠

어.

③ (나), (다) : 우리나라 노인의 대다수는 공공 

분야에서 일자리를 구했군.

④ (나), (라) : 노인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목적

과 노인 일자리 사업의 현황이 부

합하지 않는군.

⑤ (나), (마) : 민간 분야의 노인 일자리가 부진

한 원인을 더 찾아봐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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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어법에 맞는 문장은?

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속담이 있긴 하

지만 이 말대로 살 일은 아니고 오히려 그

와는 반대로 무시로 완력을 부리기 전에 사

리를 먼저 따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② 에너지의 형태가 바뀌는 경우, 외부의 영향

을 단연코 차단하면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

화에 관계없이 전체의 에너지 양은 항상 일

정하며, 무에서 에너지를 창조될 수는 없다.

③ 사철나무는 노박덩굴과에 속한 상록 관목으

로 잎은 두껍고 윤이 나므로 여름에는 녹백

색의 잔꽃이 피고, 가을에는 붉고 둥근 열매

가 익어서 정원수나 울타리 등으로 널리 쓰

인다.

④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말도 안되는 소

문을 가리켜 유언비어라 하는 바 그것은 뜬

소문이고 낭설이므로 이를 곧이 곧대로 믿

다가는 낭패되기 십상이니 오로지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⑤ 사람은 모름지기 자기 본디의 참모습으로 

정체성을 깨닫고 그를 통해 독립적인 존재

가 되어야 할 테지만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하는 줄은 알지만은 그러지 못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 개요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에서는 (가), (마)를 활용하여 인구 변동의 

주요 추세를 간략하게 서술하고, 삶의 질과 

노인들의 자립적인 삶이 연관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논의의 배경을 제시해야겠어.

② ㉡에서는 (마)의 자료를 활용하되, 노인 일

자리 사업의 필요성을 노인 개인의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제시해야겠어.

③ ㉢에서는 (나)의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 일

자리 사업이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

으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내용을 중심

으로 현황을 제시해야겠어.

④ ㉣에서는 민간 분야 활성화의 필요성을 중

심으로 서술하되 예상되는 반론을 고려해 

논거를 마련해야겠어.

⑤ ㉤에서는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미래

의 우리 사회를 전망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해야겠어.  

5. 다음은 밑줄 친 낱말에 대한 예문과 뜻풀이

이다. 풀이가 잘못된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예문 뜻풀이

㉠ 일단 날부터 잡고 의논합시다. 정하다.

㉡ 큰 잔치라서 돼지를 잡았구나. 굶기다.

㉢ 생사람을 잡으면 안 되는 거야. 해치다.

㉣ 첫 음정을 잡는 것이 힘들구나. 맞추다.

㉤ 자세를 얼른 바로 잡아 보세요. 취하다.

㉥ 주무시고 가라고 손님을 잡았다. 부탁하다.

㉦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야만 한다. 차지하다.

㉧ 장사가 잘돼서 한밑천 잡았네요. 장만하다.

㉨ 비용을 너무 많이 잡지 말아라.  어림하다.

㉩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알아내다.

㉪ 새로 악단의 지휘봉을 잡았다. 올바로 하다.

㉫ 찌개에 국물을 좀 많이 잡았다. 실수를 하다.

㉬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 주었다. 맡아 가지다.

㉭ 불길을 잡느라 물을 뿜어 댔다.  누그러뜨리다.

① ㉠, ㉡, ㉧

② ㉡, ㉥, ㉪, ㉫

③ ㉡, ㉥, ㉦, ㉪, ㉭

④ ㉢, ㉥, ㉦, ㉧, ㉨, ㉩

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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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습 활동 및 발표 자료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① 우리말의 높임법은 중세 국어부터 지금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구나.

② 중세 국어에는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

에 공통으로 쓰이는 선어말 어미가 있었네.

③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ㅂ불

규칙 활용’과 같은 방식으로 형태가 바뀌는

구나.

④ 중세 국어에 비해 현대 국어의 주체 높임법

은 객체 높임법의 경우와 달리 상당히 복잡

해졌네.

⑤ 현대 국어에 비해 중세 국어의 높임법은 대

상의 폭이 넓어 사람은 물론이고 사물에도 

쓰였구나.

[6~7] 다음은 높임법에 대한 학습 활동과 발표 

자료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학습 활동】

갑 : 다음 국어 시간에 우리말의 역사에서 높

임법의 변화를 조사해서 발표하게 됐어. 어

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

을 : 문장의 주체가 되는 대상을 높이는 주체 

높임법과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높

이는 객체 높임법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예

를 들면 좋지 않을까?

병 : 현대 국어의 높임법은 알겠는데, 중세 국

어의 높임법은 너무 어려워서 발표 준비가 

쉽지 않을 걸?

을 : 중세 국어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아! 중세 

국어의 높임법은 선어말 어미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돼.

병 : 중세 국어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에는 

‘-(으)시-’와 ‘-()샤-’가 있고,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에는 ‘--’, ‘--’, ‘--’이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정리해서 발표하면 

될 거야.

【발표 자료】

• 중세 국어에서 쓰인 대표적인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으)시-’와 ‘-()샤-’이

다. 이 중 ‘-(으)시-’는 ‘믿다’의 활용형 ‘미

드니’가 ‘미드시니’로 바뀌는 것처럼 자음

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쓰인다. 

예) 동부시니，업스시니

• ‘-()샤-’는 ‘가다’의 활용형 ‘가오되’가 

‘가샤’로 바뀌는 것처럼 모음으로 시작하

는 어미나 선어말 어미 ‘-오-’ 앞에서 쓰

이는데, 그 뒤에 오는 모음을 탈락시키는 

특징이 있다. 

예) 샤，니샤도

• 현대 국어에서 주체 높임법은 선어말 어미 

‘-()샤-’가 소멸되고 ‘-(으)시-’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계시다’, ‘잡수

시다’와 같이 높임말 어휘를 통해 이루어지

기도 한다. 높임말 어휘를 통한 주체 높임

은 중세 국어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에는 ‘--’, ‘--’, 

‘--’이 있다. 이 중 ‘--’은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가운데서 가장 많은 어미와 

결합하는데, ‘막다’의 활용형 ‘막거늘’이 ‘막

거늘’로 바뀌는 것처럼 ‘ㄱ, ㅂ, ㅅ, ㅎ’인 

경우에 쓰인다. 

예) 빗더니，돕니

• ‘--’은 ‘듣다’의 활용형 ‘듣고’가 ‘듣고’

로 바뀌는 것처럼 어간의 끝소리가 ‘ㅈ, 

ㅊ, ㄷ’인 경우에 쓰인다. 

예) 맞더니，얻

• ‘--’은 ‘보다’의 활용형 ‘보게’가 ‘보게’

로 바뀌는 것처럼 어간의 끝소리가 울림소

리, 즉 모음이거나 ‘ㄴ, ㄹ, ㅁ’인 경우에 

나타난다. 

예) 안고，초

• 현대 국어의 객체 높임법은 선어말 어미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높임말 어휘로 

이루어진다. ‘주다’ 대신 ‘드리다’, ‘묻다’ 대

신 ‘여쭈다’ 등의 높임말이 쓰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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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발표 내용에 따른 사례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가시고’, ‘가시니’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 

주체 높임법에 공통되는 사례이다.

② ‘묻샤’와 ‘쇼셔’는 주체 높임법

과 객체 높임법이 같이 쓰인 사례이다.

③ ‘받다’를 높인 ‘받‧’와 ‘받리라’는 중

세 국어 객체 높임법이 쓰인 사례이다.

④ ‘정샨’과 ‘펴샤’ 및 ‘미드샷다’는 모두 중

세 국어 주체 높임법이 쓰인 사례이다.

⑤ ‘겨시다’는 중세 국어 객체 높임법, ‘드리다’

는 현대 국어 객체 높임법이 쓰인 사례이다.

8.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작중 상황과 정서

② 표현 방식과 문체

③ 배경 공간과 정황

④ 서술 시점과 양식

⑤ 주제 의식과 내용

[8~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그믐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히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릅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 곽재구, <사평역에서>

(나)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약속

이나 한 듯 말을 잊었다. 어쩌면 그들은 열차

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중년 사내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성냥불을 당기려다 말고 멍하니 난로의 불

빛을 들여다보고 있다. 노인을 안고 있는 농부

도, 대학생도, 쭈그려앉은 아낙네들도, 서울 

여자도, 머플러를 쓴 춘심이도 저마다의 손바

닥들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망연한 시선을 난

로 위에 모은 채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

다. 저만치 홀로 떨어져 앉아 있는 미친 여자

도 지금은 석고상으로 고요히 정지해 있다. 이

따금 노인의 기침소리가 났고, 난로 속에서 톱

밥이 톡톡 튀어올랐다.

  “흐유, 산다는 게 대체 믓이간디······” 불현

듯 누군가 나직이 내뱉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말꼬리를 붙잡고 저마다 곰곰이 생각해 보

기 시작한다. 정말이지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

일까······ 중년 사내에겐 산다는 일이 그저 벽

돌담 같은 것이라고 여겨진다. 햇볕도 바람도 

흘러들지 않는 폐쇄된 공간. 그곳엔 시간마저

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마치 이 작

은 산골 간이역을 빠른 속도로 무심히 지나쳐 

가 버리는 특급 열차처럼······ 

  사내는 그 열차를 세울 수도 탈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그러면서도 여전히 기

다릴 도리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앞으로 

남겨진 자기 몫의 삶이라고 사내는 생각한다.

- 임철우, <사평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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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및 ㉡에 나타난 것과 비슷한 삶의 태도

가 표현된 것은?

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

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

에 스치운다.             - 윤동주, <서시>

② 보리밥 풋을 알마초 머근 후에 바횟긋 

믉의 슬지 노니노라 그나믄 녀나믄 일

이야 부 줄이 이시랴 /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뫼흘 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옴

이 이러랴 말도 우움도 아녀도 몯내 됴

하노라                 - 윤선도, <만흥>

③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 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샛강 바닥 썩은 물

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

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 정희성, <저문 강에 삽을 씻고>

④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어데이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러 가느냐. 웃는 저 꽃과 우는 

저 새들이 그 운명이 모두 다 같구나. 삶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너는 칼 우에 춤추는 

자도다. 허영에 빠져 날 뛰는 인생아. 너 속

였음을 네가 아느냐. 세상에 것은 너에게 허

무니 너 죽은 후는 모두 다 없도다. 눈물로 

된 이 세상이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

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허무. 

- 윤심덕, <사의 찬미>

⑤ 같은 나무 등걸에서 한 가지는 살고 한 가

지는 죽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

만, 눈보라 추운 속에서도 한 가지는 생명을 

기르며 겨울을 살아왔고, 한 가지는 그 속에

서 자기를 살리지 못했던 것이다. 저 동쪽 

가지의 씩씩하고 발랄한 생의 의지. 지난 겨

울 석 달 동안, 마음 속으로의 안타까운 저

항. 그리고 남모르는 분투와 인내! 이에 대

한 무한한 경의와 찬사를 보내고 싶다. 봄이 

가면 봄이 없다고 슬퍼함은 일 년을 사는 

곤충의 슬픔이다. 교목은 봄이 열 번 가면 

열 개의 봄을, 가을이 백 번 가면 백 개의 

가을을 지닌다.             ― 윤오영, <봄>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들은 그런 대로 재미가 있을지 몰라도 당

하는 쪽에선 고문과 같았다. 나중에는 참다못

해 느네들한테 노래할 자유가 있는데 나한테

는 왜 안 할 자유가 없냐고 외치고 말았다. 너

무 진지하게 외쳤던지 나름대로 흥청거리던 

분위기가 일순 서먹해지고 말았다. 그제서야 

아차, 싶었지만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아지

는 게 아니었다. 나는 나의 유치함에 질려 어

쩔 줄을 몰랐다. 그 고약한 기분은 다음날까지 

계속됐다. 7, 80년대를 끽소리 한 마디 못 하

고 살아남은 주제에 고작 노래방에서 웬 자유

씩이나, 그 생각만 하면 창피하고 혐오스러워 

닭살이 돋을 것 같았다.

  그런 자기혐오는 나는 왜 노래도 못할까 하

는 열등감으로 이어져 온종일 우울했다. 그러

고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한테서 오랜만에 전

화가 걸려왔다. 왜 목소리가 그 모양이냐고 먼

저 이쪽의 우울증을 짚어 내기에 나는 왜 노

래도 못 할까? 하면서 하소연을 시작했다. 친

구는 딱하다는 듯이 네가 노래까지 잘하면 어

떡하게, 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나는 그 한 

마디를 뛸 듯이 반기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

냐고 재차 확인까지 했다. 기분이 담박 맑아졌

다. 노래도 못 한다고 생각할 적엔 나 같은 건 

이 세상에서 무용지물(無用之物)과 다름없더

니, 노래까지 잘하면 어떡하느냐는 소리를 들

으니까, 노래만 빼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줄

줄이 떠올랐다.

  10년 전 참척(慘慽)*을 당하고 가장 힘들었

던 일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까?” 하는 원망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는 거였

다. 원망스럽기만 한 게 아니라 부끄러움까지 

겹쳤다. 저 여자는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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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일을 당했을까? 수군거리면서 손가락질들

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세상이 나만 보고 흉

보는 것 같아 두문불출(杜門不出)하고 있어도 

하늘이 부끄럽고 땅이 부끄러웠다. 슬픔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게 원망과 치욕감이었다. 하

늘도 부끄럽고 땅도 부끄러웠고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피할 곳이 없으니 차라리 죽고 싶었다.

  그때 만난 수녀님이 이상하다는 듯이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왜 당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

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다. 

그래, 내가 뭐관데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을 나에게만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여긴 것일까? 그거야말로 터무니없

는 교만이 아니었을까?

  한 마디 말이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

지만, 말의 토씨 하나만 바꿔도 세상을 달라지

게 할 수도 있다. 손바닥의 앞과 뒤는 한 몸이

요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뒤집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가장 먼 사이이기도 하다. 사고의 전

환도 그와 같은 것이 아닐까. 뒤집고 보면 이

렇게 쉬운 걸 싶지만, 뒤집기 전엔 구하는 게 

멀기만 하다.

- 박완서, <생각을 바꾸면>
*참척(慘慽) : 아들딸이나 손자 손녀가 앞서 죽음 또는 그 일. 

(나) 

지난해에는 사랑하는 딸을 여의고

올해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네.

슬프디 슬픈 광릉 땅에는

두 무덤이 나란히 마주 서 있구나.

사시나무에는 쓸쓸한 바람이 불고

솔숲에는 도깨비불 반짝이는데

종이돈* 사르며 너희 넋을 부르고

너희 무덤 위에다 술잔을 따르노라.

너희들 넋은 응당 남매인 줄 알고

밤이면 밤마다 둘이서 놀고 있으리라.

비록 뱃속에는 아이가 있다지만

어찌 제대로 자라기를 바라겠는가.

하염없이 황대의 노래*를 읊조리다

피눈물 흘리며 울음소리 삼킨다.

去年喪愛女

今年喪愛子

哀哀廣陵土

雙墳相對起

簫簫白楊風

鬼火明松楸

紙錢招汝魄

玄酒奠汝丘

應知兄弟魂

夜夜相追遊

縱有腹中孩

安可冀長成

浪吟黃臺詞

血泣悲呑聲

- 허난설헌, <곡자(哭子)>
*종이돈: 지전(紙錢). 제를 올릴 때 쓰는 돈 모양의 종이.
*황대의 노래: 황대사(黃臺詞). 자식을 죽인 어미를 책망

하는 노래.

(다)

【전체 줄거리】엄동설한에 굶주림에 시달리는 

장끼와 까투리가 아홉 아들과 열두 딸을 데리고 큰 

들을 지나다가 땅에 떨어져 있는 붉은 콩 한 알을 

발견했다. 까투리는 불길한 꿈 이야기를 하며 먹지 

말라고 간절히 만류하지만, 장끼는 그 콩을 먹으려

다가 그만 덫에 걸려 죽게 된다. 장끼는 까투리에게 

절대로 개가하지 말고 수절하여 정렬 부인(貞烈夫

人)이 되라고 유언한다. 갈가마귀, 부엉이, 물오리 

등이 까투리에게 조문(弔問)하러 왔다가 청혼하지만 

까투리는 모두 거절한다. 그러다가 홀아비 장끼를 

본 후 수절할 마음이 사라져서 재혼한다. 이들은 아

들딸을 모두 혼인시키고 명산대천을 구경하다가 큰

물에 들어가 조개가 된다.

  까투리 하는 말이 “아직 그 콩 먹지 마소. 

설상(雪上)의 유인적(有人跡)하니 수상한 자취

로다. 다시금 살펴보니 입으로 훌훌 불고 비로 

싹싹 쓴 자취 심히 고이하매 제발 덕분 그 콩 

먹지 마소.” 장끼란 놈 하는 말이 “네 말이 미

련하다. 이때를 의논컨대 동지섣달 설한(雪寒)

이라. 첩첩이 쌓인 눈이 곳곳에 덮였으니, 천

산(千山)에 나는 새 그쳐 있고 만경(萬徑)에 발

길이 막혔거늘 사람의 자취 있을소냐?” 까투리 

하는 말이 “사기(事機)는 그러할 듯하나 간밤

에 꿈을 꾸니 대불길(大不吉)하온지라. 자량처

사(自量處事)하시오.” 장끼란 놈 하난 말이 

“콩 먹고 다 죽을가, 고서를 볼작시면 콩 태

(太)자 든 이마다 오래 살고 귀히 되니라. 태

고(太古)적 천황씨(天皇氏)는 일만 팔천 세를 

살아 있고, 태호 복희씨(太昊伏羲氏)는 풍성이 

상승(相承)하야 십오 대를 전해 있고, 한 태조

(漢太祖) 당 태종(唐太宗)은 풍진 세계(風塵世

界) 창업지주(創業之主) 되였으니 오곡 백곡(五

穀百穀) 잡곡(雜穀) 중에 콩 태자가 제일이라. 

궁팔십(窮八十) 강태공(姜太公)은 달팔십(達八

十) 살아 있고, 시중천자(詩中天子) 이태백(李

太白)은 기경 상천(騎鯨上天)하야 있고, 북방

(北方)의 태을성(太乙星)은 별 중에 으뜸이라. 

나도 이 콩 달게 먹고 태공같이 오래 살고, 태

백같이 상천(上天)하야 태을 선관(太乙仙官) 되

오리라.” 까투리 홀로 경황(驚惶) 없이 물러서

니, 장끼란 놈 거동 보소, 콩 먹으러 들어갈 

제 열두 장목 펼쳐 들고 구벅구벅 고개 조아 

조츰조츰 들어가서 반달 같은 혀뿌리로 드립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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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선적       ② 모순적       ③ 비윤리적

④ 가부장적     ⑤ 자가당착적

꽉 찍으니 두 고패 둥글어지며 머리 우에 치

난 소래 박랑사중(博浪沙中)에 저격 시황(狙擊

始皇)하다가 버금 수레 마치난 듯 와지끈 뚝

딱 푸드득 변통 없이 치였구나. 까투리 하난 

말이 “저런 광경 당할 줄 몰랐던가, 남자라고 

여자의 말을 잘 들어도 패가(敗家)하고, 기집

의 말 안 들어도 망신(亡身)하네.”

- <장끼전>

10. (가)~(다)에 공통적으로 다루어진 화제는?

① 가족의 죽음 ② 지인의 사고 ③ 친척의 불행

④ 자신의 실수 ⑤ 친구의 실패

11. (가)와 (나)에 나타난 심경의 변화를 맞게 

지적한 것은?

(가) (나)

① 원망 → 각성 탄식 → 울분

② 애상 → 영탄 고독 → 비감

③ 자책 → 자각 비애 → 비탄

④ 책망 → 질책 애통 → 체념

⑤ 혐오 → 단념 낙심 → 감내

12. (다)의 ‘장끼’와 <보기>의 ‘영감’의 태도를 

함께 가리키기에 적절한 말은?

<보기>

영감 : 반갑구나! 얼싸! (한참 춤을 추고 있을 

때 용산삼개 덜머리집이 춤을 추면서 등

장한다. 영감은 그녀를 보고 그 쪽으로 가

서 함께 어우러져서 춤을 추고 있을 때 

정신없이 혼자서 춤을 추고 있던 미얄이 

그 모양을 보고 그 쪽으로 좇아가서 씩씩

거리자 영감이 어색해져서 오히려 큰소리

를 치고 나온다.) 여보 할멈! 거 오래간만

에 만났으니 아이들 말이나 물어 봅시다. 

처음 난 문열이 그놈은 어떻게 자랐나?

미얄 : 아이구, 말도 맙소. 하도 빈곤하기에 

산으로 나무하러 갔다가 호랑이에게 물려 

갔다오. (운다.)

영감 : 뭐가 어쩌고 어째? 오 인제는 자식도 

다 죽이고 아무 것도 볼 것이 없으니 너

하고 나하고 영영 헤어지고 말자.

미얄 : 여보 영감, 오래간만에 만나서 어찌 

그런 야속한 말을 합나?

영감 : 듣기 싫다. 자식도 없는데 너와 살 재

미가 조금도 없지 않느냐?

- <봉산탈춤>

13. 다음 두 글의 공통적인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네 만일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이는 

사랑이 아니니라. 너의 적을 사랑하고 너를 미

워하는 자를 사랑하라 (복음서)

  너희들의 적을 사랑하라. 나는 이 때 예수교

도임을 자랑한다.

  적이 나를 죽도록 미워했을 때, 나는 적에 

대한 어찌할 수 없는 미움을 배웠다. 적이 내 

벗을 죽음으로써 괴롭혔을 때, 나는 우정을 적

에 대한 잔인으로 고치었다. 적이 드디어 내 

벗의 한 사람을 죽였을 때, 나는 복수의 비싼 

진리를 배웠다. 적이 우리들의 모두를 노리었

을 때, 나는 곧 섬멸의 수학을 배웠다.

  적이여! 너는 내 최대의 교사(敎師), 사랑스

런 것! 너의 이름은 나의 적이다.

- 임화, <적(敵)>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垂直)의 파문을 내

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

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

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塔)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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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눈물의 홍수”라든가 “쥐꼬리만 한 월급”이

라는 말처럼 어떤 사실을 실제보다 훨씬 더

하게, 또는 훨씬 덜하게 나타내고 있으니 과

장적이다.

②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든가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처럼 서로 

반대되는 대상이나 내용을 내세워 강조하고 

있으니 대조적이다.

③ 포기했다고 할 것을 “만세 불렀다”고 하거

나 잘못한 사람한테 “참 잘했다”고 하는 것

처럼 본래 말하고자 하는 바와 반대로 말하

고 있으니 반어적이다.

④ “자유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까?”라든가 “눈

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와 같이 누구

나 다 아는 사실을 짐짓 의문 형식으로 제

시하고 있으므로 설의적이다.

⑤ “바쁠수록 돌아가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란 말처

럼 겉으로는 부조리해 보이지만 그 속에 진

실이 담긴 말을 하고 있으니 역설적이다.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 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

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

(詩)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터넷은 인류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았

다. 지식의 형태, 지식의 습득 방식이 바뀌었

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시계, 안경 등의 사물

들이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이 되어 이제 모든 

것의 인터넷이라고 할 만큼 삶이 바뀌었다. 그

런데 이제 우리는 인터넷이 인간의 뇌와 연결

되는 ‘인간 인터넷’의 세계를 향해 가고 있다. 

초소형 스마트폰이 사람의 뇌와 직접 연결되는 

세상을 상상해 보자. 눈 한 번 깜빡이는 걸로 

사진을 찍고 생각만으로 어떤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 인터넷’, ‘뉴로 미디어’

의 세계이다. 

  그런데 디지털 삶의 방식은 한편으로는 우리

의 지식 습득 능력을 확대하지만 사실은 더 복

잡한 방식의 지식 습득 능력을 방해한다. 인터

넷을 통한 지식 습득은 단지 정보의 유통일 뿐

인데도 우리는 마치 지각 작용처럼 의심 없이 

그 지식을 그대로 믿는다. 이것은 자신의 믿음

에 책임을 지고 정보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 맺

는지를 사유하고 창조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지식의 습득을 방해한다. 즉 지식의 

양이 많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이해가 확장되고 

깊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우리는 사물 인터

넷을 통해 다른 사물들과 인지적으로 서로 연

결되어 지식의 생산 과정을 공유하고 있다. 따

라서 지식은 네트워크화 되었다고 말할 수 있

고, 만약 우리가 뉴로 미디어를 사용하게 된다

면 우리의 이해 행위 역시 더 네트워크화 될 

것이다. 즉 자신의 지식과 타인의 지식에 차이

가 없어지고 우리의 인지 과정은 다른 사람들

의 인지 과정과 점점 더 얽히게 될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쌓아 온 지식의 형태, 

지식의 습득 방식, 더 나아가 인간의 정체성까

지도 바꿔 놓은 디지털 기술, 이러한 변화를 되

돌릴 수 없다면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야 한

다. 인터넷을 통해 습득한 지식은 정보들의 관

련성을 창조적으로 파악하고 사유하는 행위를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와 동일

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이해를 위한 기초가 된

다. 이해가 개인의 인지 통합의 과정이라는 사

실은 틀림이 없지만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네트

워크화 된 지금은 남들과 함께 이해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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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찾아야 한다. 만약 지식에 대한 각 개

인의 믿음들 사이에 추론적 연결과 설명적 연

결이 일어난다면 이해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

다.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기술을 합리적 근거

를 교화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각자의 생각을 서로 완성시켜 줄 것이

며, 이해에 이르는 일을 남들과 함께 할 수 있

을 것이다. 인간 인터넷에서 중요한 것은 ‘우

리’이며, 우리는 더 강력한 인식 주체가 되어

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은 상대에게 합리적 근

거를 요구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공통의 플랫

폼이 되도록 새롭게 디자인되어야 하며 우리 

또한 이해하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4.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삶에 전면적으로 적

용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글쓴이가 해줄 

법한 말은?

① 디지털 기술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주

지만 우리의 사고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

니다.

② 우리의 삶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가 아니

라 인간을 통해서 깊어지고 발전하는 것입

니다.

③ 우리를 둘러싼 사물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완성할 수 있도록 ‘뉴로 미디어’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④ 디지털 기술에 의해 이해라는 개념이 개인

의 인지 통합 과정에서 사물 간의 협력 활

동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⑤ 사물 인터넷을 넘어 인간 인터넷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안의 문제가 우선적으

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15. <보기>를 참고할 때, ‘사물 인터넷’과 구별

되는 ‘인간 인터넷’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보기>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은 이

동 통신망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사물 간의 지

능 통신을 이른다. 여기서 사물이란 사람, 사

물, 공간, 데이터, 서비스 등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사물 인터넷은 사물이 단순히 연

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사물들이 

인간에게 지식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간의 명시적 개입이 없어도 정보를 생

성, 수집, 공유,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

스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① 서울로 출장을 가기로 한 날 아침, 고속도로

에서 트럭이 전복되어 교통 정체가 심하다

는 새벽 뉴스가 뜨자 스마트폰이 알아서 30

분 일찍 알람을 울렸다.

②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라고 말

하자, 종류별로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을 거

울이 차례대로 보여주었다.

③ 무선으로 충전된 자율 주행 자동차를 타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라고 말하자, 자동으

로 시동이 걸리고 지능형 내비게이션이 무

인 주행 모드로 출발하기 시작했다.

④ 자율 주행 자동차는 차선 감지 장치와 충돌 

방지 장치를 작동시켜 전후좌우에서 달리고 

있는 다른 차들과의 거리를 유지했다.

⑤ 창 밖을 보며 자신의 대학 시절을 떠올리자, 

그때 찍은 사진들이 슬라이드로 편집되어 

창에 제시되었다.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은 외환의 매매로 인

해 국내 원화 통화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환을 

국내로 가져와 대량으로 내놓거나, 외국 자본

의 유입이 증가하면 환율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 이때 중앙은행에서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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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외환을 매입하게 된다. 그런데 외환을 매

입하기 위해 원화를 대량으로 시장에 방출하

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는 채권이나 어음을 발행하여 증

가한 통화를 사들인다. 이처럼 외환 시장 개입

에 수반되는 통화량 변동을 조절하는 경우를 

불태화 시장 개입이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를 태화 시장 개입이라고 한다.

  태화 시장 개입의 경우 물가 변동의 우려는 

있지만 통화량 변화에 따른 효과가 환율에 추

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앙은행에서 

환율의 하락을 막기 위해 미 달러화를 ㉠

하는 경우, 통화량이 증가하고 원화의 가치가  

㉡  되므로 환율이 추가로 ㉢ 할 수 

있다. 반면 불태화 시장 개입은 통화량의 증감

은 없지만 채권 발행의 증가는 채권 공급을 

증가시켜 채권 가격을 하락시킨다. 채권 가격

이 하락한다는 것은 채권 금리의 상승을 의미

한다. 그렇게 되면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돈을 

빌려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하는 ‘캐리 트레

이드’ 형식의 자본 유입이 증가하여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불태화 

시장 개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다.

  불태화 시장 개입의 효과를 지지하는 사람

들은 신호 효과 등에 의해 적어도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본다. 신호 효과란 정보의 비대

칭이 있는 상황에서 정보량이 풍부한 쪽이 정

보량이 부족한 쪽에 자신을 확신시킬 수 있는 

신호를 보내는 행위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이

다. 즉 정보량이 풍부한 중앙은행이 정보량이 

부족한 시장 참가자들에게 향후 통화 정책 방

향에 관한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환율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은 

시장 참가자들에게는 향후 외환 정책에 대한 

중대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

에서 시장 개입을 한다는 것은 현재의 환율이 

중앙은행에서 생각하는 적정 환율에서 비교적 

크게 벗어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래의 환율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예

상이 변하게 되는데, 예상 환율의 변화는 현재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신호 효과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향후 환율 정

책이 일관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중

앙은행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

되어야 한다.

16. ㉠~㉢에 들어갈 말로 맞는 것은?

㉠ ㉡ ㉢

① 매입 높아지게   상승

② 매입 떨어지게 상승

③ 매각 떨어지게 하락

④ 매각 높아지게   하락

⑤ 매각 떨어지게 상승

17. 밑줄 친 신호 효과가 나타난 예로 적절한 

것은?

① 수학 선생님은 삼차 함수 문제를 틀리는 학

생들이 많은 것을 보고 학생들이 삼차 함수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

었다. 수학 선생님은 삼차 함수의 교육 방법

을 개선하여 학생들을 지도했다. 

② 국어 선생님은 시험 때마다 학생들에게 출제 

방향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한글 맞춤법 문제

를 한 문제씩 내셨다. 학생들은 국어 시험을 

준비하면서 한글 맞춤법을 따로 공부했다.

③ 영어 선생님은 반 학생들의 단결심을 고취

하기 위해 이번 체육대회에 입을 단체 티셔

츠를 구입하기로 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학

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의 티셔츠를 

구입했다. 

④ 과학 선생님은 기분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학생들에게 늘 친절한 분이다. 학생들은 

그런 과학 선생님을 늘 존경하고 마음으로 

잘 따랐다.

⑤ 사회 선생님은 학생들로부터 무섭다는 평가

를 받았다. 사회 선생님은 학생들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도

하여 전국 토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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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소리를 낸다’는 것은 ‘음원의 

주변 공기에 압력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의

미한다. 음원으로부터의 진동은 대체로 공기라

는 매체를 통해 주변으로 퍼져 나가는데, 인간

의 청각 기관에 이러한 진동이 닿아 지각 과

정을 거치면 하나의 ‘소리’로 인식하게 된다. 

음원 주위에 있는 공기의 압력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은 <그림>을 가정하면 이해하기 쉽

다. 

  

<그림> 소리가 전달될 때 공기 입자의 모습

  관 안에 찍혀 있는 검은 점들은 공기 입자

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소리굽쇠가 가

만히 있을 때 공기 입자는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을 것이다. <그림>에서 피스톤이 오른쪽으

로 움직이는 것은 소리굽쇠가 울려 소리가 발

생한 것을 의미한다. 피스톤이 오른쪽으로 움

직인 순간, 피스톤에 밀려서 공기가 모인 지점

은 일시적으로 공기의 밀도가 높아진다. 다만 

소리가 전달될 때 공기 입자 자체가 오른쪽으

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기 입자는 옆에 

있는 입자를 밀고 원위치를 지나 왼쪽까지 왔

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운동, 즉 진동을 

반복하게 된다. 이 과정이 오른쪽으로 전달되

면서 밀도가 높은 부분도 점차 오른쪽으로 옮

겨 갈 것이다. 즉 공기 입자가 좌우로 진동하

며 오른쪽의 공기 입자로 힘을 전달하면서 파

동이 발생하는 것이다.

  음원으로부터 발생한 진동이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전달되는지를 알아보기 위

해서는 공기라는 매체가 지닌 특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공기도 용수철처럼 압력에 따라 

압축되었다가 복원되는 탄성을 지니고 있다. 

대체로 매체의 탄성이 강하여 복원력이 클수록

소리의 전달 속도는 빨라진다. 예를 들어 기체

보다 탄성이 강한 액체나 고체의 경우 입자의 

복원력이 크기 때문에 소리의 전달 속도도 기

체보다 매우 빠르다.

  기체의 경우, 질량이 작고 밀도가 낮을수록 

입자의 진동이 빨라지고 따라서 소리의 전달 

속도도 빨라진다. 예를 들어 밀도가 매우 낮은 

수소의 경우 대기에서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소리를 전달한다. 공기의 밀도는 입자들에 가

해진 압력에 의해 결정되는데, 동일한 기체의 

양에서는 압력이 약할수록 부피가 커지며 부

피가 클수록 입자들이 떨어져서 존재한다. 공

기 입자들이 서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으면 

공기 입자의 진동이 빨라지므로 소리의 전달

도 빨라진다.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커지고 압력은 약해지므로 공기 입자의 왕복 

운동이 빨라져 분자들 간의 충돌이 빈번해진

다. 따라서 소리의 전달 속도가 빨라진다.

18.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①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매체가 있어야 

하는구나.

② 공기의 진동을 인간의 청각 기관이 감지하

면 소리로 지각하게 되는 거네.

③ 음원이 주변 공기에 압력의 변화를 일으켜

야 소리가 만들어지네.

④ 기체의 압력이 높아지면 입자들의 간격이 좁

아지므로 소리의 전달 속도가 빨라지는구나.

⑤ 기체의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작

아지므로 소리의 전달 속도가 느려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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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윗글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① 소리는 음원으로부터 인간의 청각 기관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될까?

② 음원 주변 공기의 압력 변화는 어떠한 방식

으로 파동을 일으킬까?

③ 소리의 전달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의 

특성에는 무엇이 있을까?

④ 주파수와 파장의 변화는 소리의 전달 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⑤ 일반적으로 기체보다 액체나 고체가 소리를 

빨리 전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 다음 글을 읽고 (가)의 ‘승선교’와 (나)의 ‘옥

천교’의 특징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가)

  선암사(仙巖寺) 가는 길에는 독특한 미감을 

자아내는 돌다리인 승선교(昇仙橋)가 있다. 승

선교는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의 경계로

서 옛사람들은 산사에 이르기 위해 이 다리를 

건너야 했다. 승선교는 가운데에 무지개 모양

의 홍예(虹霓)를 세우고 그 좌우에 석축을 쌓

아 올린 홍예다리로 계곡을 가로질러 산길을 

이어 준다. 

  홍예는 위로부터 받는 하중을 좌우의 아래

쪽으로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구조적 안정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동서양에서 널

리 활용되었다. 홍예를 세우는 과정은 홍예 모

양의 목조로 된 가설틀을 세우고, 그 위로 홍

예석을 쌓아 올려 홍예가 완전히 세워지면, 가

설틀을 해체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 홍예는 

장대석(張大石)의 단면을 사다리꼴로 잘 다듬

어, 바닥에서부터 상부 가운데를 향해 차곡차

곡 반원형으로 쌓아 올린다. 모나고 단단한 돌

들이 모여 반원형의 구조물로 탈바꿈함으로써 

부드러운 곡선미를 형성한다. 또한 홍예석들은 

서로를 단단하게 지지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접착 물질로 돌과 돌을 이어 붙이지 않았음에

도 견고하게 서 있다.

  승선교는 이러한 홍예와 더불어, 홍예 좌우

와 위쪽 일부에 주위의 막돌을 쌓아 올려 석

축을 세웠는데 이로써 승선교는 온전한 다리

의 형상을 갖게 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

의 일부가 된다. 층의 구분이 없이 무질서하게 

쌓인 듯 보이는 석축은 잘 다듬어진 홍예석과 

대비가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변화감 있는 조

화미를 이룬다. 한편 승선교의 홍예 천장에는 

용머리 모양의 장식 돌이 물길을 향해 돌출되

어 있다. 이런 장식은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물로부터 화를 입는 것을 용이 방지한다고 여

겨 만든 것이다.

(나)

  옥천교(玉川橋)는 창경궁(昌慶宮)의 궁궐 정

문과 정전 사이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금천(禁

川) 위에 놓여 있다. 이 다리는 지엄한 왕의 

공간과 궁궐 내의 일상적 공간을 구획하는 경

계였고 임금과 임금에게 허락받은 자들만이 건

널 수 있었다. 옥천교는 두 개의 홍예를 이어 

붙이고 홍예와 석축은 모두 미려하게 다듬은 

돌로 쌓았다. 또 다리 난간에는 갖가지 조각을 

장식해 전체적으로 장중한 화려함을 드러내었

다. 두 홍예 사이의 석축에는 금천 바깥의 사

악한 기운이 다리를 건너 안으로 침범하는 것

을 막기 위해 도깨비 형상을 조각했다.

① 승선교와 옥천교는 모두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공간 사이에 놓인 것으로 보아, 이질적인 

공간 간의 경계이겠군.

② 승선교는 산사로 이르기 위한 다리이고 옥천교

는 허락받은 자만이 건널 수 있는 다리라는 점

에서, 모두 권위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통로이

겠군.

③ 승선교와 옥천교는 모두 다듬은 돌만을 재료로 

사용하고 난간에 조각 장식을 더한 것으로 보아, 

장엄함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겠군.

④ 승선교는 계곡 사이를 이어 통행로를 만들고 

옥천교는 금천 위에 놓여 통행로를 만들었다

는 점에서, 모두 자연의 난관을 해소하기 위

한 것이겠군.

⑤ 승선교와 옥천교는 모두 재앙을 막기 위한 

장식을 덧붙인 것으로 보아, 세속을 구원하고

자 하는 종교적 의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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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영 역 (20 문항)

1.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25-year-old pilot became a new 

international hero tonight when he 

touched down in front of a crowd of 

100,000 people at Le Bourget airport, 

completing the first solo non-stop flight 

between New York and Paris. His 

departure was big news on both sides of 

the Atlantic as the Spirit of St Louis, 

overloaded with fuel, staggered drunkenly 

into the sky, after barely clearing the 

trees at the end of the runway. Alerted 

by radio and newspapers, large crowds 

gathered along the American coast to 

watch for the young captain’s aeroplane 

as it flew north. He reported seeing the 

lights of Paris at 10 o’clock tonight and 

touched down at Le Bourget at 10:24 to 

the roar of the crowd, who rushed 

forward to welcome the new hero, 

clearing two companies of French troops 

out of the way in the process. Lindbergh, 

born in Detroit and raised in Minnesota, is 

a quiet midwesterner, who appeared 

taken aback by the warmth of the 

reception. The race to be first across the 

Atlantic galvanized PPP(A)PPP interest so 

that the cause of aviation will also be 

boosted by this PPP(B)PPP flight.

   (A)    (B)

① particular …… reckless

② worldly …… long

③ public …… epic

④ civic …… skillful

⑤ individual …… defiant

2.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Never confuse grades and learning. Yes, 

it’s easy to make a superficial argument 

that you learned more in a course 

where you received an A than in a 

course where you received a C. But as 

you probably know, it’s not that simple. 

I had to take a science class and I 

wasn’t very good at science in high 

school. I thought I had hit the jackpot 

when I learned that a particular 

anthropology class counted for the 

science requirement. I knew I could 

handle anthropology. Well, within two 

weeks I was in over my head. It was 

fascinating and I was learning a lot, but 

it was all so foreign to me. For my 

final exam, I had to enter a room that 

contained nothing but old ─ and I mean 

old bones laid out on several tables. I 

had to identify whether they were 

animal or human, their gender, their 

age, and so forth. I have never worked 

so hard in my life. I got a B minus and 

it was the hardest grade I ever earned. 

I’m more proud of that grade than A’s I 

had in other courses. When employers 

ask me if I can handle new challenges, 

I tell them about the feeling I had when 

I walked into that room full of bones. 

They always laugh and tell me they 

admire my perseverance.

① 취업에 인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② 노력과 성적과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하여

③ 성적과 미래의 관련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④ 실패가 성공의 바탕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⑤ 가치 있는 경험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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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글에 드러난 ‘she’의 심경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She swam breaststroke and kept her 

head above the surface, not ready to go 

right under until she had felt safe. After 

a few strokes she stopped swimming 

and stretched out a foot for the bottom. 

There it was, but the water had 

deepened more quickly than she’d 

expected and was already up to her 

chest. The current had pushed her 

quickly down, with very little effort on 

her part. Instinctively she started to 

swim back against it. Now she felt the 

true force of the river, and it was 

strong, though not too much for her. 

The breaststroke kept her level with the 

bank, and with an effort she found she 

could make a little headway against it. 

She put her feet on the bottom again 

and peered down through the water. It 

was clear and she could see the bed 

easily as she kept her balance against 

the current. She relaxed at last: the 

water was friendly enough. There was 

nothing to fear here.

① concerned → desperate

② worried  → frightened

③ scared → humiliated

④ surprised → relieved

⑤ exhausted → comfortable

4.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How you feel about yourself as a person 

is called self-esteem. People with high 

self-esteem believe they are capable, 

strong and worthy of a good life, while 

those with low self-esteem feel 

inadequate and worthless. Low 

self-esteem often develops in childhood 

and continues throughout adulthood, 

causing severe emotional pain. 

PPP(A)PPP, it is important to develop a 

healthy, positive sense of self from an 

early age. Many people base their 

self-esteem on external factors such as 

how much money they earn, how much 

they weigh, and whether others like and 

appreciate them. If one of these external 

factors changes, their self-esteem can 

be greatly shaken. PPP(B)PPP, if your 

self-esteem is based on the fact that 

someone else loves you, then you risk 

feeling vulnerable and worthless if that 

person’s love ends. By the same token, 

building self-esteem is not an easy task 

if you have been hurt by others or have 

suffered years of personal, academic or 

professional failure. To build up your 

self-esteem you need to take an honest 

look at your strengths and weaknesses. 

Being at peace with yourself, with who 

you are and what you have to offer 

others, is a major part of having high 

self-esteem.

    (A)     (B)

① Therefore …… For example

② Similarly …… In addition

③ In other words …… Otherwise

④ In contrast …… Nevertheless

⑤ Consequently …… On the cont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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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It was two years now since Mackintosh 

had been appointed Walker’s assistant. 

Walker, who had been for a quarter of a 

century administrator of Talua, was a man 

known in person or by report through the 

length and breadth of the South Seas; and 

it was with lively curiosity that 

Mackintosh looked forward to his first 

meeting with ① him. For one reason or 

another he stayed a couple of weeks at 

Apia before he took up his post, and both 

at Chaplin’s hotel and at the English Club 

he heard innumerable stories about the 

administrator. He thought now with irony 

of ② his interest in them. Since then he 

had heard them a hundred times from 

Walker himself. Walker knew that he was a 

character and, proud of ③ his reputation, 

deliberately acted up to it. ④ He was 

jealous of his ‘legend’ and anxious that 

you should know the exact details of any 

of the celebrated stories that were told of 

⑤ him.

6.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Stop for a moment to think about your 

daily routines. What do you crave? It 

turns out that the faster life rushes 

forward, the more likely you are to      

 (A) confront / covet  comfort and the 

status quo. That is, you’ll want things to 

settle down and get back to normal. All 

of us are drawn toward predictable, 

autopilot ways of thinking, feeling, and 

behaving. In some limited ways, stability 

gives you a platform from which you 

can venture forth with resilience and 

curiosity into life’s uncertainties and 

newness. But familiar routines create 

another (B) dampening / impelling effect. 

Those routines can actually drain your 

energy and blunt your senses. Based on 

the research of a number of scientists, 

here’s one of the common dilemmas: if 

you get up each day and do the same 

kind of work, interact with the same 

people, eat the same kinds of food, it’s 

all but assured that you’re aging at a 

premature, accelerated rate. If, on the 

other hand, you continuously and 

actively thread your life with a mosaic 

of new experiences, your sensory 

energy is fully turned on and your brain 

continually changes and develops. People 

who experience life in this way are 

naturally smarter, younger, more      

(C) vigorous / weary , and more curious. 

As you grow older, you have the 

opportunity to actually grow younger 

inside. It’s a physiological change as well 

as a mental one. You’ll look, feel, and 

behave like a younger person.

(A) (B) (C)

① covet …… dampening …… vigorous

② confront …… impelling …… weary

③ covet …… impelling …… vigorous

④ confront …… dampening …… weary

⑤ covet …… dampening …… weary



2018학년도 수시 학업능력고사 문제지(오전형)

                                                                                           

 - 17 -

7.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Of all the arguments that can persuade us 

that beasts do not have thought, the 

chief, in my view, ① is as follows: 

Granted that in a single species some are 

more perfect than others, no differently 

than among men ─ as can be seen in 

horses and dogs, some of whom learn 

much more quickly than others ② that 

they are taught. Granted also that they all 

easily communicate to us by voice or 

other bodily movements their natural 

impulses, like anger, fear, hunger, and the 

like. Nevertheless, it has never been 

observed that any brute beast arrived at 

③ such perfection that it could use true 

speech, that is, that it indicated by words 

or signs ④ something that can be 

attributed to thought alone, and not  to a 

natural impulse. For speech is the only 

certain sign of thought concealed in the 

body, and all men make use of it, but not 

any brute. Therefore, ⑤ this can be taken 

to be the true differentia between man 

and brutes.

8.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many situations, we will find it 

difficult to put ourselves in another 

person’s shoes. We may not have time, 

we may be troubled by pressures that 

require our attention, or we may have 

such strong views that we cannot break 

outside ourselves. If so, it may be 

useful to ask the help of a third party.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for 

instance, businesses that have an 

ongoing working relationship often end 

up in a lawsuit. In such situations, 

settling a dispute quickly and fairly may 

be far more important than the precise 

terms of any settlement. Mediation can 

help each company PPPPPP. Similarly, 

in family relations, a therapist can often 

help family members break out of a 

destructive pattern of interaction by 

helping them figure out how the world 

looks through the eyes of the other.

① consider the dispute between two 

companies meaningless

② make a good relationship with the 

other company

③ notice the other company’s demands 

in advance

④ look into the other company’s 

weaknesses

⑤ better understand the perceptions of 

the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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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Until half a century ago physicists could 

be confident that their work only helped 

to describe the beautiful balance of 

material creation, and if it had any 

practical applications at all, they were 

bound to be beneficial to humankind. Niels 

Bohr, one of the greatest and most 

humanitarian among them, insisted until 

the early 1940s that the experiments with 

nuclear fission he was conducting in his 

Copenhagen laboratory could never be 

used as the basis for weapons. Of course, 

after 1945 no physicist could ever again 

feel complacent about the possible 

misuses of his work. Perhaps this is one 

explanation for the subsequent migration 

of brilliant young scientists away from 

physics and into molecular biology, which 

likewise promised only benefits to 

humankind. But as genetic engineering 

comes of age, bringing with it the 

possibility of various forms of eugenics, 

even this choice appears to have its 

dangers. Areas that scientists have 

previously thought to be advantageous 

to humans have turned out to be 

harmful.

① 유전공학의 발전은 많은 우생학적 가능성을 

가져온다.

② 연구의 실제 적용은 인류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

③ 이로운 목적의 과학 연구가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④ 물리학 연구는 생성된 물질의 균형미를 

설명해 준다.

⑤ 핵분열 연구는 결국 위험한 핵무기 생산

을 야기한다.

10.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Processes that systematize product 

development and launch, including the 

need for accurate knowledge about 

customers and market, are all to the 

good, of course. What such processes 

cannot do, however, is eliminate the 

human beings involved and their 

passions. People fall in love with their 

own products and services, or with the 

underlying technologies, all the time. 

When they do, their passion forms the 

lens through which the customer is 

seen, creating a distorting filter between 

a company and its customers. That’s 

why corporate narcissism persists. And 

that’s also why rigorous consideration 

and reconsideration of customer needs 

is critical to any process for developing 

and launching new or improved products 

and services. And if such effort seems 

unwarranted, just remember, while it 

takes investment to break out of the 

trance created by admiration for one’s 

own products or technologies, Narcissus 

died for the love of his own reflection. 

No matter how painful, it’s worth 

double-checking that your customers 

behold the same beauty in your new 

product or service that you do.

① importance of making an objective 

appraisal of one’s own products

② danger of deceiving customers into 

purchasing defective products

③ need for an effective strategy for 

promoting business on line

④ difficulty in systematizing production 

and marketing processes

⑤ reason for discerning the latest 

trends of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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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People are frequently unable to define 

their own goals and rules of operation ─

they can conscientiously follow what 

they are told to do, but are wary of 

improvising or changing strategies when 

they reach an impasse. In many 

endeavors such lack of initiative can 

only lead to disaster. Mountaineers 

prepare their routes obsessively, and it 

is not unusual for a climbing team to 

spend days at the base of an intended 

climb, checking the rock face through 

telescopes, and planning each of the 

hundreds of moves they will make after 

they start. Such advance work will 

usually ensure a successful climb. Quite 

often, however, once the team is on its 

way the route will look quite different 

than it did from base camp. The rock 

could be looser than expected, more 

covered with ice, or more overhanging. 

Unless the team is willing to shift to an 

alternative route, should the 

circumstances demand it, they might pay 

for it dearly.

① 등반 시 상황이 사전 조사와 다를 때 더 

주의해야 한다.

② 변화된 상황에서는 대안을 찾기보다 정해진 

규칙대로 행동해야 한다.

③ 성공적인 등반을 위해 사전 작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④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시대로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⑤ 예상과 다른 상황에서는 결단력 있게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12.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The repeat customers tend to be 

pleased with the value they receive, 

and their satisfaction is a source of 

pride and energy for employees.  

As customers get more awareness about 

a business firm, they learn themselves 

to behave in an efficient manner. (P①P) 

They don’t waste time requesting 

services that the company does not 

provide. (P②P) The familiarity with the 

company’s products makes them less 

dependent on its employees for 

information and advice. (P③P) In most 

industries, the cost benefits of loyalty 

spiral directly from the way the 

long-term customers and the long-term 

employees interact and learn from one 

another. (P④P) The motivated 

employees stay with the company longer 

and get to know their customers better, 

which leads to better service, builds 

greater customer satisfaction, and further 

improves the relationship and the 

company’s results. (P⑤P) This human 

factor, the personal loyalty, is a 

powerful element in customer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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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The University of the Third Age takes 

its name from the Université du 

Troisième Age launched in Toulouse in 

1972. Professor Francisque Costa was 

one of the founders. He says they were 

moved partly by their awareness of the 

growing number of elderly people who 

were bored and lonely and partly by the 

fact that a law was passed requiring 

educational institutions to do something 

about it. ① One fifth of our population 

were in their sixties or older and many 

of them were desperate for something 

more intellectually stimulating than a 

game of bingo and a singsong. ② This 

was no mere act of charity. ③ The 

French government was convinced by 

the research which said that as soon as 

people have no stimulation, stop 

working, and stop being interested in life 

around them, they decline physically. ④

If you stimulate the brain you are 

physically fitter. ⑤ The economic 

consequences were clear: it was in the 

government’s interest to promote the 

educational and cultural stimulation of 

elderly people because that would cost 

less than the health care that would 

otherwise be needed. Universities of the 

Third Age sprang up all over France and 

most other European countries soon 

followed suit. Professor Costa is 

delighted with the results. “It has been 

proved that elderly people can progress

─ they can do research and they can 

learn languages. Even if you decline in 

some ways, in others you can grow ─

you can be more creative in old age 

than in your younger days.

14.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Comic Relief is a charity that was 

founded in 1985. It has been raising 

money for over twenty years to fund 

projects that help poor and vulnerable 

people both in the UK and across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A) To date, Comic Relief’s Red Nose 

Day campaign has raised over half a 

billion pounds, has sold nearly 60 

million red noses, has produced 

fourteen singles (including eleven 

number ones) and has transmitted 

more than 190 hours of television.

(B) One of the ways Comic Relief raises 

money is through its Red Nose Day 

fundraising campaign, which is held 

in the spring every other year.

(C) Red Nose Day involves fundraising 

events all around the UK including, 

as the name suggests, the wearing 

of Red Noses. Ordinary people all 

over the country participate, often 

doing unusual, silly things to attract 

attention to the cause and raise 

money. In the evening, the BBC 

hosts  a seven-hour telethon which 

features celebrities in comedy 

sketches as well as powerful films 

about the projects Comic Relief 

supports in the UK and around the 

world.

① (A) - (B) - (C)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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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d’s study implies that unlike the 

propensity of Western culture to define 

gender roles as PPP(A)PPP  traits, they 

may be more influenced by PPP(B)PPP.

(A) (B)

① organized …… political privilege

② constructed …… social learning

③ inherited …… individual decision

④ categorized …… biological difference

⑤ determined …… mutual understanding

15.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Western culture, playing the 

masculine role has traditionally required 

traits such as independence, 

assertiveness, and dominance. Females 

are expected to be more nurturing and 

sensitive to other people. Are these 

masculine and feminine roles universal? 

Could biological differences between 

the sexes lead inevitably to sex 

differences in behavior? In 1935, 

anthropologist Margaret Mead compared 

the gender roles adopted by people in 

three tribal societies on the island of 

New Guinea, and her observations are 

certainly thought-provoking. In the 

Arapesh tribe, both men and women 

were taught to play what we would 

regard as a feminine role: They were 

cooperative, non-aggressive, and 

sensitive to the needs of others. Both 

men and women of the Mundugumor 

tribe were brought up to be aggressive 

and emotionally unresponsive to other 

people ─ a masculine pattern of 

behavior by Western standards. Finally, 

the Tchambuli tribe displayed a pattern 

of gender-role development that was 

the direct opposite of the Western 

pattern: Males were passive, 

emotionally dependent, and socially 

sensitive, whereas females were 

dominant, independent, and asser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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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When she was five, my daughter went 

through several months of being 

fascinated by a scary cartoon movie, a 

somewhat dark comedy about poultry 

trying to escape a farm where they are 

doomed to be slaughtered. Some of the 

scary scenes arouse outright fear and 

terror in a five-year-old. Yet my 

daughter insisted on seeing that movie 

over and over, week after week. She 

freely admitted she found the movie 

“really scary.” Why should a movie so 

scary exert such a pull on her? The 

answer may lie in her neural learning as 

she repeatedly watched those 

frightening scenes, a delicious mix of 

still being a bit frightened yet knowing 

it would end up all right.

 Some of the most convincing 

neuroscience data for PPPPPP comes 

from studies of squirrel monkeys. When 

they were but 17 weeks old, the 

monkeys were taken from their cozy 

cage once a week for 10 weeks. They 

were put for an hour in another cage 

with adult monkeys they did not know

─ terrifying for squirrel monkeys 

youngsters. Then, when they had just 

been weaned, the same monkeys were 

placed with their mothers in a strange 

cage. Those monkeys who had earlier 

been exposed to the stressful cages 

proved far braver and more curious 

than others their age who had never 

left their mothers’ side. They explored 

the new cages freely and treated 

themselves to the snacks there. The 

regular visits to a scary place acted as 

a vaccination against stress. In humans 

as well as monkeys, neuroscientists 

conclude, if youngsters are exposed to 

stress they learn to handle, this mastery 

becomes imprinted in their neural 

circuitry, leaving them resilient when 

facing stress later.      * wean 젖을 떼다

16.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Importance of Education : Making 

Children More Mature

② Positive Effects of Scary Movies on 

Children

③ A Study on Ways Monkeys Endure 

Fears

④ Dangers of Stress : A Reason to 

Become More Anxious

⑤ Fear Acquisition : Reducing the Stress 

of Being Frightened

17.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the benefits of getting just scared 

enough

② the effects of getting used to social 

order

③ the advantages of getting independent 

of parents

④ the danger of frequently getting 

stressed out

⑤ the degree of getting mature as one 

grows 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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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The Lazy B Ranch is comprised of 

260 square miles of scrub brush on 

the New Mexico and Arizona border 

and has been in the Day family since 

1881. When Harry and Ada Mae Day 

were ready to have (a) their first 

child, they traveled 200 miles to El 

Paso for delivery, and Ada Mae 

brought her baby, Sandra, home to a 

difficult life. The four-room shabby 

house had no running water and no 

electricity.

(B)

When Sandra was four, her mother 

started her on the Calvert method of 

home instruction and later saw that 

(b) she went to the best boarding 

schools possible. Sandra says that 

one summer her parents put her in 

the car and they drove to all the 

state capitols west of the Mississippi. 

“We climbed to the dome of every 

building until finally we had to come 

home,” she said. 

(C)

She did go to Stanford, then on to 

law school, and eventually on to 

become the first woman Supreme 

Court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On 

the day of  (c) her swearing in, the 

Day family was there, of course. 

Sandra put on her robe, then walked 

to her seat among the justices. She 

looked around, saw the family, and 

locked her eyes right onto her family. 

That’s when the tears started falling. 

What causes a woman like Sandra 

Day O’Connor to go so far? 

Intelligence, of course. And lots of 

inner drive. But much of the credit 

goes to a determined little ranch 

woman sitting in (d) her shabby house 

at night, reading to her children hour 

after hour, and to parents climbing 

the stairways of capitol domes, with 

their children in tow.

(D)

There was no school within driving 

distance. One would have thought 

that with such limited resources, 

Sandra’s intellectual future was slim. 

But Harry and Ada Mae were 

dreamers who did not allow 

themselves to be limited by their 

surroundings. Harry had been forced 

by his father’s death to take over the 

ranch rather then enter Stanford 

University, but he never gave up 

hope that (e) his daughter would 

someday study there. And Ada Mae 

continued to subscribe to 

metropolitan newspapers and to 

magazines such as Vogue and The 

New Yorker.

18.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B) - (C) - (D)

② (C) - (B) - (D)

③ (C) - (D) - (B)

④ (D) - (C) - (B)

⑤ (D) - (B)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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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밑줄 친 (a)~(e)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20.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Harry Day는 목장을 물려받는 바람에 

대학을 포기했다.

② Sandra의 성공은 부모의 도움보다 자신

의 노력 덕분이다.

③ Ada Mae는 집에서 네 살 된 딸의 교육

을 시작했다. 

④ Day 가족은 전기와 수도가 없는 초라한 

집에서 살았다.

⑤ Sandra는 미국에서 최초의 여성 대법관

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