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모의적성고사 문제지

            수험번호 :                       

            성    명 :                       

을 지 대 학 교



- 2 -



- 1 -

국 어 

1. 다음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점)

 

① 칸트와 헤겔은 건축을 예술의 범주에 포함 

시켰다. 

② 헤겔은 건축을 낭만적 단계의 예술로 평가 

하였다.

③ 건물의 기능과 용도는 칸트의 ‘합목적성’과 

일치한다.

④ 헤겔은 정신과 물질을 기준으로 예술을 5단

계로 나누었다. 

 
건축은 그것이 지닌 기능과 목적으로 인해 

‘순수 예술’과 대비되는 ‘응용 예술’로 불

려 왔다. 근대 건축 미학의 대부분의 시기에도 

건축미가 기능이나 목적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

이 있는가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건축

의 예술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근대 미학의 범주 내에서 ‘미의 순수성’에 

대한 엄밀한 규정은 칸트의 견해를 따르는 경

우가 많다. 칸트에게 ‘미’라는 것은 불순한 

것을 배제하고 순수미를 추출하는 것을 의미하

는데, 특히 ‘목적 없는 합목적성’은 근대 미

학에서 미의 지표가 되었다. 칸트에 따르면, 

미가 목적을 가지는 한 그러한 미는 관심 혹은 

개념을 가진 것이 되어 그로부터 행해지는 미

적 판단은 순수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 의미

에서 칸트가 언급한 ‘합목적성’이란 특정한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상상력과 지성이 자유롭

게 나타나고, 이것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을 

의미한다. 

칸트는 ‘독립적인 미’를 참된 예술적 판단

의 대상이라고 정리했다. 가령 꽃이나 새, 조

개껍데기와 같은 자연물의 문양, 가사나 주제

가 없는 음악 등이 이러한 미에 해당한다. 그

러나 용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지거

나 음미되는 아름다움은 ‘의존적 미’라고 보

았다. 의존적 미는 특정한 목적에 따르는 부수

적인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이를 음미하는 배경

은 순수할 수 없으며, 이런 관점에서 건물은 

독립적인 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목적 없는 합목적성’이라는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건물은 목적, 즉 용도에 함몰되어 

있는 대표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칸트는 기존

의 예술 분류에 따라 건축을 예술에 포함시키

기는 했으나 가구 제조와 같은 수준으로 보았

던 것이다. 

한편 헤겔은 예술이 시, 음악, 회화, 조각, 

건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순서를 바로 예술의 위계라고 여겼다. 

헤겔에게 중요한 가치의 잣대는 정신이냐 물질

이냐 하는 것이었다. 헤겔은 시, 음악, 회화를 

가장 높은 단계의 예술인 낭만적 단계의 예술

로 보았다. 특히 시는 소리를 조직하여 단어와 

음성을 만든 후 이를 투사하는 예술로서, 정신

이 물질을 압도한 가장 높은 단계의 예술로 평

가했다. 또 조각은 정신이 물질을 통해 감각적

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고전적 예술

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건축은 정신이 물질에 

비해 덜 발달된 상태에서 무질서한 물질의 세

계인 자연을 조작해야 하므로, 가장 낮은 단계

인 상징적 단계의 예술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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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6점)

  

① 인장시킬 때의 변형정도는 콘크리트가 고무

보다 푸아송 수가 더 크다.

② 코르크는 직경의 변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와인병의 병마개로 쓰인다.

③ 재료마다 고유한 값을 가진 영률의 크기     

와  변형의 정도는 정비례한다.

④ 물체의 탄성 한계 내에서는 영구적 변형     

이 생기지 않는다.

 
모든 물체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힘을 

받으면 모양이나 크기가 변하게 된다. 그런데 

고무줄을 양쪽에서 잡고 당기면 모양과 크기

가 변하지만 그 힘을 없애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복원되는 성질을 탄성이

라고 한다. 물체에 힘을 너무 크게 주면 물체

가 탄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변

형되고, 결국 탄성이 없어져 나중에 힘을 제

거해도 복원되지 않는 영구적인 변형이 생기

게 된다. 또한 탄성 한계를 넘어서서 계속 물

체를 변형시켜 나가면 물체가 끊어지는 파열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탄성 한계 내

에서도 변형과 되돌아옴을 수많은 횟수로 반

복하면 영구적인 변형이 어느 정도 생기면서 

물체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 

탄성 한계 내에서 가해 준 힘이 같아도 변

형 정도는 물체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때 가

해 준 힘은 변형된 정도와 비례 상수의 곱으

로 표시할 수 있다. 이 비례 상수를 영률이라 

부른다. 영률은 재료마다 고유의 값을 가지며 

재료가 인장력이나 압축력을 받을 때 그 힘에 

견디는 능력을 수치화한 값이다. 따라서 영률

이 큰 재료일수록 같은 힘을 주었을 때 변형

이 작다. 

탄성 한계 내에서는 재료에 따라 영률도 다

르지만 변형에 따른 물체 폭의 변화도 다르

다. 원기둥 모양의 고무지우개를 생각해 보

자. 지우개의 양 끝을 잡고 당기면 지우개의 

길이가 늘어남에 따라 원기둥의 직경이 줄어

들게 되며, 이와 반대로 원기둥을 세워 놓고 

위에서 눌러 주면 원기둥의 직경이 늘어남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재

료를 인장하면 그에 수직한 방향으로는 수축

하고, 반대로 재료를 압축하면 그에 수직한 

방향으로는 신장된다. 

즉 하중 인가 방향으로의 종 변형과 하중 

인가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의 횡 변형은 서

로 반대이고, 이때 종 변형에 대한 횡 변형의 

비에 음(-)의 값을 붙인 것을 푸아송비

(Poisson’s ratio)라 지칭하며 일반적인 재

료의 경우 그 값은 양(+)의 값을 갖는다. 푸

아송비의 역수로 정의되는 푸아송 수 역시 양

(+)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푸아송비가 클수

록 힘을 주는 방향으로의 변형에 대해서 그에 

수직인 방향으로의 크기 변화가 더 민감하게 

생기는 물질이라 할 수 있다. 구리는 0.37, 

고무 재질의 재료는 0.48∼0.5, 콘크리트는 

0.1∼0.2 정도의 값을 갖는다. 푸아송비가 0

인 물질도 있는데 와인병의 마개로 쓰이는 코

르크가 대표적이다. 와인병의 마개는 작은 힘

으로 깊숙이 병 입구를 막아 와인의 변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고무 재질보다는 코

르크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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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건의문의 필자가 사용한 전략으로 가  

    장 적절한 것은? (5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에서 이장을 하고 

있는 홍길동입니다. 우리 도의 발전과 우리 지

역을 위해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는 도지사님

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지역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애로점을 파악하시고 

지난해 공중 보건소를 추가로 설립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겪고 있는 한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은 노령 인구의 비율이 높아서 119 

구급대가 출동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산

지에 있기 때문에 집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고,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환자를 도시에 있는 

큰 병원까지 이송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

다. 설상가상이라고 우리 지역에는 119 구급대

가 없기 때문에 △△군에 있는 구급대에서 출

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119에 신

고를 하면 평균 출동 시간이 40분이 넘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 동네의 어르신께서 들에서 일

하다가 쓰러지셨는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

셔서 유명을 달리하신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

다.

  이렇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소중한 목숨

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도 119 구급대를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① 통념에 대한 비판을 통해 예상 독자의 공감

을 유도한다.    

② 지역의 특성을 제시하여 건의 내용의 필요성

을 보여 준다.

③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 건의 내용의 설득

력을 높인다.     

④ 예상 독자가 실행할 수 있는 차선책을 제시

하여 건의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

4. 다음 연설문의 밑줄 친 부분 중 의사소통의 

표현 요소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5점)

① ㉠        ② ㉡        ③ ㉢        ④ ㉣

 
  여러분, 반갑습니다. 학생회장 후보 ○○○입

니다. (㉠박수를 보내는 청중의 모습을 확인하

고)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보 등

록 후 지난 3일 동안의 짧은 선거 운동 기간에 

많은 학우들을 만나지 못해서 이 자리에 서면 여

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걱정했었습니다. 그

런데 이렇게 큰 박수 소리를 듣게 되니 정말 가

슴이 벅찹니다. 영화제에서 주연상을 받는다면 

아마 이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가볍게 미

소를 지으며) 하지만 저는 주연상보다는 음향상

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저의 장래 희망이 세계

적으로 인정받는 음향 감독이 되는 것이기 때문

입니다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이 자리에서 제 꿈

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

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굳이 

제 꿈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학생회장의 역할이 주인공보다는 음향감독과 비

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신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생각나시지요? 그러면 그들의 

소리를 담아낸 음향 감독이 누구였는지 떠오르십

니까? (청중을 둘러보며) 저는 학생회장이 자신

의 소리를 내고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인 여러분의 소리를 잘 담아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박또박 힘

을 주어 크게 말하며) 제가 학생회장이 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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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친 

㉠, ㉡, ㉢에 해당하는 예로만 올바르게 짝

지어진 것은? (5점)

음운 변동은 음운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기준

으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 먼저 ㉠한 음운이 

수적인 변화 없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이 있다. 그리고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과 ㉢없던 음운이 덧붙는 첨가 현상이 있

다. 또한 두 음운이 합쳐져 제3의 음운으로 바

뀌는 현상인 축약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6. 다음의 (가)를 참고하여 (나)의 ㉠~㉣을 탐

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점) 

(가)

문장 안에서 문장을 구성하면서 일정한 문법적

인 기능을 하는 각 부분을 문장 성분이라고 하

는데, 문장 성분은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

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주성분은 문장을 이루

는 데 골격이 되는 필수 성분으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있다. 부속 성분은 주로 주성분

을 꾸며주는 성분이며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다. 

독립 성분은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성분으로 독립어가 있다.

(나)

  ㉠ 그는 군인이 되었다.

  ㉡ 강아지만 집에 돌아왔다.

  ㉢ 라면이 매워서 나는 먹을 수 없었다.

  ㉣ 신이시여, 수능 만점을 받게 해 주소서.

  

 ① ㉠ : ‘군인이’는 주성분인 주어이다.

 ② ㉡ : ‘강아지만’은 주성분인 목적어이다.

 ③ ㉢ : ‘매워서’는 부속 성분인 관형어이다.

 ④ ㉣ : ‘신이시여’는 독립 성분인 독립어이다.

7. 다음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점)

용언을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를 불규칙 활용이라 하고, 이러한 

용언을 불규칙 용언이라고 한다. 불규칙 용언에

는 어간이 바뀌는 것, 어미가 바뀌는 것,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것이 있다. 

  ㉠ 올해 유난히 단풍잎이 노래.

  ㉡ 순식간에 고향집에 이르렀다.

  ㉢ 오늘은 직접 밥을 지어 먹자.

  ㉣ 가게 문을 닫기에는 시간이 일러.

  ㉤ 가을 하늘은 언제나 푸르러서 좋아. 

 ① ㉠, ㉡                   ② ㉡, ㉢   

 ③ ㉢, ㉣                   ④ ㉣, ㉤

㉠ ㉡ ㉢
① 꽃 바느질 같이
② 국민 굳이 입학
③ 국밥 쌓이다 한여름
④ 솜이불 값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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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청산(靑山)은 내 이오 녹수(綠水)님의 정(情)이 

  녹수 흘너간들 청산이야 변(變)손가 

  녹수도 청산을 못 니져 우러 예어 가고

- 황진이

(나) 

  청산(靑山)아 웃지 마라 백운(白雲)아 조롱(嘲弄)마라 

  백발(白髮) 홍진(紅塵)*에 내 즐겨 니더냐 

  성은(聖恩)이 지중(至重)시니 갑고 가려 노라 

- 정구

(다) 

  불 아니 일지라도 졀노 익 솥과

  여물죽 아니 먹어도 크고 져 한 걷는 말과       

  질 잘 여기첩(女妓妾)과 술  주전자     

  와 양* 절로 낫 검은 암소 두고 

  평생에 이 다섯 가져시면 부를 것이 이시랴 

- 작자 미상

* 홍진 : 번거롭고.

* 양 : 소의 위(胃)를 고기로 이르는 말.

8. 윗글의 (가)~(다)의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6점)

① (가)는 (나)와 달리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배신감을 표현하고 있다.  

② (나), (다)는 (가)와 달리, 의인법을 통해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가), (나), (다)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   

자의 정서를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다.

④ (가), (나), (다)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   

하여,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9. 윗글의 (가)~(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7점)

 ① (가)의 ‘청산’은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수단이고, (나)의 ‘청산’은 화자가 지향하   

는 대상이다. 

 ② (나)의 ‘내 즐겨 니더냐’에서는 ‘홍진’이   

라는 현재의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는 화   

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③ (나)의 ‘갑고 가려 노라’를 통해 ‘성은’   

이 화자에게는 부정적 대상임을 알 수 있 

다. 

 ④ (다)에서는 (나)와 달리 ‘솥’, ‘말’, ‘여기    

첩’ 등을 통해 세속적 가치에 대한 욕망   

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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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7점)

① 서술자가 사건에 개입하여 논평하고 있다.

②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③ 상황을 자세하게 열거하여 흥미롭게 확장한 

장면이 있다. 

④ 인물의 외양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사또 분부하되, / “양 옹을 각기 잘 살펴보

아라.” 

하고, 육방 하인이며 내빈 행객 모두 살피되 전

혀 알 수 없는지라. 형방이 아뢰되, 

  “두 백성의 호적을 상고하여지이다.” 

  허허 그 말을 옳다 하고 호적색을 불러 양 옹

의 호적을 강(講) 받을 제 실옹가 나앉으며 아

뢰되, 

  “민의 애비 이름은 옹송이옵고 조는 만송이

로소이다.” 

  사또 왈, / “그놈 호적은 옹송만송하다. 알 

수 없으니 저 백성 아뢰어라.” 

  허옹가 아뢰되, 

  “자아골 김동네 좌정 시에 민의 애비가 좌수

를 거행하올 때에 백성을 애휼한 공으로 하여금 

연호잡역을 삭감하였기로 경내 유명하오니, 옹

돌면 제일호 유학에 옹고집이라. 고집의 연이 

삼십칠이요, 부 학생에 옹송이오니 절충장군하

옵고, 조는 상이오나 오위장하옵고, 고조는 맹

송이요, 본은 해주오며, 처는 최씨요, 본은 진

주요, 솔자의 골이오니, 연이 십구 무인생이요 

천비 소생이 돌쇠오니, 또 민의 세간을 아뢰리

다. 곡식 두태 합하여 이천백 석이요, 마구에 

기마가 여섯 필이요, 암돌 숫돌 합 이십 수요, 

암탉 장닭 합 육십 수요 기명 등 안성 방자 유

기 열 벌이요, 앞닫이 반닫이며 이층장 화류문

갑 용장 봉장 가께수리 산수 병풍 연화병 다 있

사옵고, 모란 그린 병풍 한 벌은 민의 자식 신

혼 시에 매화 그린 폭이 뀌어져 고치려 하고 다

락에 따로 얹어 두었사오니 글로도 아옵시고, 

(중략) 진 신 마른 신이 석 죽이요, 쌍코줄 변

자 여섯 켤레온 중 한 켤레는 이달 초사흘 밤에 

쥐가 코를 새겨 신지 못하와 안벽장에 넣었으

니, 일로도 염문하와 하나도 틀리거든 장하에 

죽사와도 변백무로오니, 저놈이 민의 세간 이렇

듯이 유여함을 듣고 욕심을 내어 송정을 요란케 

하오니, 저렇듯 무도한 놈을 처치하여 후인을 

경계하옵소서.” 

  사또 듣기를 다하매 왈, / “그 손이 참 옹 

좌수라. 술 권하여라.” 

하고, 당상에 올려 앉히고 기생을 부르니 일색 

기생 술을 들고 권주가 화담하되, 

  “잡수시오 잡수시오, 이 술 한 잔 잡수시오. 

이 술 한 잔 잡수시면 천만년이나 살으시리라. 

이 술은 술이 아니라 한 무제 승로반에 이슬 받

은 것이오니 쓰나 다나 잡수시오.” 

  옹 좌수 흥을 내어 술잔을 받아 들고 하는 말이, 

  “하마터면 아깐 세간을 저놈에게 빼앗기고 

이런 일등 미색의 이렇듯 맛난 술을 못 먹을 뻔

하였다. 그러나 성주 덕택에 흑백을 가려 주옵

시니 은혜 ㉠(        )이로소이다. 한 차례 민

의 집에 나오시오. 막걸리 한잔 대접하오리

다.” 

  “그는 염려 말게. 처치하여 줌세.” 

  실옹가를 불러 분부하되, 

  “네가 흉측한 놈으로 음흉한 뜻을 두고 남의 

세간 탈취하려 하니, 네 죄상은 마땅히 의율 정

배할 것이로되 고의 안세하니 바삐 어서 물리치

라.” 

  대곤 삼십 도를 맹치하여 엄문 죄목 하되, 

  “인제도 옹가라 하겠느냐.” 

  실옹이 생각하되 만일 옹가라 하다가는 곤장 

밑에 죽을 듯하니, 

  “예, 옹가 아니오. 처분대로 하옵소서.”

 

- 작자 미상, 「옹고집전(壅固執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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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윗글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은? (6점)

① 괄목상대(刮目相對)

② 결자해지(結者解之)

③ 자가당착(自家撞着)

④ 백골난망(白骨難忘)

[12-13]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2.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은? (7점)

① 역설적 표현으로 주제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② 계절의 흐름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③ 유사한 통사 구조를 활용하여 운율감을 형성

하고 있다.

④ 의문형 진술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13. 다음 중 절대적 존재가 현실에서도 실재함

을 드러내는 시어로만 짝지어진 것은? (6점)

① 장마-푸른 이끼

② 서풍-푸른 하늘

③ 돌부리-검은 구름

④ 오동잎-작은 시내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

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

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

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

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

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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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6점)

① 서술자의 직접제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어휘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③ 공간을 이동하면서 거기서 일어난 사건들   

을 순서 없이 서술하고 있다.

④ 이야기 속 인물을 서술자로 내세워 인물    

의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꼭 같은 알몸으로 보통이 한 개씩을 등에 걸

머진 채 인천에 내려서 헤어진지 일 년, 친구의 

살림은 벌써 틀이 잡혔다. 가구의 준비까지도 

완비가 된 듯 장롱이니 의걸이니 놓아야 할 건 

제대로 다 들여놓았는데 놀랐다.

“팔백 원 참 싸구나! 이건.”

들고 온 잠바를 친구는 다다미 위에 내던진

다.

“거긴 하루 한 때만 들러두 밥벌인 되거든. 

일자린 없것다, 쌀값은 비싸것다, 그대로 댕그

라니들 앉아서 배겨날 장사가 있나. 전재민*이 

가지구 나오는 물건이 여간 많은게 아니야. ㉠

능지에서 자라난 풀대 모양으로 희멀쑥한 얼굴

이 물건을 제대루 내놓지두 못허구 옆에다 끼구

선 비실비실 주변으로만 도는 걸 붙들기만 하면 

그건 그저 얻는 폭이지. 잠바도 만주 건가 봐. 

가죽이니 좀 좋아? 작자가 어리숭해 가지구 그

래두 첫마디엔 안 놓아 주구 제법 쫓아오던데? 

글쎄 외투루부터 저구리, 바지 차례루 다들 팔

아 자시군 쪽 발가벗고들 눈이 멀뚱멀뚱하여 누

워서 천정에 파리똥만 세구 있는 사람두 있대

나? 하하……. 자네도 이런데 눈뜨지 않으면 파

리똥 세게 되네. 괜히…….”

㉡“파리똥두 집이 있어야 헤지, 난 별만 헤네.”

농으로 받기는 하였으나 친구의 상식과는 대

재비가 되지 않는다. 기가 막히는 소리뿐이다.

“난 가겠네.”

“아, 이 사람아! 같이 나가! 내 정말 한 놈 

내쫓구 집 들게 해 준달밖에.”

“우리 단 두 식구 살 집 그리 커선 뭘 허나. 

난 방이나 한 칸 얻을까 봐.”

“방두 못 얻으면 이북으로 가지.”

“저런! 이북선 누가 거저 집 주나? 다 저 헐 

나름이라구. 여기서 못살면 거기 가두 못살

아.”

[중략 부분의 줄거리] 친구와 헤어진 ‘그’는 

살 집을 구하지 못하고 어머니와 함께 고향인 북

으로 가기 위해 서울역으로 간다. 그곳에서 

‘그’와 어머니는 고향 사람을 만난다.

“이북으루요? 아이구, 갈렴 마르우. 잘사는 

사람은 잘 살아두 못사는 사람은 거기 가두 못

살아요. ㉢돈 있는 사람 덴답과 집들을 다 뗐음 

멀 허갔소. 없던 사람들이 당사*들을 해서 그만

침은 또 다 잡아 놨는데……. 우리두 그런 당살 

했음 돈 잡았디요. 우리 옥순이 아바진 그런 당

사엔 눈두 안뜨고 피익픽 웃기만 허디요. ㉣그

르니 살기는 어려워만 가구 좀 허문 그르케 힘

든 국껑(국경)을 넘어오갔소?”

“아이구 우리 아와 신통히두 같구나. 만주서 

같이 나온 사람들은 야미* 당사들을 해서 돈 모

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아가 그런 건 피익픽 

웃디 밥을 굶으맨서두. 거기두 고롬 그르쿠나 

거저. 살기가 같을 바에야 멀 허레 그 끔즉헌 

국껑을 넘어가간.”

- 계용묵, 「별을 헨다」

* 전재민 : 전쟁으로 재난을 입은 사람. 여기서는 만주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의미함.

* 당사 :‘장사’의 방언.

* 야미 : 뒷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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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

지 않은 것은? (7점)

① ㉠: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는 

비정한 세태를 드러내고 있다.

② ㉡: 집이 없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친구에

게 농담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③ ㉢: 북한의 사회주의 개혁 또한 빈부격차를 

줄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④ ㉣: 남한으로 넘어온 자신의 현재 행동을 후

회하는 인물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16. 다음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6점)

① 과도한 규제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해서는 포지티브 규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② 포지티브 규제 대신 네거티브 규제가 광   

범위하게 적용되면 공익이 훼손되고, 개   

인의 경제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③ 아무리 포지티브 규제라고 할지라도 법령   

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의 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  

④ 네거티브 규제 속에서는 금지 사항 이외    

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포지티브   

규제 속에서는 허용된다고 규정된 행위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는 개인 및 법인 등의 활동에 

대해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입하

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가의 규제 방식은 규제를 

통해 특정한 활동 및 행위만을 허용 또는 금지하

는지의 여부에 따라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

제로 나눌 수 있다. 

   포지티브 규제란 허용되는 영역 및 요건만을 

규정하고, 그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행위를 금지하

는 규제 방식으로 ‘원칙 금지-예외 허용 방식’

이라고도 한다. 포지티브 규제의 경우에는 허용하

는 내용이 법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규

제 당국에 의해 일단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민간 부문의 경제적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가 이루어지는 등 상당

한 부분에 있어서 과잉 규제 내지 불필요한 규제

가 이루어져 자율성 침해, 경제 활동 위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대두되었다. 

  이와 달리 네거티브 규제란 특정한 활동 및 행

위만을 금지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롭

게 행위 또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방식으로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이라고도 

한다. 가령 일반적인 질병과 수술에는 모두 건강 

보험을 적용하되 비의료적 성형 수술과 같은 진료 

서비스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

정 등을 건강 보험 조항에 포함시키는 것은 네거

티브 규제에 해당한다. 네거티브 규제는 모든 행

위를 허용하되 규제 대상이 되는 사항, 즉 금지되

는 내용만을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증대시키고, 과도한 규제 비용을 

줄이며, 불필요하거나 이중적인 규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네거티브 규제는 일부 분야에서는 과도

한 규제 완화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

다는 우려를 안고 있다. 규제가 필요한 영역에도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된다면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네거티브 규제의 과도

한 적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환경 

및 안전 등 일반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높은 분

야에 있어서는 보호하려는 공익의 크기를 따져 보

아야 한다. 그 결과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면 

네거티브 규제보다는 포지티브 규제를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했다 할지라도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사후 규제의 대상 요건을 명확히 

적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의 정

지, 인허가의 취소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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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6점)

① 빙하의 이동 속도와 외형

② 빙하의 이동에 따른 다양한 지형의 형성

③ 빙하의 누적과 소모에 따른 질량 수지

④ 날씨와 빙하의 이동 방향과의 상관관계

  빙하는 오랫동안 쌓인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

하여 그 자체의 무게로 압력을 받아 이동하는 

얼음층을 말한다. 쌓인 지 얼마 안 되는 눈은 

빈 공간 즉 공극이 매우 많기 때문에 밀도가 물

의 1/10도 안 될 정도로 작다. 눈송이의 섬세하

고 뾰족한 부분은 서서히 증발하는데 이때 생긴 

수증기는 주로 눈송이 사이의 빈 공간 즉 공극

에 응결된다. 이로 인해 무거워진 눈은 밑으로 

내려앉고 더 단단해지며 공극의 양도 감소한다. 

일 년 넘게 보존된 눈의 밀도가 점차 증가하여 

공기가 더 이상 침투할 수 없게 되면 빙하가 된

다. 

  대규모의 빙하는 지구에서 기온이 낮은 지역

인 고위도 지방에서 나타나며 소규모의 빙하는 

중·저위도의 고산 지대에서도 발견된다. 빙하

는 물리적 성질이 무척 다양하여 여러 종류로 

구분된다. 먼저 형태에 따라 산악 빙하와 대륙 

빙하로 나뉘는데, 산악 빙하는 알프스나 히말라

야 등 세계적으로 높은 산맥들의 산 경사면에 

접해 있는 길쭉한 형태의 빙하로 계곡 빙하, 피

오르 빙하, 권곡 빙하 등이 이에 속한다. 대륙 

빙하는 고 위도의 그린란드와 남극과 같이 넓은 

지역에 걸쳐 대규모로 형성된 빙하를 가리킨다. 

또한 온도에 따라서는 빙하가 특정한 압력에서 

얼음이 녹는 온도인 압력 융점에 도달해 있는 

온빙하, 빙하의 온도가 압력 융점 미만으로 유

지되는 극빙하가 있다. 

  빙하는 표면 위로 공급되는 눈의 양과 해빙에 

의해 제거되는 눈과 얼음의 양에 따라 질량 수

지가 달라진다. 빙하의 질량 수지는 겨울 동안 

내린 눈의 양인 ‘누적량’에서 여름 동안에 제

거되는 눈의 양인 ‘소모량’을 뺀 값으로 정의

된다. 누적량과 소모량의 차이가 바로 빙하의 

질량 수지인데 누적량이 소모량보다 크면, 즉 

질량 수지가 양의 값을 보이면 빙하의 질량은 

증가한다. 여름의 소모기가 지난 후 빙하를 보

면, 빙하 표면에는 누적 지역과 소모 지역이 나

타난다. 빙하의 상부에 나타나는 누적 지역은 

겨울 동안에 내린 눈이 축적되어 빙하의 질량이 

늘어난 부분이고, 누적 지역의 아래에 있는 소

모 지역은 축적되어 있던 눈이 녹아 빙하의 질

량이 손실된 부분이다. 이때 누적 지역과 소모 

지역의 경계선을 평형선이라고 한다. 이 선은 

기후에 민감하여 해마다 그 고도가 변화하는데, 

덥고 건조한 해에는 올라가고 춥고 습한 해에는 

내려간다. 

  빙하는 얼음덩어리 내부의 층들이 변형되면서 

흐르는 ‘내부 포행’이나 빙하가 기반암 위로 

미끄러져 흐르는 ‘바닥 미끄러짐’의 두 현상

에 의해 고도가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산 경사면에 쌓인 눈과 얼음의 누적된 양이 임

계 두께에 달하면 자체 무게와 중력을 견디지 

못하고 흘러내리게 되는 것이다. 얼음덩어리가 

고체임에도 불구하고 형태가 변형되며 흐르는 

내부 포행이 발생하는 이유는 얼음 결정들이 위

로부터 큰 힘을 받게 되면 결정면들이 같은 방

향으로 배열하게 되는데 이때 얼음덩어리 내부

의 변형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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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글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한

기의 주장에 가장 가까운 것은? (7점)

① 선천적인 마음의 이치가 중요하다.

② 감각적 경험을 통한 인식이 중요하다.

③ 경험 보다는 깨달은 바를 실천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④ 본성을 자각하고 인성을 도야하는 것이 중요

하다.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인식 대상에 대한 

내용이 선험적으로 구비됨을 인정하지 않음으

로써 인식의 출발은 오직 경험에 의존함을 주

장했다. 그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란 바로 한 덩어리의 신기(神氣)*와 기의 통

로가 되는 눈, 코, 입 등과 사지(四肢)이니, 

갖추어 사용하는 것은 이것들뿐이요, 다시 별

도로 다른 것에서 얻어 온 것이라고는 아무것

도 없다.”라고 말하며 몸 바깥의 사물을 인

식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은 공부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이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다는 전

통 성리학의 본유관념(本有觀念)을 비판한 것

이다. 이러한 인식론은 전통 성리학에서는 물

론 중국 유학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매우 

독특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종래의 성리학의 이기론과 심성론을 바탕으

로 한 인간 이해는 인간의 도덕적 근거에 대

해 형이상학적으로 정의를 내림으로서 인간 

내면의 심(心)을 탐구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

다. 이러한 이학(理學)과 심학(心學)에 대한 

최한기의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비판의 초점은 

만물내재(萬物內在)관념의 부정에 맞추어져 

있다. 최한기는 경험 이전의 대상 세계의 이

치가 본성에 내재해 있다는 선험론을 부정한

다. 최한기는 인간의 본성이 선험적 본성으로 

물들어 있지 않은 텅 빈 거울과도 같다고 보

았으며, 경험을 통하지 않은 어떠한 인식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인식의 목적을 본성

의 자각과 인성의 도야에 두고 있는 기존의 

심성론에 반대했을 뿐 아니라 도가나 불가와 

같이 경험을 벗어난 일체의 세계를 숭앙하는 

모든 사상과 종교를 비판했다. 그는 인간 내

면에 모아졌던 관심의 시선을 인간 외부로 돌

려 세상의 모든 이치를 낱낱이 알고자 했다.

최한기의 인식론을 살펴보면 우선 인식을 

주관하는 ‘신기’와 인식 자료라 할 수 있는 

인식 대상으로서의 자연, 그리고 신기와 인식 

대상을 이어 주는 매개 역할로서 ‘제규제촉

(諸窺諸觸)’이 인식의 세 요소를 구성하고 

있다. 신기란 모든 존재의 근원인 기(氣)로서 

만물에 부여되어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다. 제규제촉은 눈, 코, 입, 귀 등 인체의 아

홉 구멍과 온몸의 촉각을 포함한 모든 감각 

기관을 가리킨다. 신기에 의한 인식 작용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

째로 감각 기관을 통해 인식 대상으로부터 경

험적 자료들을 수용하여 신기에 습염(習染)*

되는 과정, 두 번째로 신기에 습염된 자료들

을 미루어 헤아려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는 과

정, 마지막으로 두 과정을 거쳐 형성된 지식

을 다시 외부 세계에 적용해 증험(證驗)하는 

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신기 : 정신과 기운.

* 습염 : 물들이는, 기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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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6점)

① 두 물질의 분자 간 반발력이 클수록 혼합    

 물의 부피는 이에 반비례한다.

② 크기가 같은 분자들로 이루어진 혼합물의    

 부피는 두 순수물질의 합과 같다.

③ 분자들 간의 상호 작용이 달라지면 혼합     

 물은 이상 용액의 특성을 갖지 않는다.

④ 혼합물의 부피가 순수 물질의 산술적인     

합과 다르다면 이 용액은 이상 용액이다. 

혼합물이란 순수한 물질 두 가지 이상이 일

정 비율로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화학

에서 혼합물의 물성을 알고자 할 때는 그 혼

합물을 구성하는 각 성분이 순수한 상태로 존

재할 때 가지는 물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기본적이다. 그렇지만 순수한 물질의 산술적

인 평균이 항상 혼합물의 물성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가령 두 액체 A, B가 50%씩 섞여 있

는 혼합 용액 1몰*의 부피를 구한다고 하자. 

대부분의 경우 혼합물의 1몰당의 부피는 두 

성분 부피의 단순한 산술 평균이 되지는 않는

다. 왜냐하면 물질이 순수한 상태로 존재할 

때와 다른 성분과 섞이어 혼합물을 이루고 있

을 때 그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혼합물의 물성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서 과학자들은 이상 용액의 개념을 사용한다. 

이상 용액이란 용액을 구성하는 분자의 크기

가 모두 같고 분자들 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

는 상호 작용의 크기, 즉 인력이나 반발력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 용액으로, 혼합되기 이전

의 순수한 물질로 이루어진 용액은 이상 용액

의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혼합

물 또한 이상 용액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상 용액이 아닌 혼합물에서는 구성 성분의 

분자의 크기가 거의 같은 경우라도 분자들 간

의 상호 작용이 순수한 상태로 있을 때와 다

르다. 위에서 언급한 A, B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성분 A와 B가 순수한 상태로 있을 때의 

분자 간 상호 작용을 각각 A-A와 B-B라고 했

을 때, 두 성분을 혼합하면 A성분과 B성분끼

리의 각각의 인력은 혼합 전과 변함이 없지만 

서로 다른 성분 간의 상호 작용인 A-B가 발생

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 작용은 분자들이 움직일 수 있

는 반경이나 분자의 운동 에너지 등을 순수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을 때와 달라지게 만들고, 

이것이 혼합물의 부피와 같은 물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A와 A간의 인력과 B와 B간

의 인력보다 A와 B간의 인력이 더 클 때 A 1

리터와 B 1리터를 혼합하면 그 부피는 2리터

보다 작아진다. 즉 두 성분 분자 간 인력이 

순수한 상태로 있을 때보다 강해져 분자 간의 

간격이 좁아지므로 전체 분자들이 차지하는 

공간, 즉 부피가 감소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두 성분을 혼합하면 부피가 늘

어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것은 섞어 놓았

을 때 반발력이 증가하는 경우이며 반발력에 

의해 분자들 간의 간격이 커져 부피가 증가하

는 것이다. 즉 한 성분의 부분 부피가 순수한 

상태보다 커진다고 말할 수 있다. 순수한 상

태보다 커지든 작아지든 간에, 부분 부피는 

혼합물 성분의 종류와 혼합되는 비율에 따라 

다르다. 만일 혼합물이 이상 용액을 이룬다면 

부분 부피는 순수 상태의 부피와 동일하게 된

다.

* 몰 : 원자, 분자, 이온 등과 같은 입자 6.02×10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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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7점)

① 심실이 수축하면 방실 판막이 닫히고, 심실

내압이 동맥압보다 높아지면 동맥 판막이 열

린다.

② 동맥 판막이 열리면 심실 내압이 점차 증가

하고, 동맥 판막이 닫히면 심실 내압이  점

차 감소한다. 

③ 심실이 먼저 수축기를 거치면, 이에 따라 심

방이 수축하여 혈액이 심실에서 심방으로 이

동하게 된다. 

④ 니코틴으로 인해 말초 저항이 증가하면 심실

에서 동맥으로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

아 수축기 혈압이 상승한다. 

 인간의 심장은 상부에 좌우 심방이, 하부에 좌

우 심실이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심방은 

정맥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는 공간으로 우심방

은 대정맥으로부터, 좌심방은 폐정맥으로부터 

혈액이 공급된다. 심실은 동맥으로 혈액을 공급

하는 역할을 하며 우심실은 폐동맥으로, 좌심실

은 대동맥으로 혈액을 공급한다. 또 심방과 심

실 사이와 심실과 동맥 사이에는 판막이 있는

데, 각각의 판막은 한쪽 방향으로만 열려 혈액

이 역류하는 것을 막는다. 판막은 심방과 심실 

사이에 위치하는 방실 판막과 심실과 동맥 사이

에 있는 동맥 판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심방의 수축이 일어난 후 다음 심방 수축이 

일어날 때까지를 ‘심장 주기’라고 한다. 심장 

주기를 분석해 보면, 우선 혈액이 심방에서 심

실로 들어오는 기간인 심실 확장기와 심실에 들

어온 혈액이 대동맥과 폐동맥으로 나가는 기간

인 심실 수축기로 구분된다. 심방 수축기와 확

장기는 각각 심실 수축기와 확장기에 선행하고 

결과적으로 심방과 심실은 교대로 수축하게 되

어 혈액을 한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심장 주기 동안에는 혈압의 변동이 발생한다. 

심실의 수축 직전에는 심방 내압이 상승해 방실 

판막이 심실을 향해 열려 있다가, 심실이 수축

함에 따라 심실 내압이 상승하면 방실 판막이 

심방 쪽으로 닫힌다. 이때 심실은 수축하지만 

동맥 판막이 열리기 전이므로 심실 내의 압력이 

갑자기 상승하게 된다. 심실 내압이 증가해 동

맥압보다 높아지면 닫혀 있던 동맥 판막이 동맥 

쪽을 향해 열리며 혈액이 심장으로부터 나가게 

된다. 특히 운동 시나 각 말초조직에서 더 많은 

혈액이 필요할 때에는 더 많은 양의 혈액이 박

출된다. 혈액을 박출한 심실은 차츰 내압이 떨

어지는데, 심실 내의 혈액량이 줄어들어 심실 

내압이 동맥압보다 낮아지면 동맥 판막이 심실 

방향으로 닫히게 된다. 동맥 판막이 닫히고 방

실 판막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심방보다 

심실 내압이 저하되면 방실 판막이 심실 방향으

로 열리고 혈액이 심방으로부터 유입되어 심실

을 채우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심장의 주기

가 반복된다. 

  좌심실의 수축에 의하여 대동맥으로 박출된 

혈액의 일부는 즉시 동맥을 통해 말초로 이동되

지만 일부는 미처 말초로 운반되지 못하고 일시

적으로 대동맥에 수용된다. 즉 대동맥은 자체의 

용적보다 더 많은 혈액을 수용하기 때문에 동맥 

내에 압력이 생기는데 이를 ‘동맥 혈압’이라

고 하며, 흔히 혈압이라고 지칭한다.

  혈압은 대동맥이나 동맥의 총용적보다 더 많

은 혈액이 심장으로부터 박출되어 용적이 적은 

혈관에 수용되기 때문에 생성되는데, 이를 ‘수

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으로 표시한다. 

수축기 혈압은 좌심실로부터 일시적으로 많은 

혈액이 동맥 내로 박출되어 나오기 때문에 생긴 

압력이며, 확장기 혈압은 수축기에 대동맥에 일

시 저장되었던 혈액이 말초로 흘러간 후 남아 

있는 혈액이 대동맥에 수용됨으로써 생기는 압

력이다. 따라서 심박출량의 증가로 동맥 내에 

남아 있는 혈액이 많아지거나 혈관의 탄력성이 

저하되어 말초 저항이 증가하면 혈액이 말초로 

잘 흐르지 못해 혈압이 상승한다. 여기서 혈관

의 탄력성은 콜레스테롤과 니코틴 등으로 인해 

혈관 벽에 노폐물이 쌓이거나 노화에 의해 저하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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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21. Stephanie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

     하지 않는 것은? (5점)

 ① 배우가 되고 싶어 했다.

② 고교 졸업 후 Los Angeles까지 운전해서 갔다.

 ③ Los Angeles에서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다.

 ④ 오디션을 본 영화에서 고정역할의 배역을 땄다.

22.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점)

① effects of music on growth of plants

② importance of recognizing the value of plants

③ development of scientific ideas facilitated by music

④ different forms of music for the treatment of

plants

23.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

     한 것은? (6점)

       

① negative

② supportive

③ urgent

④ inspiring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hinking in the

modern era has added a new dimension to the

study of music. Experiments aimed at therapeutic

and other applications of music have shown

remarkable effects of music on human beings,

animals and insects. These possibilities are not

less in the botanical world too. Fast growth-rate

of grass, production of bigger vegetables and

fruits, and healthier growth of some trees and

plants were observed in certain fields that were

kept under the effect of sonorous music in

some especially designed experiments. The

woods of the trees which ‘listened’ to the

melody continuously were found to be thicker

and stronger when compared with some other

trees of the same type.

At times, coaches are so focused on

helping athletes improve that they take good

performance efforts for granted. Nonreinforcement

means failing to acknowledge athletes’ effort, skill

execution, and performance improvements.

Have you ever failed to point out the

positives because you were so focused on

identifying what athletes needed to do to

improve? It’s an easy trap to fall into.

Coaches who fail to provide reinforcement

when it is warranted assume that athletes

know their work is noticed and appreciated.

In reality, when you fail to acknowledge strong

effort and performance, this communicates a

message to athletes, leaving

them to question whether their effort and

improvement are recognized and valued.

My older sister, Robin, had a friend,

Stephanie, who wanted to be an actress.

This was a passion that you could almost

feel whenever she talked about it. After she

graduated from high school, Stephanie drove

all the way across the country to Los Angeles,

where she started attending classes at a good

university and got an agent. My sister told

me just last week that she heard Stephanie

was expecting to hear back on a regular role

in a sitcom she auditioned for, and she was

also auditioning for a minor speaking part in

a huge 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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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6점)

① 유추적 사고 과정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키울   

    수 있다.

② 문제해결을 위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  

     야 한다.

③ 유추적 사고 과정을 통해 새로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④ 비교와 대응 과정을 통해 문제를 인식할 수 있  

     다.

25.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

     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7점)

① (A) ② (B) ③ (C) ④ (D)

26.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

     한 것은? (6점)

① It never rains but it pours

② Good often results from evil

③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④ Danger foreseen is half avoided

After a problem which needs to be solved

has been recognized, the process of defining

and representing the problem may proceed

with processes such as analogical thinking.

To form an appropriate representation, a

problem solver must often try out several

different perspectives on a problem before

finding one that gives insight to a solution

path. One way in which a variety of

representations can be found is through

analogical thinking. When an analogous

problem can be identified, then the solution

of the present problem is partly a matter of

mapping one element onto another. For

example, mapping involves comparing the

problem for similarity in structure and

identifying their parallel elements. The

solution of one problem then can guide the

process of solving a novel one through this

analogical mapping process.

While this was an understandable approach,

it was, in retrospect, wrongheaded.

If volcanoes had not violently erupted in

the middle of the Pacific Ocean, the glorious

Hawaiian beaches would not exist. If

hurricanes did not blow away pollution and

tear down the weakened vegetation, the

world’s beaches would not be nearly so

golden. In similar ways tsunamis wash away

that which was too weak to survive the

waves and reclaim those shorelines for

nature. , a concept

not often appreciated or recognized by most

people. Even the horrors of war have their

upside as happened with the destruction of

Japan and Germany during the Second

World War. It forced them to rebuild and

become the most dominant economic forces

in the la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Perhaps it was the movies that led us to

believe we would have intelligent robots as

companions. Certainly most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ers believed that creating

machines that were our intellectual equals or

better was a real possibility. (A) Early AI

workers sought out intelligent behaviors to

focus on— like chess or problem solving —

and tried to build machines that could equal

human beings in those endeavors. (B) Chess

playing is not really a typical intelligent

human activity. (C) Only some of us are

good at it, and it seems to entail a level of

cognitive processing that, while impressive,

seems quite at odds with what makes

humans smart. (D) Chess players are

methodical planners. Human beings are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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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

     한 것은? (6점)

 
① disappointing

② acceptable

③ desirable

④ unclear

28.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6점)

① (A) ② (B) ③ (C) ④ (D)

29.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6점)

Online charter schools, also known as

cyberschools, enroll students in full–time

schooling delivered over the Internet and

have become a fast–growing alternative to

traditional brick–and–mortar public education.

The National Education Policy Center estimated

in 2013 that 300 full–time cyberschools enrolled

more than 200,000 student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When the performance of

children who receive their education at

cyberschools is assessed, the results,

however, are . Dropout rates

for cyberschooled students often exceed 50

percent; the graduation rate for these

students is about two–thirds the rate for

traditional schools and student–teacher

ratios are as high as 200 to 1 in some

cyberschools. When it comes to student

achievement, children educated in

cyberschools lag far behind children educated

in traditional brick–and–mortar public

schools.

Local goods in India were purchased with

durable gold and silver coins, each dated by

the image of a Roman emperor. Caches of

these coins are still being discovered in

south India, offering us a glimpse of trade

patterns two thousand years ago. They

include gold and silver coins from the reigns

of Augustus and Tiberius (27 BC to AD 37),

suggesting a vigorous trade in a large

volume of goods. After the death of

Tiberius, the composition of the Indian coin

caches changes. Significant numbers of only

gold, but not silver, coins bearing the heads

of Caligula, Claudius, and Nero (AD 37–68)

are found. Few Roman coins of any type are

found after the death of Marcus Aurelius in

AD 180. When Roman and Han authority

finally collapsed around AD 200, trade with

the East came to an almost complete

standstill.

*cache 은닉물, 저장물

Edmond Halley was interested in the

problems of gravity. One problem that

attracted his attention was the proof of

Kepler’s laws of planetary motion. In August

1684, he went to Cambridge to discuss this

with Isaac Newton, only to find that (A)he

had solved the problem already. Halley asked

to see the calculations and was told by

Newton that (B)he could not find them.

Newton promised to redo them and send

them on later. He eventually did submit his

calculations to Halley. After this initial

meeting, Halley visited Newton frequently;

over the course of these visits Newton

showed Halley his proof as well as many

other unpublished papers. (C)H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 works. Halley wanted

Newton to publish but (D)he was reluctant.

With a lot of encouragement from Halley,

eventually, Newton’s masterpiece was published

at Halley’s expense in 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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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전 은닉물은 여전히 남인도에서 발견되며, 과  

    거의 교역 패턴을 알려준다. 

 ② Tiberius가 죽은 후에 인도의 동전 은닉물의    

    구성에 변화가 생긴다. 

 ③ Caligula, Claudius와 Nero의 두상을 담고 있   

    는 상당수의 금화만 발견된다.

 ④ Marcus Aurelius가 죽은 후에도 로마 동전이 종  

    종 발견된다. 

 

30.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6점)

① (A) ② (B) ③ (C) ④ (D)

31.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

     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점)

① (A) ② (B) ③ (C) ④ (D)

32.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6점)

① 나이테에 나타난 시대별 지구 기후 변화 특징

② 나이테를 통한 지구 나이 판별의 장점과 단점

③ 지구의 역사에 대한 지질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의 갈등

④ 지구의 나이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An oxbow is a U-shaped lake lying alongside

a winding river. The oxbow lake is created

over time as erosion and deposits of soil

change the river’s course. You can see how

an oxbow lake takes shape. (A)On the inside

of the loop, the river travels more slowly

leading the deposition of the soil. (B)Meanwhile,

water on the outside edges tends to flow

faster, which wears away the banks. (C)It

makes a round container open and wide at

the top with slides sloping inwards towards

the bottom. (D)Eventually, two ends of the

river loop get so close to each other that the

water breaks through.

This is why you can talk and walk at the

same time.

For many years, geologists and other

scientists pursued methods and processes to

measure the age of the Earth. Many realized

the various layers of sediments, minerals,

and rocks are exposed as outcroppings as

the Earth rose and settled over many

thousands of millennia. Some of the early

techniques such as reading the growth rings

of the cross-section cuts of trees are

somewhat useful for determining climate

changes, but they only indicated periods of a

few hundred to a few thousand years of the

Earth’s history. More accurate techniques

have since been devised to read further back

into geological time, so that events can be

arranged in the order of their occurrences

(age) and for specific spans of time. Modern

geologists have combined some older

concepts into a relative time scale, while

developing newer techniques that provide an

absolute time scale.

* outcropping 노두(광맥·암석 등의 노출부)

What’s happening when we’re doing two

things at once? It’s simple. (A) Our brain

has channels, and as a result we’re able to

process different kinds of data in different

parts of our brain. (B) But you’re not really

focused on both activities. (C) One is

happening in the foreground and the other in

the background. (D) If you were trying to

explain to someone how to land an airplane,

you’d stop walking. Likewise, if you were

walking across a deep valley on a rope

bridge, you’d likely stop talking. You can’t

focus effectively on two things at 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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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점)  

 

① how to choose fresh fruit

② growing commercialism in our lives

③ the influence of visual factors on our lives

④ the process of making visual images attractive

34.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7점)

            
① (A) ② (B) ③ (C) ④ (D)

35. 다음 밑줄 친 부분에서 어법상 틀린 것은? (7점)

① (A) ② (B) ③ (C) ④ (D)

While some people are born with a

particular sensitivity to sound or smell, there

is overwhelming evidence that we live in a

primarily visual culture. Supermarkets sell us

tomatoes which look red and juicy but are

often tasteless. Advertising relies more on

images — on television, billboards, websites

— than on other sensory inputs. We exhibit

our wealth and status visually, having an

elegant home or driving a stylish car. We

typically judge people as attractive by their

looks: their facial features, the shape of their

body, and the clothes they wear. That is

why we say ‘love at first sight’, rather than,

say, ‘love at first sniff’ — even though we

are often aware of someone’s perfume or

body odor.

  The amount of distance between the

teacher and his/her students and perceived

or actual barriers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ommunication. Teachers who stay

securely ensconced behind the ‘barricade’ of

their desk automatically (A)create a boundary

that blocks effective interpersonal contact and

gives a territorial feel to the room. The use

of proximity, on the other hand, can be a

powerful behavior management tool. Firm

reminders and warnings are best conducted

privately and discreetly. It reduces embarrassment

or threat to the student and minimizes the

spectator effect, both of (B)them can fuel a

challenge or counter-attack. Getting down to

the student’s eye level models consideration

and (C)invites the student to respond in an

equally respectful way. However, unless the

classroom is organized in such a way as to

allow the teacher (D)to access individual students,

this will be problematic and the teacher may

resort to making public scolding.

 Food is a common, though certainly not
exclusive, vehicle for boycotts. There are

both pragmatic and cultural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is, (A)reflecting the fact that

food is both a biological necessity and a

powerful cultural symbol. Food, of course, is

a basic human survival need, but food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are

also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activities. Food carries social, emotional, and

spiritual meanings and (B)embodies complex

ideas about individual and group identity,

justice, and ethics. The way (C)in which food

is marketed can either affirm or conflict with

such ideas and values. Pragmatically, food is

a high-volume, often perishable commodity

that typically requires high turnover times

on the retail market. Disruptions to this

supply-and-demand chain, and the economic

consequences for business, (D)felt very

quickly. Food boycotts thus have both

practical and symbolic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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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점)

(A) (B)

① benefit equal

② contact similar

③ extinction different

④ advantage balanced

[37-3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7. 윗글의 밑줄 친 부분 (A)~(D)중 어법상 

     틀린 것은? (7점)

① (A) ② (B) ③ (C) ④ (D)

38. 윗글의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7점)

① Consistency ② Creativity

③ Independence ④ Self-esteem

Language (A) occurs gradually when

two tongues, belonging to two peoples with

(B)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come into contact.

Colleges ask for an essay largely because

they want to (A)get to know you. When the

admission staff have finished your essay,

they should have a vivid sense of your

personality. If you give them only (B)what

you think they want, you’re being dishonest,

posing as someone you’re not. An applicant

may try to pass himself off in his essay as

a seriously committed poet, for example. But if

the rest of his application makes no reference

(C)to writing poetry courses, readers may think

twice about accepting his word. _____________

helps. Admission officials often cite cases of

students who write impassioned essays about

racism, child labor, and other timely issues.

Yet, nothing in the students’ records

(D)show a particular interest in human

rights, in politics, or in any current issues

for that matter.

Speakers in the less economically advanced

group who are familiar with the language of

the more economically advanced group are at

an obvious advantage. Their bilingualism gives

them access to the economy of the more

advanced group, with all the benefits that flow

from it — such as employment, salary and

access to goods and services. As a result,

they tend to consider their own language as

less useful and to neglect it, using the other

language with increasing frequency and

encouraging their own children to learn it.

However, languages begin to die when

children no longer learn them. This is how

French dialects and numerous minority

languages in the former USSR, continental

China, Taiwan and Australia, for example,

have disapp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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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9. 윗글의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점)

① However

② Instead

③ As a result

④ Besides

4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점)

① 로마 대화재 이전 노예들은 소방 활동의 임무  

    가 있었다.

② Augustus 황제는 로마군 내에서 도시 소방대를  

    창설하였다. 

③ 로마의 소방대는 역할 범위에 있어 현대의 소  

    방대와 달랐다. 

④ 로마의 몰락과 함께 소방대는 1000년 동안 사라  

    졌다.

In the year 64 A.D., Rome was nearly

destroyed by fire. Before this event, slaves

had been tasked with fighting fires, and their

poor training and lack of equipment and

motivation made them highly ineffective.

Following the great fire, Emperor Augustus

established a formal, citywide firefighting

unit from within the Roman army called the

Corps of Vigiles. , the firefighting

profession became highly respected and highly

effective, and was emulated throughout the

Roman Empire for 500 years. The structure

of this organization was quite similar to

many fire departments today, with members

fulfilling job-specific roles. With the fall of

Rome, however came the disappearance of the

Corps of Vigiles, and organized firefighting

did not appear anywhere in the world for

another 1,00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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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학

41. 삼차방정식  의

세 근이 , , 일 때 의 값은? 

(단, 는 실수이다.) (5점)

   ①  ②  ③  ④ 

42. 이차부등식 ≥ 이 모

든 실수 에 대하여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 의 개수는? (6점)

   ①  ②  ③  ④ 

43. 좌표평면에서 직선     위의 점 

중에서 원점에 가장 가까운 점을 P 라 

할 때, 의 값은? (6점)

   
①  ② 


③ 


④ 



44. 두 집합

 ∣   는 정수
∣는 의 양의 약수

에 대하여 ⊂⊂를 만족시키는 집합 

의 개수는? (6점)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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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 에서 정의된 함수

 


와 직선   가 만날 때,

의 최댓값을 , 최솟값을 이라 한다. 

의 값은? (7점)

   
①  ② 


③ 


④ 

46. 수열 이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를 만족시킬

 때, lim
→∞




의 값은? (6점)

   
① 


② 


③  ④ 



47. 최고차항의 계수가 인 삼차함수 가 

 에서 극솟값 을 갖고,   을

만족할 때, 의 값은? (7점)

   ①  ②  ③  ④ 

48. 함수 




에서   의 

그래프가 축과 만나는 점이 개가 되도록 

하는 의 값은? (단, 는 음의 실수이다.) 

(7점)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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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두 사건  가 서로 독립이고,

 

,  


일 때,  ∩

의 값은? (5점)

   
① 


② 


③ 


④ 



50. 모평균이 ,

모표준편차가 인 

정규분포를 따르

는 모집단에서 크

기가 인 표본을 

임의추출하여 구한 표본평균을 라 할 때,

 P≤ ≤ 의 값은? (주어진 표준정

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7점)

   

①  ② 

③  ④ 

51. 에 대한 다항식 를 이차식 

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일 때, 다항식  를 

로 나눈 나머지는? (10점)

   

52. 등비수열 에 대하여

 , 


일 때,

의 값은? (12점)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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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점  가 곡선  


  위의 점

이고 









일 때, 의 값은? 

(12점)

   

54. 두 실수  에 대하여

lim
 →




 일 때, 의 값은? 

(12점)

   

55. 남학생 명, 여학생 명을 일렬로 세울 

때, 맨 앞자리에는 남학생을 세우고 여학생

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경우의 

수는? (12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