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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2019학년도 수시 학업능력고사(오전형)

국 어 영 역 (20 문항)

[1~2] 다음은 ‘노키즈존 설치’에 대한 찬성 측의 

입장이다. 이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노키즈존(No Kids Zone)’이란 5세 미만, 미

취학 아동, 유모차 출입 금지 등 조건은 다소 다

르지만 어린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곳을 말

한다. 노키즈존은 주로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시작되어 고급 가구숍까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노키즈존이 확대되는 것은 해당 업주들

이 노키즈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 보여 

주며 더불어 해당 업소를 이용하는 손님들 역시 

노키즈존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는 노키즈존의 설치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아이들이 소란을 피울 경우 다른 이

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

부 매장에서는 영업 특성에 따라 노키즈존을 일

종의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노키즈존의 설

치는 이용자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

라고 생각한다.

  둘째, 어린아이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서이다. 복잡한 식당 등에서는 종종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2011년에는 한 식당에서 어린아이가 

뜨거운 물을 든 종업원과 부딪혀 화상을 ㉡ 입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소송으로 번진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부모에게 30%, 식당 주인

과 종업원에게 70%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약 4,1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

다. 따라서 업주들은 이러한 안전사고를 원천적

으로 방지하기 위해 노키즈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노키즈존의 설치는 영업 자유의 한 부분

이므로 그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 소비자에게 

살 자유가 있듯이 업주에게는 팔 자유가 있다. 

따라서 노키즈존의 설치를 원하는 업주가 있다면

 ㉢  반대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노키즈존의 ㉣ 진솔한 의미는 ‘무개념 부모 출

입 금지’라는 견해도 있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노키즈존은 식당에서 활개를 치는 어린아이, 이

를 본체만체하거나 ㉤ 오히려 조장하는 철없는 

부모를 향한 ‘업주들의 역습’이다. 따라서 노키즈

존의 설치는 업주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1. 다음 [보기]의 ㉮~㉱ 중, 윗글에 들어 있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일반적인 토론에서 찬성 측은 논제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안는다. 그러

므로 찬성 측은 입론에서 ㉮ 논제에 사용된 용

어를 정의하여 논증에 활용해야 하고, 필수 쟁

점을 설정하고 각 쟁점별로 주장을 전개해야 

한다. 정책 논제에 대한 토론의 경우 필수 쟁

점의 예로는 ㉯ 현 상태의 문제가 심각한가에 

대한 다각도의 진단, ㉰ 논제에서 제시하는 해

결 방법이 최상의 방안인가에 대한 판단, ㉱ 문

제 해결을 통해 얻는 사회적 이익이 그 문제에 

따르는 부작용보다 큰가에 대한 평가 등이 있

다. 

① ㉮

② ㉮, ㉯

③ ㉯, ㉰

④ ㉯, ㉰, ㉱

⑤ ㉮, ㉯, ㉰, ㉱

2. ㉠~㉤을 고쳐 쓰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문장 성분의 호응을 고려하여 ‘보여 주는 

것이며’로 고쳐야겠어.

② ㉡ 불필요한 피동 표현을 사용했으므로 ‘입는’

으로 고쳐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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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으므로 ‘이를’을 추

가해야겠어.

④ ㉣ 문맥상 단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진정한’으로 고쳐야겠어.

⑤ ㉤ 부사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도

무지’로 고쳐야겠어.

3. 다음은 게시판에 올라온 공지 사항이다. 이

를 읽고 제안서를 쓰려는 학생이 우선적으

로 선택할 만한 정보 수집 방안은?

 <교내 산책로 현황>

⚫ 총연장 : 420m

⚫ 식수 : 향나무 12그루, 버드나무 20그루

⚫ 노면 상태 : 포장 67%, 비포장 33%

⚫ 시설물 : 세 곳에 벤치 각 1개

  우리 학교에서는 작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 

교내 산책로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적어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생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교내 산책로 활성화를 위한 아

이디어 제안서를 공모합니다. 

  글을 쓸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교내 산책로 

현황을 알려 드립니다. 

  학우 여러분께서는 위의 현황을 참고하여 

교내 산책로 활성화를 위해 반짝이는 아이디

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산책로 조성 전문가를 인터뷰하여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산책로의 주요 특징을 조사한다.

② 학교 시설 담당자를 면담하여 산책로를 조성

하게 된 경위, 조성하는 데 소요된 비용 등을 

알아본다.

③ 문헌을 통해 산책로에서의 휴식이 학생들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무엇인지 조사한다. 

④ 주변 학우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산책

로를 잘 이용하지 않는 원인이 산책로의 식

수, 노면 상태, 시설물 중 무엇인지 분석한다.

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 산책로 두세 곳을 

견학하여 식수, 노면 상태, 시설물 등의 현

황을 파악한 후 학교 산책로와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4. 다음은 우리말의 중의성에 대한 설명이다.   

㉠과 ㉡에 해당하는 예로 모두 맞는 것은?

  어떤 말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때 그 말은 중의성을 띤다고 한다. 중의

성에는 단어 차원의 중의성과 구조 차원의 중

의성이 있다. 우선, 단어 차원의 중의성은 단

어가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때 생

기는 것으로, 이 중의성은 다시 동음어에 의한 

중의성과 ㉠ 다의어에 의한 중의성으로 나뉠 

수 있다. 전자는 ‘(교통수단인) 배’와 ‘(사람의) 

배’와 같이 전혀 관련이 없는 두 단어가 우연

히 동음일 때 생길 수 있는 중의성이고, 후자

는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손’과 ‘(‘일손’을 

뜻하는) 손’과 같이 한 단어의 다의성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중의성이다. 다음으로, ㉡ 구조 

차원의 중의성은 하나의 표현이 두 가지 이상

의 구조로 읽힐 가능성이 있을 때 생기는 중의

성이다. ‘토끼’만 게으를 수도 있고 ‘토끼’와 

‘거북이’ 모두 게으를 수도 있는 ‘게으른 토끼

와 거북이’가 이에 해당하는 예이다. 한편 동

작상과 관련된 중의성도 있는데, ‘-고 있-’에 

의한 문장 중 일부는 ‘진행’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완료’로 해석될 수도 있다.  

① ㉠ 그 사람은 쪽박을 찼다.

㉡ 그는 스승의 뒤를 따랐다.

② ㉠ 동생은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있다.

㉡ 그 집은 형편없이 되었다.

③ ㉠ 나에게도 그 정도의 힘은 있다.

㉡ 그는 울면서 떠나는 애인을 바라보았다.

④ ㉠ 누나가 차를 준비했다. 

㉡ 모자를 쓴 엄마와 딸이 다정히 걸어간다.

⑤ ㉠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딸을 더 사랑한다.

㉡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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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저녁에 먹을 과일이나 좀 사 가지고 와 

   야겠다.

㉡ 똑똑하고 성실했던 그의 수석 합격 소식

   은 별로 놀랍지도 않았다. 

㉢ 그가 앉았던 자리에는 담배꽁초가 무수

   히 떨어져 있었다.

6. 다음은 한글 맞춤법에서 정한 자모와 그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맞게 이해한 것은?

[가]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하고, 그 순

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귿)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읗)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나]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한글 자모 스물넉 자 

중에서 모음을 나타내는 글자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열 자이다. 이들 외의 

다른 모음자는 하나의 글자가 아니고 둘 또는 

세 개의 글자가 합쳐진 것이다. 이처럼 어떤 것

은 하나의 글자로 보고 어떤 것은 둘 이상의 

글자가 합쳐진 것으로 보는 것은 한글의 제자 

원리에 따른 것이다. 한글 창제 당시의 모음자

는 지금과는 달리 열한 자였다.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에 없는 ‘ㆍ’가 하나 더 있었다.

  중세 국어의 모음자는 그 성격에 따라 기본

자, 초출자, 재출자로 나뉜다. ‘천지인(天地人)’

을 본떠 만든 ‘ㆍ, ㅡ, ㅣ’는 기본자이고, 이들

을 합쳐서 만든 ‘ㅗ, ㅏ, ㅜ, ㅓ’는 초출자이며, 

여기에 ‘ㆍ’를 더해서 만든 ‘ㅛ, ㅑ, ㅠ, ㅕ’는 

재출자이다. 기본자와 초출자는 당시에 쓰였던 

일곱 개의 단모음을 나타내고, 재출자는 초출자 

앞에 반모음이 더해진 이중 모음을 나타낸다. 

이들 열한 자를 제외한 다른 모음자들은 둘 이

상의 글자가 합쳐진 것이다.

  중세 국어가 현대 국어로 바뀌면서 모음 체

계에 변화가 일어났다. ‘ㆍ’가 없어지고 이중 모

음이던 ‘ㅐ, ㅔ, ㅚ, ㅟ’가 단모음으로 바뀌었다.

‘ㆍ’가 없어지면서 이 모음을 나타내던 글자도

5.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모두 맞는 

것은?

[보기]

  (가)~(다)는 관형절을 안은문장이고 [A]~[C]

는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꾼 

것이다. 이를 보면 (가)의 ‘동생’, (나)의 ‘책’, 

(다)의 ‘도서관’은 완결된 문장 [A], [B], [C]

에서 그 뒤에 붙는 조사와 함께 각각 ㉠ 주어, 

㉡ 목적어, ㉢ 부사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가) [어제 책만 읽은] 동생에게 오늘은 쉬

       라고 했다. 

       → [A] 동생이  어제 책만 읽었다.  

  (나) [아이가 읽은] 책은 동화책이다.

      → [B] 아이가 책을  읽었다. 

  (다) [형이 책을 읽은] 도서관은 집 근처에 있다.

      → [C] 형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① ㉠ 아이돌 가수와 닮은 내 친구는 사람들에

   게 인기가 많다. 

㉡ 그가 찾던 스마트폰은 그의 가방 속에 

   있었다. 

㉢ 내가 상품으로 받은 책은 영어 사전이 

   아니었다. 

② ㉠ 여행을 떠난 그는 좀처럼 연락을 해 오

   지 않았다. 

㉡ 언니가 요즘 만나는 사람은 말이 별로 

   없다고 한다. 

㉢ 내가 태어난 2000년에는 온갖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③ ㉠ 내일 우리가 갈 식당은 아주 유명하다. 

㉡ 며칠째 불던 바람이 오늘에서야 좀 잠잠

   해졌다. 

㉢ 그는 10년이나 다니던 직장을 돌연 그

   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했다.

④ ㉠ 서울에서 일곱 식구가 살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 더없이 맑은 산골의 공기 때문인지 나의 

   건강은 점차 좋아졌다.

㉢ 상한 음식을 먹은 동생은 배탈이 나서 

   일주일 동안 죽만 먹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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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옛말의 흔적이 남아 있는 보기와 그

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같은 종류

의 사례로 모두 맞는 것은?

햅쌀 ‘’+‘’ : ‘쌀’의 옛말은 ‘’이다. ①

암탉
‘암ㅎ’+닭 : ‘암’은 다른 말과 

어울릴 때 ‘ㅎ’ 소리가 덧난다.
②

마주

‘맞’+‘-오’ : ‘마주’는 ‘마조’가 

바뀐 말로서 ‘-오’는 옛말에 쓰

이던 파생 접미사이다.

③

쇠고기

‘소’+‘-’+‘고기’ : ‘고기’가 

바뀐 말로서 ‘-’는 옛말에 쓰

이던 관형격 조사이다.

④

받잡다

‘받-’+‘--’+‘-다’ : ‘받다’의 

높임말로서 ‘--’은 옛말에 쓰

이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⑤

함께 없어졌는데, 이는 소리의 변화가 글자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반면에 ‘ㅐ, ㅔ, ㅚ, 

ㅟ’는 단모음으로 바뀌었지만 이들을 나타내는 

글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즉 이 글자

들은 여전히 하나의 글자가 아니라 두 개의 

글자가 합쳐진 것으로 간주하여 현대 국어의 

한글 자모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다.

① 중세 국어의 단모음 수는 현대 국어보다 많았

는데, 그 중 상당수는 현대 국어에서 사라졌다.

② 중세 국어에서 단모음은 하나의 모음자로 나타

냈고, 이중 모음은 두 글자를 합쳐 나타냈다.

③ 중세 국어의 이중 모음 중 일부는 현대 국

어에서 단모음으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 해

당 글자의 지위에도 변화가 생겼다.

④ 중세 국어의 ‘ㅏ’와 ‘ㆍ’ 및 현대 국어의 ‘ㅚ’

와 ‘ㅟ’는 모두 다 단모음을 나타내는 하나

의 글자이다.

⑤ 현대 국어의 ‘ㅑ’와 중세 국어의 ‘ㅐ’는 둘 다 

이중 모음이지만 ‘ㅑ’는 문자상 하나의 글자인 

반면 ‘ㅐ’는 두 개의 글자가 합쳐진 것이다.

① 좁쌀, 멥쌀, 흰쌀, 찹쌀, 보리쌀, 묵은쌀

② 수탉, 암키와, 수톨쩌귀, 수평아리, 안팎

③ 자주, 아주, 곧장, 진작, 곧바로, 이대로

④ 달걀, 불고기, 살코기, 물고기, 돼지고기

⑤ 맞잡다, 손잡다, 붙잡다, 종잡다, 마음잡다

[8~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읜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날 하냥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六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澱)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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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六疊房)은 남의 나라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다]

  영채는 깜짝 놀라 여학생을 본다. 여학생은 

힘 있는 목소리로 “첫째 영채 씨는 속아 살아왔

어요. 이형식이란 사람을 사랑하지도 아니하면

서 공연히 정절을 지켜 왔어요. 부친께서 일시 

농담 삼아 하신 말씀 한마디 때문에 영채 씨는 

칠팔 년 헛된 절을 지킨 것이외다. 사랑하지 않

는 사람을 위해서, 피차에 허락도 아니 한 사람

을 위해서 절을 지키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야

요? 마치 죽은 사람, 세상에 없는 사람을 위해

서 절을 지키는 것이나 다름이 있어요? 영채 씨

의 마음은 아름답지요, 절은 굳지요, 그러나 그

뿐이외다. 그 아름다운 마음과 그 굳은 절을 바

칠 사람이 따로 있지 아니할까요. 허니깐 지금 

영채 씨가 그이를 사랑하시거든 지금부터 그에

게 몸과 마음을 바치실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

거든 다른 남자 중에 구하실 것이지요, 그런

데…….”

  “그러나 지금토록 마음을 허하여 오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고성(古聖)의 교훈도 있는데” 한

다.

  “아니요, 영채 씨는 지금까지 꿈을 꾸고 지내

셨지요. 허깨비를 보고 지내셨지요. 얼굴도 잘 

모르고 마음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을 

허합니까. 그것은 다만 그릇된 낡은 사상의 속

박이지요. 사람은 제 목숨으로 삽니다. 제가 사

랑하지 않는 지아비가 어디 있겠어요. 허니깐 

영채 씨의 과거사는 꿈입니다. 이제부터 참생활

이 열리지요.”

  영채는 이 말을 듣고 놀랐다. 열녀라는 생각

과 틀리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말이 옳은 것 같

다. 과연 지금토록 일찍 형식을 사랑한 적은 없

었고 다만 허깨비로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

들어 놓고 그 사람의 이름을 형식이라고 짓고 

그러고는 그 사람과 진정 형식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찾는 대신 이형식을 찾다가 

이형식을 보매 그 사람이 아닌 줄을 깨닫고 실

망하고 나서는 아아, 이제는 영구히 형식을 보

지 못하겠구나 하고 실망한 것이라. 이렇게 생

각하매 영채는 잘못 생각하였던 것을 깨닫는 생

각과 또 아주 절망하였던 중에 새로운 광명이 

발하는 듯하였다.

  그래서 영채는 “참생활이 열릴까요? 다시 살 

수가 있을까요?” 하고 여학생을 보았다.

  “참생활이 열리지요. 지금까지는 스스로 속아 

왔으니깐 인제부터 참생활이 열리지요. 영채 씨 

앞에는 행복이 기다립니다. 앞에 기다리고 있는 

행복을 버리고 왜 귀한 목숨을 끊어요.” 하고 

이만하면 영채의 죽으려는 결심을 돌릴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울기를 그치고 웃읍시

오, 자, 웃읍시다.” 하고 자기가 먼저 웃는다.  

영채도 따라서 빙그레 웃더니 “행복이 기다릴까

요? 그러나 의리는 어찌합니까. 의리는 어기고 

행복을 찾을까요. 그것이 옳은가요?” 하며 마음

이 정치 못하여 한다.

-이광수, <무정> 일부

8. [가]~[다]의 주제 의식 및 작품 경향을 설명

하기에 적절한 개념을 모두 맞게 제시한 것

은?

① [가] 유미주의, [나] 현실주의, [다] 계몽주의

② [가] 서정주의, [나] 역사주의, [다] 낙천주의

③ [가] 염세주의, [나] 이상주의, [다] 계몽주의

④ [가] 유미주의, [나] 냉소주의, [다] 관념주의

⑤ [가] 서정주의, [나] 비관주의, [다] 계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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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나]에 공감하는 입장에서 [가]와 [다]를 

비판한 내용으로 타당한 것은?

① [가]는 인간관계보다는 인간과 자연의 관련

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각이 너

무 편협하다고 할 수 있고, [다]는 교육 수

준에 따라 인생을 보는 시각이 현저히 달라

진다는 점을 강조해서 인정하기 어렵다.

② [가]는 화자의 입장을 지나치게 앞세워 그

와 다른 견해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에서 독단적이고, [다]는 전통적인 관습을 

무작정 비판만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에만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③ [가]는 자아와 외계의 능동적 교섭 가능성

을 부정하고 필연적 좌절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고, [다]는 주체의 각

성 과정이 타인의 가르침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

긍하기 힘들다.

④ [가]는 [나]에 비해 인생을 보는 견해가 너

무 지엽적이고 부정적이어서 보편적으로 받

아들이기 어렵고, [다]는 [나]에 비해 바람

직한 삶의 가능성을 절대적인 가치에만 종

속시킨다는 면에서 독단성이 강해 거부감이 

든다.

⑤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화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지만 

[나]가 [가]에 비해 어조가 절실해 설득력

이 있고, [나]와 [다]는 둘 다 작가가 생각

하는 인생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역설하고 

있지만 [다]에 비해 [나]가 구체적인 상황

을 제시하고 있어 실감을 자아낸다.

[10~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조선의 뱃사공 곽리자고가 아침 일찍 일어

나 배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때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치광이 한 사람이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술병을 쥐고는 어지러이 흐르는 강물을 건너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뒤를 따르며 말렸으나 백

수광부는 끝내 말을 듣지 않고 물을 건너다 기

어이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이에 그의 아내는 

공후를 뜯으면서 노래를 한 곡 불렀는데, 그 소

리가 아주 슬펐다. 노래를 마치자 그녀 또한 남

편을 따라 물에 빠져 죽었다. 이를 본 곽리자고

는 집에 돌아와 자기 아내 여옥에게 사연을 이

야기하고 그 노래를 들려주었다. 여옥은 몹시 

슬퍼하며 공후를 뜯으면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였다. 뒤에 여옥은 이 노래를 이웃에 사

는 여용에게 전하여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공

후인’이라 불리는 그 노래는 이러하다.

公無渡河(공무도하)

公竟渡河(공경도하)  

墮河而死(타하이사)  

當奈公何(당내공하)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예 물을 건너시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이제 임을 어찌할거나

10.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타당한 것은?

① 워낙 옛날에 일어난 사건을 전하고 있어 사

연을 이해하기 어렵다.

② 사연은 꽤나 복잡한데 노래는 너무 단순해 

감정이 이입되지 않는다.

③ 흔히 겪는 사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과장되게 여겨진다.

④ 비극적 사연을 담은 설화와 애상적 정조를 

가진 노래가 호응을 이룬다.

⑤ 타인의 슬픔을 노래로 위로하는 인물의 태

도가 바람직하여 공감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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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윗글에 나온 노래와 작품상의 동기가 다른 

것은?

① 생사로 / 예 이샤매 저히고 / 나 가다 

말ㅅ도 / 몯다 닏고 가닛고 / 어느 
이른 매 / 이에 뎌에 딜 닙다이 / 
 가재 나고 / 가논 곧 모온뎌 / 아으 미

타찰에 맛보올 내 / 도 닷가 기드리고다

② 눈물 아롱아롱 /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밟으

신 길은 /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 삼만 리 / 

흰 옷깃 여며 여며 가옵신 님의 /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 삼만 리 / 신이나 삼아 줄 걸, 

슬픈 사연의 / 올올이 아로새긴 육날 메투리 

/ 은장도 푸른 날로 이냥 베어서 /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 드릴 걸

③ 雨歇長堤草色多(우헐장제초색다) 비 갠 긴 

둑엔 풀빛이 짙어 가는데 / 送君南浦動悲歌

(송군남포동비가)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 大同江水何時盡(대동강수하시

진) 대동강 물은 어느 때 마르려는지 / 別淚

年年添綠波(별루년년첨록파) 해마다 이별 눈

물 푸른 강물에 더해지네

④ 뭐락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 니 뭐락카노, 

바람에 불려서 / 이승 아니믄 저승으로 떠나

는 뱃머리에서 /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

서 / 뭐락카노 뭐락카노 / 썩어서 동아밧줄

은 삭아 내리는데 / 하직을 말자, 하직을 말

자 /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 뭐락카노 

뭐락카노 뭐락카노 / 니 흰 옷자라기만 펄럭

거리고……

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 허공 중에 헤어

진 이름이여! /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 마디는 /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사랑

하던 그 사람이여! /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 /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 떨어

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 나는 그대의 이름

을 부르노라.

[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체 줄거리

  박생은 기상이 고매하고 학식이 뛰어나지만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여 근심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포부가 크고 인품이 좋아

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인물이다. 그

러던 어느 날 그는 주역과 중용을 공부하다가 

잠이 들어 지옥과도 같은 섬인 염주 땅에 가는 

꿈을 꾸게 된다. 거기에서 그는 그곳의 왕을 만

나 그동안 궁금했던 공자와 석가, 귀신, 천당과 

지옥의 존재 등에 대해 물어보며 사상적인 토론

을 벌인다. 염주의 왕은 박생의 참된 지식을 칭

찬하고,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선위문을 내려 준 

후 세상에 잠시 다녀오라고 한다. 꿈에선 깬 박

생은 가사를 정리하고 지내다가 얼마 뒤에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가 죽던 날 신인

(神人)이 이웃 사람 꿈에 나타나 박생이 장차 염

라대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전한다.

  박생이 말하였다. “왕께서는 무슨 인연으로 

이 이국에서 왕이 되셨습니까?”

  왕이 말하였다. “나는 인간 세상에 있을 때에 

왕에게 충성을 다하며 힘내어 도적을 토벌하였

습니다. 그러고는 스스로 맹세하기를 ‘죽은 뒤

에도 마땅히 사나운 귀신이 되어 도적을 죽이

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충성심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흉악한 곳에 와서 왕이 된 것이지

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우러러보는 자들

은 모두 전생에 부모나 임금을 죽인 간사하고 

흉악한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이곳에 의지해 살

면서 나에게 통제를 받아 그릇된 마음을 고치

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사심이 없

는 사람이 아니면 이곳에서 하루도 왕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들으니 그대는 정직하

고도 뜻이 굳어서 인간 세계에 있으면서 지조

를 굽히지 않았다고 하니, 참으로 이치에 통달

한 달인(達人)입니다. 그런데도 그 뜻을 세상에 

한 번도 펴 보지 못하였으니, 마치 형산의 옥덩

이가 티끌 덮인 벌판에 내버려지고 명월주가 

깊은 못에 잠긴 것과도 같습니다. 뛰어난 장인

을 만나지 못하면 누가 지극한 보물을 알아보

겠습니까? 이 어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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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윗글과 [보기]의 내용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천하에 가히 두려워할 만한 것이 있다면 오

로지 백성이 있을 뿐이다. 백성을 두려워해야 

함은 홍수나 화재 또는 호랑이나 표범 같은 맹

수보다도 더한 것인데 그런데도 윗자리에 앉은 

것들은 백성을 업신여기고 길들여 가혹하게 부

려먹으니 또한 어찌하여 그러한가? 진나라가 

망한 것은 진승과 오광 때문이었고, 한나라가 

어지러워진 것은 또한 황건적 때문이었다. 당

나라가 쇠퇴하자 왕선지와 황소가 그 틈을 타

고 일어나 마침내 백성과 나라를 망하게 한 뒤

에야 그쳤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백성들을 괴

롭히며,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한 죄과이며 호

민(豪民)이 그러한 틈에 편승하여 뜻을 이루었

운수가 다하여 장차 이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대 또한 운명이 다하여 곧 쑥 덤불 사이에 묻

힐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맡아 다스릴 분

이 그대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그리고는 잔치를 열어 극진히 즐겁게 하여 주

었다. 왕이 박생에게 삼한(三韓)이 흥하고 망한 

자취를 물었더니, 박생이 하나하나 이야기하였다. 

이어 고려가 창업한 이야기에 이르자, 왕이 두세 

번이나 탄식하며 서글퍼하더니 말하였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폭력으로 백성을 위협

하여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 따르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반역할 뜻을 품고 있습니

다. 날이 가고 달이 가면 커다란 재앙이 일어나

게 됩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임금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늘이 비록 임금이 

되라고 간곡하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올

바르게 일하는 모습을 백성에게 보여 줌으로써 

백성의 뜻에 의하여 임금이 되게 하니 상제(上

帝)의 명은 참으로 엄합니다. 나라는 백성의 나라

이고, 명령은 하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천명이 

떠나가고 민심이 떠나간다면, 임금이 비록 제 몸

을 보전하려고 하더라도 어찌 되겠습니까?”

  박생이 또 역대의 제왕들이 불교를 숭상하다가 

재앙을 입은 이야기를 하자, 왕이 문득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하였다.

  “백성이 임금의 덕을 노래하는데도 큰물과 가

뭄이 닥치는 것은 하늘이 임금으로 하여금 근신

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임금을 원망

하고 탄식하는데도 상서로운 일이 나타나는 것은 

요괴가 임금에게 아첨하여 더욱 교만 방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왕들에게 상서로운 일이 나

타났다고 해서 백성이 편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원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박생이 말하였다. “간신이 벌 떼처럼 일어나 

큰 난리가 자주 생기는데도 임금이 백성을 위협

하고 위엄 부리는 것을 잘한 일로 여겨 명예를 

구하려 한다면, 그 나라가 어찌 평안할 수 있겠

습니까?”

  왕이 한참 있다가 탄식하며 말하였다. “그대의 

말씀이 옳습니다.”

  잔치가 끝나자 왕은 자신의 왕위를 박생에게 

물려주려고 직접 선위문(禪位文)을 지었다.

-김시습, <남염부주지> 일부

12. [보기]는 윗글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부

분 중에 윗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보기]

  ‘남염부주지’는 <금오신화>에 실린 한문으로 

된 단편 소설이다. <금오신화>는 이를 포함해 

총 다섯 편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소

설인데, 이전 시대의 설화 문학을 본격적인 소

설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가 큰 

작품이다. 작가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 때

문에 세상을 등지고 살았던 인물로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철학적 사상을 문학을 통해 표

현하려는 의도하에 ① 당대의 부당한 현실을 

우의적으로 그려내었다. 그의 작품 속에 등장

하는 인물들의 면모나 발언은 현실 비판 의식

의 소산으로서 작가의 이념을 대변한다. 이 소

설의 구성상의 특징은 ② 허구적 작중 상황으

로서의 현실과 꿈의 교차인데, 이는 당대 사회

의 부조리와 문제점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기 위

한 구조적인 장치이다. 내용 면에서 보자면, 

③ 실재하지 않는 가상의 공간을 배경으로 설

정하면서도 현실성을 확보하였다는 점, ④ 인

물들의 대화를 통해 성격을 표현하고 사건을 

진행시켰다는 점, 그리고 ⑤ 개인적 욕구와 사

회적 요구 사이의 모순을 의식하고 그 해결을 

도모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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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선한 목적에서라

면 그 사람에게 충고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며, 

설득하면 된다. 그것도 아니면 간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강제하거나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 어떤 행동을 억지

로라도 막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고 말 것이라는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결

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한해

서만 사회가 간섭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당사

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

인이 당연히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 

자기 자신, 즉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대해서

는 각자가 주권자인 것이다.

  이 원리가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굳이 부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법에서 성인으로 

규정한 나이에 미치지 못하는 어린아이나 젊

은이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

니다. 아직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처

지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의 위험 못지않게 자

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자유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하고 또 유일하

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다

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자유를 얻기 위

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가는 자유이

다. 우리의 육체나 정신, 영혼의 건강을 지키

는 최고의 적임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각자 자신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

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자기 식대로 인생을 살

아가다 일이 잘못돼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그런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자신

이 선택한 길을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좋다

고 생각하는 길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보다 궁

극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인간은 바

로 그런 존재이다.

기 때문이다. 무릇 하늘이 벼슬아치를 세운 것

은 백성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였지 그 벼슬아

치 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에서 방자하게 눈을 

부릅뜨고서 백성의 자유와 권익을 빼앗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 진나라, 한나라 말미의 난리

는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이고, 

어쩌다 일어난 불행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

다.

① 사회 구성원의 경제적 평등을 역설하고 있다.

② 정치 행위에서 민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 민과 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주장하고 있다.

④ 천명과 민심이 어긋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⑤ 자유와 권익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독려

하고 있다.

14.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타당한 것은?

  나는 이 책에서 자유에 관한 아주 간단명료

한 단 하나의 원리를 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강제나 통제, 즉 법

에 따른 물리적 제재 또는 여론의 힘을 통한 

도덕적 강권을 가할 수 있는 경우를 최대한 엄

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인류가 개인적으로든 집

단적으로든 자신들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의 행

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

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

적이라면, 해악을 끼치는 당사자의 의지에 반

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

는 것이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

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원리에서는 당사자 자신의 물리적 또는 

도덕적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누구를 간

섭하는 것도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에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거나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또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하

는 것이 현명하거나 옳은 일이라는 이유에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슨 일을 시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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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 글을 쓴 목적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

십시오.

  특허법은 독창적인 기술을 최초로 발명한 

사람에게 기술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

하는 대신 그 기술을 사회에 공개할 의무를 

부과한다. 공개된 기술 공유를 통해 사회 전

체의 기술력을 높이는 것이 특허의 취지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특허의 본래 취지가 변질

되어 기술 개발보다 독점권 확보를 우선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기술이 완

벽하게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 특

허 출원으로 권리부터 선점해 놓고 기술을 

개발하려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이 때

문에 정작 신기술 개발에 힘들게 성공한 사

람들이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곤 한다. 특허는 발명의 대가로 당연히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기술 

개발에 성공해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무분별한 특허 출원으로 기술 발

전을 저해한다면 이는 특허가 가진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 특허 심사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서

㉡ 특허권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서

㉢ 특허 남용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 특허의 실질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서

① 타인과의 관계가 차단된 사적 영역에서는 

모든 행위가 허용되어야 한다.

② 개방된 공공장소에서는 타인에게 영향을 주

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③ 사회 구성원에 대한 강제나 통제는 오로지 

법률과 제도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④ 선한 동기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

해 충고하거나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된다.

⑤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비록 다른 사람

에게 해가 되는 행위라도 용납되어야 한다.

15. 다음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의 문

제이다. [가]~[다] 문항의 출제 의도를 모두 

맞게 이해한 것은?

[가] 다음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

을 고르십시오.

다음 주가 개강이니 방학도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이다.

㉠ 끝난 셈이다      ㉡ 끝난 탓이다  

㉢ 끝나기 마련이다  ㉣ 끝나기 나름이다

[나] 다음을 순서대로 맞게 배열한 것을 고르

십시오.

(A) 개와 고양이는 사이가 나쁜 것으로 유

명하다.

(B) 개가 앞발을 드는 행동은 함께 놀고 

싶다는 의미이다.

(C) 그런데 고양이는 이런 행동을 공격하

는 것으로 오해한다.

(D) 둘 사이가 안 좋은 이유는 표현을 서

로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 (A)－(D)－(B)－(C)  

㉡ (A)－(B)－(D)－(C)

㉢ (B)－(C)－(A)－(D)  

㉣ (B)－(A)－(C)－(D)

① [가] 의미 파악 능력 측정

[나] 문맥 파악 능력 측정 

[다] 담화 이해 능력 측정

② [가] 의미 파악 능력 측정 

[나] 문맥 구성 능력 측정 

[다] 지식 활용 능력 측정

③ [가] 어법 이해 능력 측정 

[나] 문리 선택 능력 측정 

[다] 의도 파악 능력 측정

④ [가] 단어 선택 능력 측정 

[나] 문장 배열 능력 측정 

[다] 논리 구사 능력 측정

⑤ [가] 단어 활용 능력 측정 

[나] 문장 응용 능력 측정 

[다] 담화 파악 능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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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일례로 16세기와 17세기에 유럽 미술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은 종교 개혁이

었다. 1517년 루터가 면벌부 판매와 지나친 사

치 등을 공격하는 95개조의 의견서를 교황에게 

보내면서 시작된 종교 개혁으로 인해, 유럽은 

종교 개혁에 반대하는 가톨릭과 찬성하는 프로

테스탄트 진영으로 ㉠ 갈라졌다. 이탈리아 시민 

계급의 사회적 성장과 왕족, 귀족, 성직자들의 

경제적 지원 아래 고대 그리스・로마 문화 속

에서 모티프를 ㉡ 얻어서 그 가치를 재현한 르

네상스 미술은 종교 개혁으로 인한 교회의 분

열과 30년 전쟁으로 대표되는 기나긴 전화 속

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 사라지게 되었다. 인

간을 찬양하며 생명력 있고 균형 잡힌 인체의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운 생동감을 조각과 그림

에 적극적으로 표현한 르네상스의 고전적 균형

미는 어느새 설 자리를 잃었던 것이다.

[나] 

  종교 개혁의 여파로 인해 가톨릭과 프로테스

탄트 진영의 화가들은 성격은 달랐으나 모두 

위기에 ㉣ 맞닥뜨렸다. 종교 개혁 이후 가톨릭 

진영의 화가들은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느낀 

종교적 불안과 혼란스러움, 위기감을 예술에 반

영한 ‘마니에리스모(Manierismo)’ 양식을 탄생

시켰다. 가톨릭교회는 종교 개혁 이후 신앙의 

이탈을 ㉤ 막기 위해 종교 재판과 검열을 공식

화했으며, 화가들은 이에 환멸을 느끼고 현실에

서 ㉥ 벗어나기 위해 음울한 세계관을 제시하거

나 환상 속으로 도피했다. 전성기의 르네상스는 

올라오자마자 하산해야 하는 가파른 산등성이

라는 뵐플린의 말처럼, 마니에리스모의 도래는 

루터가 면벌부 판매를 공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발생했다. 르네상스적인 정연하고 

온화한 분위기로 유명한 라파엘로조차 예수가 

떠난 지상에서 불안과 어둠만이 인간들을 지배

하게 된 그림을  ㉦ 그려서 음울한 유럽의 운명

을 암시했고, 심정적으로 프로테스탄트에 동조

했으나 교황청에 고용되어 있던 미켈란젤로도

각 부분의 조화를 찾을 수 없고 절망과 공포가 

넘치는 그림을 그려 예술가들이 겪어야 했던 

내면적 분열의 양상을 드러냈다. 그리고 스페인

의 엘 그레코는 종교 재판의 광풍 속에서 기독

교 신앙을 환상적으로 처리하는 데 주력했다. 

극도로 왜곡된 형태, 추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공간감 등을 표현한 그의 그림은 불안감과 비

현실적 영감에 차 있는 마니에리스모의 특성을 

잘 보여 준다.

16. [가]에는 첫 문단이 생략되어 있다. 해당 문

단의 중심 문장이 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프로테스탄트 진영에서는 종교 재판과 검열

을 공식화하게 되었다.

②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 시대적 배경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③ 르네상스 미술은 왕족이나 귀족, 성직자 등

의 지원으로 융성하게 되었다.

④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에 인류의 역사를 통

시적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⑤ 가톨릭교회의 타락과 면벌부 판매의 해악으

로 인해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

17. [나]의 설명 방식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① 가톨릭교회가 마니에리스모 양식이 형성되

는 과정에 끼친 영향을 단계적으로 분석하

고 있다.

② 르네상스 시대 화가의 작품들이 시간의 흐

름에 따라 변화되어 온 방향에 대해 설명하

고 있다.

③ 마니에리스모 양식과 르네상스 미술의 차이

점을 구체적인 작품을 예로 들면서 비교하

고 있다.

④ 종교 개혁이 미술에 미친 영향을 비난하면

서 마니에리스모 양식의 등장 과정을 분석

하고 있다. 

⑤ 마니에리스모 양식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제시하고 해당 양식의 특징을 설명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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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을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말을 

모두 고르면?

 ㉠ 양분(兩分)됐다

 ㉡ 차용(借用)해서

 ㉢ 소멸(消滅)됐다

 ㉣ 직면(直面)했다

 ㉤ 방지(防止)하기

 ㉥ 이전(移轉)하기

 ㉦ 묘사(描寫)해서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학 수사에서는 피의자를 가려내기 위해 범

죄 현장에 남아 있는 혈흔을 찾아내 분석한다. 

혈흔을 검출한 뒤에는 사람의 혈흔, 즉 인혈인

지 동물의 혈흔인지를 식별하는 검사를 하게 되

고 인혈임을 확인한 뒤에 혈액형 및 유전자 분

석을 시행하게 된다.

  그렇다면 범죄 현장의 숨어 있는 혈흔을 어떻

게 찾아낼 수 있을까? 혈흔 검사를 할 때는 일

단 루미놀 시약을 활용하게 된다. 혈흔에 이 시

약을 뿌리면 파랑 형광으로 빛을 내기 때문에 

혈흔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혈흔이 발견

될 만한 위치에 루미놀 시약을 뿌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옷가지, 카펫 등 섬유에 혈흔

이 묻어 혈흔 속 철분 성분이 스며들었다면 수

개월이 지나도 루미놀 시약에 반응한다. 루미놀 

시약은 타액, 소변 등 다른 체액에는 반응하지 

않고 혈액에만 반응하는 것도 장점이다. 그리고 

피가 10,000~20,000배 희석돼도 발견할 수 있

을 만큼 혈흔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범인

이 증거 인멸을 위해 옷을 세탁해도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혈흔을 찾아낼 수 있다. 

루미놀 시약이 발광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

은 화학식이 C8H7N3O2인 루미놀의 화학반응을

이용하는 것으로, 빙초산을 이용하여 만든 루미

놀이 산소와 만나 산화하면서 빛을 내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루미놀 시약은 루미놀, 무수탄

산나트륨, 과산화수소, 증류수로 이루어져 있다. 

루미놀을 산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한데 

시약 속 과산화수소의 반응을 통해 산소를 얻을 

수 있다. 과산화수소는 산성 용액이 아닌 알칼

리성 용액 속에서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데, 이

때 철이나 구리 촉매가 더해지면 분해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다.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은 

4개의 헴(heme)을 가지고 있고 그 중심에는 철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 철이 과산화수소의 분해

를 촉진해 산소를 발생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

때 만들어진 산소는 루미놀을 산화시켜 발광 반

응이 일어나게 한다. 여기서 과산화수소를 산소

를 만들어 내는 과산화물로 대체해도 똑같은 반

응이 일어난다. 루미놀 시약으로 혈흔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혈액 속 철 성분을 촉

매로 삼아 산화시킨 루미놀이 빛을 발하기 때문

이다. 하지만 루미놀 시약은 혈액 속에 헴이 있

는 개체라면 다 같은 발광 반응을 보이기 때문

에 인혈과 동물의 혈흔을 구분하지 못하는 단점

이 있다. 또한 혈흔뿐만 아니라 철이나 구리를 

포함한 물질에 대해서도 똑같은 반응을 나타낸

다. 이 경우 혈흔에 대한 것과는 다른 빛깔을 

띠게 되지만 굉장히 미묘한 차이이기 때문에 고

도의 전문가라야 판별이 가능하다. 즉 루미놀 

시약은 혈흔을 찾아내는 예민성은 탁월하나, 금

속이나 다른 동물의 혈흔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

이 발광한다는 점에서 인혈을 판정하는 특이성

은 떨어진다.

  다음으로 LMG(Leucomalachite Green) 시약

이 있는데 루미놀 시약에서 나타난 혈흔 반응을 

추가로 확인할 때 쓰인다. LMG 시약은 루미놀 

시약과 마찬가지로 빙초산을 사용해 만드는 시

약이라 독성이 강하다. LMG 시약은 시약 속 류

코말라카이트 성분을 통해 혈흔 반응을 확인한

다. 혈흔이 의심되는 곳에서 과산화수소가 분해

되어 산소가 발생하면, 헤모글로빈에 있는 철의 

촉매 작용으로 인해 류코말라카이트가 산화되어 

청록색을 나타낸다. 혈흔검사를 할 때는 우선 

시료를 채취해 필터 용지에 놓고 LMG 시약을 

떨어뜨린다. 그 위에 과산화수소를 떨어뜨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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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혈흔일 경우 시료가 청록색으로 변하여 퍼

져 나간다. LMG 시약은 혈액의 희석 정도가 

400배인 경우까지만 검출할 수 있어서 미세한 

혈흔을 찾아내는 예민성은 루미놀 시약보다 떨

어진다. 하지만 혈흔이 아닌 경우에도 반응하는 

루미놀 시약과 달리 LMG 시약은 혈흔이 아닌 

다른 물질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LMG 시약은 혈흔을 찾아내는 특이성이 높아 루

미놀 시약을 보완하는 방법이 된다. 하지만 

LMG 시약 역시 루미놀 시약과 마찬가지로 인혈

과 동물의 혈흔을 구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인혈과 동물의 혈흔을 어떻게 구별

할 수 있을까? 최근에는 인혈 반응을 진단할 수 

있는 장비 세트를 사용해 간단히 확인한다. 인혈 

키트 중 대표적인 것은 FOB(Fecal Occult 

Blood) 키트이다. 이 키트는 사람의 헤모글로빈

에 반응하는 단(單) 클론 항체를 이용하므로 사

람 이외의 동물 혈액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으

며, 수 분 내로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다. 이 키

트는 면역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을 이용하여 헤

모글로빈 농도가 50ng/mL이상인 경우 검출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검사용 도구는 플라스틱 

카세트 외부 표시 창에 대조 선과 검사선 위치

가 표시되어 있으며, 이 두 선이 나타나는가에 

따라 양성이나 음성으로 판정한다. 혈흔 검사를 

위해서는 혈흔 부위를 오리거나 혈흔을 면봉으

로 채취하여 약 2mL의 혈흔 희석액이 담긴 용

기에 넣고 뚜껑을 닫은 후 수차례 강하게 흔들

어 만약 두 선이 나타나면 인혈로 판정한다. 

FOB 키트는 인혈에 대한 높은 예민성을 가지고 

있으며 극소량의 혈흔으로도 판정이 가능하다. 

이 키트는 LMG 검사에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

실히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되

며, LMG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내는 혈흔

을 다시 검사하여 인혈임을 확증할 때도 사용된

다. 루미놀 시약과 LMG 시약을 비롯해 인혈인

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도구까지 갖추면서 현대

의 수사대는 계속 과학적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19.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① 혈흔 검사 방법

② 인혈 확증 절차

③ 시약별 농도 차이

④ 혈흔 검사의 시행 목적

⑤ 인혈 확인 후 후속 조치

2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나오는 ①~⑤까

지의 증거물을 검사하는 과정을 추정한 것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과학수사대는 살인 사건 범죄 현장에 남아 

있는 선명한 얼룩에서 증거물 ①, ②, ③, ④

를 채취해 혈흔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①은 피해자의 인혈, ②는 설탕물, ③은 동물 

혈흔, ④는 녹물로 판명되었다. 이어서 용의자

가 증거 인멸을 위해 세탁한 옷가지에서 육안

으로는 거의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세한 

얼룩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증거물 ⑤를 채취

해 인혈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⑤와 ①

이 서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여 용의자를 범

인으로 검거하였다.

증

거

물

루미놀 

시약

반응 

여부

LMG 

시약

사용 

여부

LMG 

시약

반응 

여부

FOB 

키트

사용 

여부

① ○ ○ ○ ○

② × × ×

③ ○ ○ ○ ×

④ ○ ○ × ×

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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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영 역 (20 문항)

1.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few 

scientists currently believe that either 

side of the brain deals PP(A)PP with a 

particular kind of information. In fact, 

the following case illustrates how 

PP(B)PP the brain can be. Bruce 

Lipstadt had the left hemisphere of his 

brain removed when he was 5 years old. 

Few doctors had hope for the 

development of his verbal ability, and 

most thought the operation would 

paralyze part of his body. Twenty-six 

years later, Bruce had an IQ of 126 ─ 

better than 9 out of 10 people. He 

swam, rode his bike, and got an A in a 

statistics course. Because his speech 

was normal, the right hemisphere must 

have taken over many of the functions 

formerly conducted mainly by the left 

hemisphere. Obviously, this does not 

always happen as a result of an 

operation of this type, especially after 

puberty. But it does suggest that, 

although the right and left hemispheres 

seem to specialize in processing a 

certain type of information, they are by 

no means limited to processing only one. 

   (A)    (B)

① dependently …… adjustable

② exclusively …… adaptable

③ mainly …… removable

④ selectively …… exhaustible

⑤ equally …… transportable 

2.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Historically in the United States, 

prevention hasn’t been prioritized, and, 

furthermore, virtually no attention has 

been paid to fostering a systematic, 

quality prevention approach. For decades, 

the national prevention model relied 

primarily on educating people about health 

and safety risks, hoping they would 

magically change their behavior. As well- 

intended as educational efforts are, they 

can never be very effective without 

simultaneously changing home and 

community environments, social norms, 

policies, and institutions. Establishing a 

broader view ─ “beyond brochures,” we 

might say ─ is critical. Research has 

shown it is unrealistic to expect that 

simply warning people about a danger 

will be sufficient to help them change 

their long-standing habits or avoid 

unhealthy exposures on their own. A 

quality prevention approach is one in 

which education is part of a well-designed, 

sustained, comprehensive effort to broadly 

improve community environments, social 

norms, institutional practices, and policies.

① 위험 예방 교육을 통한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설명하려고

② 미국이 제정한 위험 예방 교육법의 변화를 

알려 주려고

③ 위험 예방 교육법에 대한 관점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려고 

④ 건강과 안전에 있어서 위험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⑤ 위험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국가 제도 

마련을 촉구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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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글에 드러난 화자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few years ago, I was visiting some 

friends in France on the coast of 

Brittany. These friends were all avid 

windsurfers and apparently most of them 

had been windsurfing since childhood. 

On my first day there, we all went to 

the beach and I got my first chance to 

try out the sport. I watched them for a 

while to see how they did it. Finally, my 

turn came, so I waded into the cold sea 

water, pushing the board in front of me 

hopefully and stood up on it. Stupidly, I 

wasn’t paying attention to the waves, so 

when a small wave came, I slipped 

awkwardly and fell in the water. My 

friends laughed from the beach; naturally 

I felt embarrassed, but I was determined 

to succeed. I stood again on the board, 

this time keeping my eyes out for the 

waves, and I was able to stand without 

falling in. Then came the next step: 

pulling up the sail. I began to pull the 

sail up by the cord attached to it, lost 

my balance, and fell in. I climbed up 

again, started to pull the sail up, and fell 

in again. I must have done this at least 

fifty times and, by now, fortunately, my 

friends had left the beach. Eventually I 

began to feel cold ─ unsurprisingly as 

I’d been falling in and climbing out of 

the water for an hour ─ and I came out.

① determined → defeated

② courageous → contented

③ enthusiastic → indifferent

④ scared  → outrageous

⑤ anxious → hesitant

4.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Biological control has a long history of 

success in developing, emerging and 

well-developed countries. In classical 

biological control, almost 2,700 natural 

enemies have been introduced in 196 

different countries or islands to control 

insects, weeds, plant pathogens, and 

other pests. In addition, more than 440 

species of natural enemies are currently 

produced and sold for increasing 

biological control worldwide. PP(A)PP, 

biological control is not a long, calm 

river.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have 

made some mistakes, the most obvious 

one being the introduction of a few 

exotic natural enemies into new areas 

where they became an ecological 

problem, mostly because they were not 

specific to targeted pests. PP(B)PP, the 

science behind biological control has 

made remarkable progress during the past 

50 years, changing from a trial and error 

method to a more predictive approach 

based on theories of predator-prey 

interactions and population dynamics. 

Such a rigorous research-based activity 

should help to prevent further errors 

from the past.

* Biological control: 생물학적 방제 

   (A)    (B)

① Likewise …… Above all

② Otherwise …… Similarly

③ In contrast …… Furthermore

④ However …… Nevertheless

⑤ Therefore …… Consequ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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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Dr. David Weeks, an American 

psychologist who works at the Royal 

Edinburgh Hospital, is extremely well- 

qualified to comment on eccentricity. Of 

all the eccentrics he has come across, 

Dr. Weeks believes that Professor Jake 

Jonathan Zebedee Mangle-Wurzle is the 

most remarkable. “He displays all the 

usual characteristics ─ ① he’s obstinate, 

non-conformist, and creative ─ but he’s 

more extreme than my other cases.” 

The professor lives on the outskirts of 

Huddersfield in his very own kingdom of 

Wurzle-land. He rarely ventures out of 

his kingdom except to perform eccentric 

feats, such as his famous drive from 

Leeds to Huddersfield, in reverse. ② He 

is something of a celebrity, giving free 

guided tours to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He rejects all religious beliefs 

and he preaches daily, trying to convert 

his kingdom to atheism. The only 

problem with this plan is that all ③ his 

followers are sheep. The professor has 

just divorced his third wife and claims 

he is delighted. “It’s the best 

Christmas gift ④ I’ve ever received.” 

This development might have been 

predicted by Dr. Weeks’ research. ⑤ His 

study shows that there are more 

marriages, separations, and divorces 

among eccentrics than in the general 

population. “They admit that they are 

people who are difficult to work with 

and live with. They often feel that they 

are ahead of their time, and that it is 

the rest of the world that is completely 

insane, not themselves.”

6.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Ever since it was the musical theme in 

the film, ‘The Sting, ’ there are         

(A) few / a few  people who have not 

tapped their feet to the hit piano tune, 

‘The Entertainer’ ─ the most famous 

composition of the American musician, 

Scott Joplin. In 1882, when Scott was 

14, his mother died and he left home to 

seek his fortune in St. Louis. In the 

1880s, St. Louis was noisy and bustling 

with life. The waterfront of the 

Mississippi River was full of gangsters, 

gamblers, and sailors. The sound of 

music was everywhere ─ black, white 

and mixed. The hot steamy nights were 

filled with blues, working songs, banjos, 

and honky tonk pianos. Scott was soon 

playing Ragtime piano in cheap bars on 

the waterfront. This was a rough, tough 

area of the city where arguments over 

girls, whisky, and money were        

(B) settled / risen  with fists and guns. 

Scott grew up very fast and his 

musical talent continued to develop. 

All in all he wrote about 50 piano 

rags. Scott Joplin died in 1917. Today 

he is the undisputed King of Ragtime,   

(C) thanks to / as to  his natural ability, 

his unusual musical education, and the 

popularity of the film, The Sting.

(A)  (B)   (C)

① few …… settled …… thanks to

② few …… risen …… as to

③ few …… risen …… thanks to

④ a few …… settled …… as to

⑤ a few …… risen …… thank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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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From the age of 13 onward there was 

no stopping him. Many people realized 

that he was a genius but he             

① disappointed those who wanted him to 

become a traditional painter. He was 

always breaking the rules of artistic 

tradition and shocked the public with his 

strange and powerful pictures. He is 

probably  ② best known for his ‘Cubist’ 

pictures, which used only simple 

geometric shapes. His paintings of 

people were often made up of triangles 

and squares with their features in the 

wrong place. His work changed our 

ideas about art, and to millions of 

people modern art means the work of 

Picasso. Guernica,  ③ which he painted 

in 1937, records the bombing of that 

little Basque town during the Spanish 

Civil War, and is ④ undisputedly one of 

the masterpieces of modern painting. 

Picasso created over 6,000 paintings, 

drawings and sculptures. Today a 

‘Picasso’ costs several million pounds. 

Once, when the French Minister of 

Culture was visiting Picasso, the artist 

accidentally spilt some paint on the 

Minister’s trousers. Picasso apologized 

and wanted to pay for ⑤ it to be 

cleaned, but the Minister said, “Non! 

Please, Monsieur Picasso, just sign my 

trousers!”

8.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Noise has always been a chief 

environmental problem for humans. In 

ancient Rome, rules existed to limit the 

noise emitted from the ironed wheels of 

wagons which rattled over the stone 

roads, causing irritating sleep 

disturbances to citizens. In Medieval 

Europe, horse carriages and horseback 

riding were prohibited during nighttime 

in certain cities to ensure a peaceful 

sleep for the inhabitants. However, the 

noise problems of the past        . Day 

and night, enormous cars, trucks and 

buses regularly pass through cities and 

the countryside. On top of this is the 

high level of noise created by aircraft, 

trains, and industrial machinery. In 

comparison to other forms of pollution, 

the control of environmental noise has 

been ignored because of insufficient 

knowledge of its effects on humans, as 

well as a lack of defined criteria. 

Besides, noise pollution has been 

regarded as simply a “luxury” problem 

for developed or developing countries. 

Regardless of where it exists, noise 

pollution’s effects are damaging. 

Accordingly, practical action to control 

human exposure to environmental noise 

is essential.

① were as prominent as those of modern 

times

② were less manageable than those of 

modern times

③ were more serious than those of 

modern times

④ are incomparable with those of 

modern times

⑤ are just as challenging as those of 

modern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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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Considering modern society’s obsession 

with economic growth, it is surprising 

how little attention is paid in public 

debate to the question of whether more 

economic growth actually increases 

well-being. Perhaps this avoidance is 

convenient for those who have a stake 

in the prevailing system: if growth does 

not improve well-being, many of the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structures 

of capitalism cannot be justified. When 

people are persuaded that more income 

will make them happier, they typically 

react to the disappointment that follows 

the attainment of that income by 

thinking that they simply do not have 

enough. In fact, there is now a large 

body of evidence that casts serious 

doubt on the assumption that more 

economic growth improves social 

well-being and more income improves 

individual well-being. For example, 

within Asia, residents of wealthy 

countries such as Japan regularly report 

the highest proportion of unhappy 

people, while the countries with the 

lowest incomes, such as the Philippines, 

report the highest number of happy 

people. 

① 경제 성장은 개인의 행복과 무관하다.

② 경제 성장을 통해 사회와 개인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다.

③ 현대 사회는 경제 성장에 대한 강박 관념에 

시달리고 있다. 

④ 경제 성장이 반드시 사회와 개인의 행복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⑤ 경제 성장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10.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With the introduction of cheap printing 

methods, improvements in shipping, and 

a growing literacy rate, a new 

manifestation of the genre was born: 

the dime novel.  These were produced 

in book form, running around 100 pages 

in length with a colorful or illustrated 

cover, and on average, cost ten cents. 

The earliest dime novels featured tales 

that were simply reprinted from 

previously published story papers. But 

as readership increased, writers created 

original stories for the serial dime 

novels, and over decades these varied 

from detective mysteries, to working- 

class narratives, to period romances. 

Although they were ridiculed by literary 

critics for their sensational and 

light-weighted subjects, dime novel 

stories persisted into the 1990s and 

had an undeniable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American comic books 

and other popular literature. Even early 

television shows took some of their 

stories directly from the novels, and 

literary scholars now recognize the 

important role the genre played in the 

history of American writing. 

① the influence of dime novels on 

American history

② the evolution and impact of American 

dime novels 

③ the popularity and readership of 

American dime novels

④ the changes of American dime 

novels’ contents and forms 

⑤ the emergence and background of 

American dime no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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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the context of SNS, media literacy 

has been argued to be especially 

important in order to make users aware 

of their rights when using SNS tools, 

and also help them acquire or reinforce 

human rights values and develop the 

behaviour necessary to respect other 

people’s rights and freedoms. With 

regard to peer-to-peer risks such as 

bullying, this last element is of particular 

importance. This relates to a basic 

principle that children are taught in the 

offline world as well: ‘Do not do to 

others what you would not want others 

to do to you.’ This should also be a 

golden rule with regard to SNS, but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it is much 

more difficult to estimate the 

consequences and potential serious 

impact of their actions in this 

environment. Hence, raising awareness 

in children from a very early age about 

the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SNS and 

the potential long-term impact of a 

seemingly trivial act is crucial.

① SNS 사용시 사소한 행동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②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 의식을 갖도록 

SNS 활동을 권장해야 한다.

③ 아이들이 미디어 정보 소통 능력을 갖기 

위해 SNS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④ 아이들은 미디어를 통해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인식하게 된다.

⑤ 아이들은 모두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미디어 정보 소통 능력을 가져야 한다. 

12.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The new companies penetrated into 

distant lands, and brought back their 

products, many of which were new 

and unknown: tomatoes, potatoes, 

cocoa, green beans, and corn.

The modern world began as the “Age of 

Discoveries.” The great voyages of 

Spanish and Portuguese explorers, such 

as Christopher Columbus (1492), Vasco 

da Gama (1498), and Ferdinand Magellan 

(1519), opened up new trade routes to 

the Americas, Africa, and India. ( ① ) 

This was the beginning of ocean travel. 

( ② ) Britain and other countries of 

northern Europe formed big companies, 

and each was given a certain part of the 

world to explore and exploit. ( ③ ) By 

the 17th century, the Dutch dominated 

the world’s trade, with the French and 

the English as their closest rivals.  ( ④ ) 

All three nations opened up the tropical 

lands of the East and West Indies, and 

imported sugar, tobacco, tea, and 

coffee into Europe. ( ⑤ ) During the 

19th century, the Industrial Revolution 

led to greater production, and the 

pattern of world trade started to become 

what it is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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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In Britain, it has been over 250 years 

since the forests provided the last 

refuge for wolves trying to escape the 

all-out war that was waged against 

them. ① What is it about this animal 

that, in some people, arouses such 

intense feelings of fear and hate? ② Yet 

those people who have studied this 

species hold wolves in high regard, 

admiring their intelligence, devotion to 

family and skilled hunting abilities.     

③ Once the most widespread mammal in 

the northern hemisphere, the wolf now 

stands on the brink of extinction in 

many countries. ④ Buried deep in many 

people’s subconscious is the ‘fictional’ 

wolf many of us were brought up to 

fear ─ the villain of myth and fairy tale. 

⑤ Add to this the competition between 

humans and wolves for food and land, 

and the result has been a 

long-running, one-sided battle which 

has sadly made the wolf one of nature’s 

most misunderstood and persecuted 

animals.

14.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Normally, we communicate through 

language. We use speaking and writing 

to do this, choosing the most 

appropriate words for our purpose. We 

use different senses to send and 

receive these messages: sight for 

written messages or sound for spoken 

communication.

(A) In the same way, alarms or sirens 

are used in buildings to signal a fire. No 

words, but the message is clear. There 

are ambulance and police sirens, mobile 

ringtones, and signature tunes for TV 

programmes. All send us messages 

without words.

(B) There are other ways of using 

sound to communicate, of course. Have 

you ever been on a ship when they 

practice for an emergency? The 

international signal for this is three 

short blasts on a whistle. This sound 

means “Stop whatever you are doing! 

Go to the special meeting place quickly. 

Wait there for instructions. Don’t panic!” 

The sound of the whistle says all this.

(C) As well as sound, there is visual 

communication: pictures, signs, logos. 

Very often, these are excellent ways 

of communicating information, or 

instructions. A special advantage of 

them is that they are often international. 

Global communication is easy through 

pictures!

① (A) - (B) - (C)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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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er adults with more everyday 

experience are likely to use 

134(A)123 strategies according to 

problem-solving contexts while 

younger adults are likely to use a 

124(B)123 strategy across contexts.

(A)   (B)

① constant …… single

② limited …… diverse

③ various …… single

④ constant …… different

⑤ various …… diverse

15.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One important factor that influences 

the way we solve everyday problems 

is the context in which the problem 

occurs. Do we use the same 

strategies when solving a family 

conflict between two siblings as we 

do when solving a conflict over the 

leading role in a project at work? 

The answer is no. Interestingly, 

however, age differences reveal that 

younger adults are more likely to use 

a similar strategy across problem- 

solving contexts: self-action in order to 

fix the problem. Older adults, on the 

other hand, are more likely to vary their 

strategy given the problem-solving 

context. In interpersonal conflict 

problems (e.g., family conflict) they 

use more emotion-regulating strategies 

(i.e., managing their emotions) whereas 

in more instrumental situations (e.g., 

dealing with defective merchandise) they 

use self-action strategies (i.e., return 

the product). Researchers argue that 

as we grow older and accumulate 

more everyday experience, we become 

more sensitive to the problem context 

and use strategies according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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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The French Revolution had many 

far-reaching effects ─ the abolition of 

the monarchy and the nobility. There 

is, however, one often overlooked, 

unintended consequence. Prior to the 

revolution, the enjoyment of the arts 

was the almost exclusive province of 

the nobility and aristocracy. Those with 

financial means were able to become 

“patrons” of artists, who would create 

art for their benefactors. As a result, 

the artists who received payments from 

wealthy patrons for their work rarely 

had the opportunity to show their work 

to the general public. Although not all 

artists had patrons, very few exhibited 

their work to the masses, and in any 

case, the best paintings and other 

“objets d’art” would almost invariably be 

snatched up by a wealthy collector. 

Wealthy collectors conspired to deny    

PPPPPP by buying all available art work 

of any quality.  The general public was 

quite deliberately excluded from any 

access at all to the artistic 

masterpieces. The change took place in 

Paris and elsewhere in France following 

the revolution. Over a period of years, 

what were previously just extensive 

private collections opened their doors to 

the wider public, which allowed both the 

common man and woman to have a 

clearer and deeper understanding of  

their own culture.

16.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the French Revolution’s effect on the 

democratization of art 

② the artists’ desire to show their work 

to the masses 

③ the significant changes in the public’s  

artistic preference 

④ the development of the arts after the 

French Revolution

⑤ the growth of popular arts after the 

French Revolution

17.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the general public’s opportunities to 

see works of art

② the artists’ own inspiration for artistic 

creation  

③ the general public’s possession of 

great works of art

④ the artists’ opportunities to show their 

works of art

⑤ the king’s desire to have works of 

art in his pa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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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Ever since she was a little girl in 

Munster, Indiana, Sue Hendrickson 

has been in a good position to find 

low-lying treasures. “I was really shy 

and always walked with my head 

down,” she says, “but my curiosity 

was strong.” Hendrickson developed 

that curiosity and her instinct for 

finding valuable things into an 

exciting job. Now (a) she is a field 

paleontologist.

(B)

Hendrickson is living in Honduras 

after she spent more than 30 years 

exploring in fossil fields and 

underwater. But it was the early 

years she spent buried in books that 

led her on (b) her adventures. She 

hopes that other girls will follow her 

lead. “Spend some time volunteering 

out in the field with professionals,” 

she recommends. “And focus on 

school. It will equip you to learn on 

your own.”

(C)

When she’s not digging for bones, 

Hendrickson dives in search of 

sunken treasure. (c) She has been 

working with a team excavating the 

palace of Cleopatra off the coast of 

Alexandria, Egypt. The royal court 

sank underwater in a 5th century 

earthquake. “Sharing these finds with 

the world is the biggest thrill,” she 

says.

(D)

Hendrickson became famous after 

making a colossal discovery in 

August 1990. After a long day of 

digging in South Dakota, she 

stumbled upon one of the largest and 

most complete T. rex fossils ever 

found. Fellow fossil hunters named 

the great dino Sue in (d) her honor. 

“It was as if (e) she was just waiting 

to be discovered,” Hendrickson says. 

“It took 67 million years, but we 

finally got to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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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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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ndrickson은 바다 속 유물을 발굴했다.

② Hendrickson은 자신의 분야에 평생을 바쳤다.

③ Hendrickson은 공룡 화석의 발견으로 

유명해졌다.

④ Hendrickson은 학업보다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⑤ Hendrickson의 성공 비결은 강렬한 

호기심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