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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망학과(부) :

수험번호 :

국 어

7. 관용구 “(

성 명 :

)이 넓다”에서 (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

지 않은 말은?
① 낯

② 발

③ 가슴

④ 오지랖

⑤ 목구멍

8. ‘뵈-/봬-’의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1~10> 다음 문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각 1점)

① 할머니를 오랜만에 뵈서 정말 반가웠다.
1. 두 단어의 관계가 가장 다른 것은?

② 어제 길을 가다가 우연히 교수님을 뵀다.

① 산 : 바다

② 삶 : 죽음

③ 그분을 뵈니 새삼스럽게 옛날 생각이 났다.

③ 높음 : 낮음

④ 더위 : 추위

④ 이번 주말에는 옛 은사님을 뵈러 갈 생각이다.
⑤ 교장 선생님, 방학이 끝난 후에 학교에서 봬요.

⑤ 미혼 : 기혼

9. ‘먹다’의 쓰임새가 가장 다른 것은?

2. 두 단어의 관계가 가장 다른 것은?
① 곤충 : 나비

② 단어 : 음절

① 그는 약속을 까맣게 잊어 먹어 버렸다.

③ 갑각류 : 가재

④ 인문학 : 철학

② 집주인 노릇도 이제는 해 먹기 힘들구나.
③ 성호는 야구공으로 이웃집 유리창을 깨 먹고 말았다.

⑤ 종교 : 기독교

④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을 굳게 먹고 볼 일
이다.

3. 밑줄 친 말이 잘못 쓰인 것은?

⑤ 그는 시골 사람들의 순진함을 이용해 먹는 장사치에

① 그 배우는 성대모사를 참 잘한다.

불과해.

② 냇물에 발을 담갔더니 무척 시원했다.
③ 큰일을 치뤘으니 몸살이 날 만도 하다.

10. ㈎와 ㈏가 짝을 이룰 때, (

④ 퀴즈의 정답을 맞히면 상품을 드립니다.

) 안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나도 그 일은 뜻밖이라 몹시 곤혹스럽다.
㈎ 구속 - 해방 - 자유
㈏ 질병 - (
) - 건강

4. 단어 중에 있는 ‘되-’의 의미가 다른 것은?
① 되감다

② 되넘다

④ 되새기다

⑤ 되직하다

③ 되짚다
① 단련

5. 밑줄 친 단어 중 신체의 내장과 관련이 없는 말은?
① 담이 크다

② 오금이 저리다

③ 부아가 치밀다

④ 비위가 상하다

② 수리

③ 치유

④ 해결

⑤ 해탈

※<11~20>다음 문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각 1.5점)
11. 다음 속담은 일상에서 어떤 상황의 특성을 표현한 것
이다. 옳게 짝지어진 것은?

⑤ 배알이 뒤틀리다

㈎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싸움 잘하는 놈 매 맞아 죽는다.

6.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되는 문장은?
① 경희는 냇가의 작은 조약돌을 주웠다.

① ㈎ - 고의성

㈏ - 도덕성

② 그는 웃으면서 걸어오는 연희를 봤다.

② ㈎ - 상관성

㈏ - 고의성

③ 영민이는 민숙이와 우리 집을 방문했다.

③ ㈎ - 상관성

㈏ - 인과성

④ 비가 많이 와서 손님들이 다 오지 않았다.

④ ㈎ - 우연성

㈏ - 도덕성

⑤ 민수와 소연이가 일 년 전에 만나 사귀다가 헤어졌다.

⑤ ㈎ - 우연성

㈏ - 인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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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에 계속>

12. 어법에 맞고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14. 자기의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잘 드러낸 것은?

① 브라질 대표팀이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변

① 나는 나의 몇 가지 취미 중에서도 여행을 가장 좋아한

이 넓고 튼튼한 바탕이 있기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선수

다. 다른 취미들로는 화초 가꾸기와 기타 연주하기가 있

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이다.

고, 가끔은 친구들과 농구를 하기도 한다. 그래도 그 중
에서 여행만큼 즐거운 일이 없다.

② 월드컵 경기뿐만 아니라, 월드컵 경기가 펼쳐지는 기간
동안 붉은 악마의 거리 응원이 또다시 펼쳐질 것인가에

② 나는 나의 몇 가지 취미 중에서도 여행을 가장 좋아한

대해서도 뜨거운 관심이 일고 있다.

다. 여행가들이 쓴 책을 보면 나는 언제나 상상에 빠져

③ 현재 유럽의 역사는 수많은 역사가들과 그것을 알고

들어서, 여행이 그들에게 주는 감성이 얼마나 큰가를 짐

싶어하는 대중들과의 토론과 의사소통을 통한 검증 속에

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글을 얼마나 실감나게

서 역사적 진리에 접근해 가고 있다.

묘사하느냐가 관건이다.

④ 한국의 목욕탕은 1970년대 경제 개발이 그러했듯, 하

③ 나는 나의 몇 가지 취미 중에서도 여행을 가장 좋아한

늘을 찌르는 거대한 굴뚝을 겸비한 형상으로 일과 여가

다. 다른 것들과 달리 궁금했던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를 구분할 수 없었던 산업화 과정의 실상이 상징적으로

접할 수 있고, 새롭게 다가오는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드러난다.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행에서
돌아오면 새로운 의욕으로 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다.

⑤ 수많은 절경을 돌아본 이후 자신의 주관적 감성을 통
해 제련, 가공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자신의 심미 이상

④ 나는 나의 몇 가지 취미 중에서도 여행을 가장 좋아한

및 정감을 녹여 부어 넣음으로써 자연의 산이 가슴속의

다. 여행지에서는 대개 낯선 사람을 만나곤 하는데, 서로

산, 종이 위의 산으로 전화시켰던 것이다.

잘 모르는 사이임에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
면, 무척 조심해야 할 사람도 만나게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⑤ 나는 나의 몇 가지 취미 중에서도 여행을 가장 좋아한
다.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모두가 여행을 자주 할 수 있
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각자의 몫이고 횟수를 조절하

13. 글의 기술 방식이 가장 다른 것은?

면 될 일이다. 따라서 반드시 여행을 자주 가야만 취미

① 산등성이로 올라서자 아래쪽에 작은 마을의 집들이 점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 번을 가더라도 얼마나

점이 흩어져 있는 게 한눈에 들어왔다. 가물거리는 지붕

의미 있는 여행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위로 간신히 알아볼 만큼 가느다란 연기가 엷게 퍼져 흐
르고 있었다.
② 로디니아 대륙은 8억 3000만 년 전에 갈라져 5억

15. 다음 대화에서 ‘영호’의 문제점은?

7000만 년이 되면 커다란 로렌시아 대륙과 발티카 대
륙, 그리고 아주 작은 수많은 대륙들로 갈라지고 바다는
이아페투스라는 거대한 대양을 형성했다.

정식
영호
정식
영호

우리 점심 먹으러 같이 갈래?
난 아직 아침도 안 먹었어.
그래, 마침 잘 됐네. 같이 근처 식당에 가자!
같이 가고 안 가고보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
지 않을까?
정식 : 그럼 같이 점심 먹으러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
다는 거야?
영호 : 난 아직 아침도 안 먹었다니까!

③ 지각범주화란 고등한 뇌에서 발생하는 가장 기초적인
과정들 중 하나로서, 이 세계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다. 이 능력을 가진 동물은 신체와 환경에서 나오는 온
갖 신호들을 의미 있는 배열로 빚어서 적응성 있는 행동
의 근거로 삼는다.
④ 원래 ‘다중인격장애’라고 불리던 상태는 수십 년 전부
터 심리 진단 목록에 들어 있지만 정신의학자들 사이에

:
:
:
:

서도 진단이 분분하다. 다중인격장애에 대한 여러 사례
는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연민이 섞인 따뜻한 감정으

① 자기의 생각은 있지만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로 대중매체에 자주 소개됐지만, 90년대 말에는 엄청난

② 상대방의 잘못을 들어 반박하고 논리적으로만 따져서

비판에 휩쓸리기 시작했다.

대응한다.

⑤ 뉴런의 신경 회로를 구현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 수

③ 자신의 생각을 정하지 못하고, 남의 말에 무조건 동조

상돌기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제기한다. 우선 수상돌기

하려 한다.

자체가 누수가 심한 도선이다. 신호가 세포체에 성공적

④ ‘아침’과 ‘점심’의 의미에 집착한 나머지, 대화에는 관

으로 도달하려면 수상돌기의 입력 지점과 세포체의 거리

심이 없다.

가 짧아야 한다. 짧은 거리를 여행하는 신호일수록 먼

⑤ 묻는 사람의 의도에 따른 대답을 하지 않고 자신의 생

곳에서 입력된 신호보다 사멸할 확률이 낮을 것이다.

각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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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면에 계속>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표기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깨끗이’와
‘깨끗히’ 중 올바른 표기가 무엇인지, 편지를 ‘부친다’와
‘붙인다’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구별이 쉽지 않다.
‘깨끗이’처럼 부사의 끝 음절 소리가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는다고 규정하여 ‘깨끗이’만을 사용
하도록 정한 것이 한글 맞춤법이다. 즉 한글 맞춤법은 어
떤 생각을 글로 표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막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규범이다.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에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
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 하였다. 이 조항은 우선 한글 맞춤법의 표기 대상이

<보
ㄱ.
ㄴ.
ㄷ.
ㄹ.

기>

비유를 통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출발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③ ㄴ, ㄷ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표준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소리 나는 대
로 적는 표음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뜻을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 단어의 기본 형태를 밝혀 적는 표의주의를
적절하게 조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얽히고설키다’는

자녀와 함께 가족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보다
훌륭한 교육법은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밥상머리
는 아이들에게 바른 인성을 길러 주고 삶의 지혜를 가
르쳐 주는 살아 있는 교육의 장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캐서린 스노 박사 연구팀은 3세
자녀를 둔 83개 가정을 대상으로 2년간 아이들의 언어
습득 능력을 연구했다. 결론은 “밥상머리 교육의 힘은

‘얽다’라는 기본형이 있으므로 어법에 맞게 ‘얽히다’를
적고, ‘설키다’는 ‘섥다’라는 단어가 없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표준어를 현재 발음하고 있는 대로 충실히 적는다는
것은 표음문자인 한글로서는 당연한 규정이다. 그런데

크다.”는 것이었다. 연구 기간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습득
한 어휘는 2000여 개. 이 중 책읽기를 통해 얻는 단어

이렇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발음대로만 적는다면 독
서의 능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꽃이, 꽃도’를 ‘꼬치, 꼳도’로, ‘같다, 같으니’를 ‘갇다, 가
트니’로 표기하면 언어 현상은 분명히 드러나지만 언어

는 140여 개인 반면, 가족 식사 중 배운 단어는 1000개
가 넘었다. 초등학교 진학 후에도 가족 식사 횟수가 많
은 아이들일수록 학업 성적이 높았다. 1980년대 진행된
연구 결과이다.
컬럼비아 대학교 약물 오·남용 예방센터(CASA) 연구
에 따르면 가족과 식사를 자주 하지 않는 청소년의 흡
연 비율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4배나 높다. 음주와
마리화나를 하는 경우도 2배가량 많았다. 부모와의 ㉡유
대 역시 가족과 식사를 많이 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좋았다. 엄마와의 유대 지수는 1.5배, 아빠와
의 유대 지수는 2배가량 더 높았다.
미네소타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과 식사를 많
이 하는 아이일수록 과일과 야채 등 칼슘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먹었고, 탄산음료나 당분이 들어
간 음식의 섭취율이 낮았다. 하버드 대학교 의대가
1996년 1만 60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식습관을 연
구한 결과 가족과 매일 저녁을 먹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매일 과일과 야채를 한 끼분 이상을
더 먹었다. 반면에 튀김류나 탄산음료의 섭취 비율은 절
반밖에 안 돼 비만 ㉢방지에 큰 효과가 있었다.
일찌감치 우리 선조들은 밥상머리 교육의 효과를 높
이 샀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밥상머리에서 비롯된 습관
이 아이의 인성 전반을 ㉣규정한다고 믿은 듯하다. 소
학(小學), 사소절(士小節), 여사서(女四書), 내훈
(內訓) 등에는 아이들의 식사 예절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담겼다. 아이들의 유학 입문서인 소학에서는 밥
상머리 교육과 관련해 제일 먼저 오른손으로 식사하는
법을 가르쳤다. 대가족이 좁은 밥상에 함께 모여 식사를
했기 때문에 왼손으로 먹을 경우 옆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자유가 타인에겐 피해
가 될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 일종의 윤리 교육이었던
셈이다. 이 밖에도 “남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는 배불리
먹지 않으며, 손으로 반찬을 집어먹지 않는다. 부모님이
병환 중일 때 고기를 실컷 먹지 않고, 얼굴빛이 변하도
록 술을 마시지 않는다. 밥을 조금씩 자주 뜨고 많이 씹

의 규칙성을 세울 수가 없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꽃, 같다’와
같이 하나의 개념을 같은 표기로 적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법에 맞도록’ 하는 표기이다.
‘가깝다’의 활용에서 모음조화의 원칙을 지킨다면 ‘가
까와’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인 발음을 중시하여 소리
나는 대로 ‘가까워’로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발음을 중
시한 표기이다. 이에 비해 ‘일찍이, 더욱이’와 같이 부사
에 ‘-이’가 붙어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일찌기, 더우기’로 적지 않고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인데, 이것은 의미를 중시한 표기이다.
옛날에는 아예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으나, 능률적인
독서를 위해 한글 맞춤법에서는 띄어쓰기를 규정하였다.
“나물좀다오.”, “오늘밤나무사온다.”는 문장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모호해진 것이다. 국어에서
는 단어를 띄어쓰기의 단위로 삼고 있다. 한 단어는 독
립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어를 한 덩어리로 써야
만 얼핏 보아서도 그 개념을 파악할 수 있고, 글을 읽는
데도 능률적이다. 그러나 조사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그 앞의 단어에 붙여 쓴다.

16. ‘한글 맞춤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표준어에 대한 표기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② 독서 능률 향상을 위해 띄어쓰기를 규정하고 있다.
③ 의미 파악을 위해 현실적인 발음보다 원형을 밝히는
것을 중시한다.
④ 소리대로 적는 것과 어법에 맞게 적는 것을 적절히 조
화시키고 있다.
⑤ 표기 규정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꾀할 목
적으로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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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원망하는 말이,
“톱도 잘못 당기고, 네 콧소리에 보화가 변하였는가 싶

고, 식사 후엔 생강을 씹어 냄새를 없앤다.” 등 예의범절
을 가르쳤다.
유대인의 ㉤저력도 밥상머리 교육에서 비롯됐다. 유대
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면서도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2%를 배출했다. 이런 유대인들은 식사시간마
다 가족들이 유대인들의 지혜를 ㉥총망라한 탈무드에
대해 얘기하고 토론한다. 설사 밥 먹는 도중 아이가 잘
못했더라도 꾸중은 나중에 한다.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
로 대우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토요일에 음식점과
유원지, 박물관 등이 거의 문을 닫는다. 버스 등도 운행
하지 않고 택시를 타려면 30% 할증요금을 내야 한다.

으니 소리를 일병 하지 말라.”

하니, 째보 삯 받기에, 한 말도 못하고 그리하라 하니,
놀부 일변 돈 백 냥을 주어 보내고, 또 한 통 타고 보니
무수한 노승이 목탁을 두드리며 나와 하는 말이,
“우리는 강남황제 원당시주승(願堂施主僧)이라.”
하니, 놀부놈이 어이없어 돈 오백 냥을 주어 보내거늘,
째보 하는 말이,
“지금도 내 탓이냐?”
하고 이죽거리니, 놀부 이 형상을 보고 통분하여 성결에
또 한 통을 따 오니, 놀부 아내 말리는 말이,
“제발 덕분에 켜지 마오. 그 박을 켜다가는 패가 망신할

자연스럽게 온 가족이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정
의 날이 되는 것이다.

것이니 덕분에 마오.”

놀부놈이 하는 말이,
“소사(小邪)한 계집년이 무슨 일을 아는 체하여 방정맞

18. 위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게 날뛰는가?”

①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는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

하며 또 켜고 보니, 요령소리 나며 상제 하나가 나오며,
“어이, 어이, 이보시오, 벗님네야. 통자 운을 달아 박을

② 서양과 달리 우리의 전통적인 교육은 인격 도야에 중
점을 두고 있다.

헤리라. 헌원씨(軒轅氏) 배를 무어 타고 가니 이제 불통

③ 서양의 교육은 건강과 같이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가

코, 대성현(大聖賢) 칠십 제자가 육례를 능통하니 높고

르치는 데 치중했다.

높은 도통이라. 제갈량의 능통지략 천문을 상통지리를 달

④ 우리의 전통 교육은 식사 중의 침묵을, 유대인의 교육

통하기는 한나라 방통(龐統)이요, 당나라 굴돌통(屈突通),

은 대화를 권장했다.

글강의 순통(純通)이요, 호반(虎班)의 전통통(箭筒通)이

⑤ 유대인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가 많은 것은 그들의 교

요, 강릉 삼척 꿀벌통, 속이 답답 흉복통, 호란의 입식통

육이 우리의 교육에 비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立食桶), 도감 포수 화약통, 아기 어미 젖통, 다 터진다.
놀부의 애통이야, 어서 타라. 이놈, 놀부야! 네 상전이 죽

19. ㉠의 ‘머리’의 의미와 가장 비슷한 것은?

었으니, 네 안방을 치우고 제물을 차려라.”

하며 애고, 애고 하거늘, 놀부 하릴없어 돈 오천 냥을
주어 보내고,
<중략>
놀부 생급살을 맞고도 동산으로 올라가서 박 한 통을
따 가지고 내려와서 하는 말이,
“째보야, 이 박을 타고 보자.”

① 뱀의 꼬리가 되느니 용의 머리가 되겠다.
② 그를 만날 때마다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③ 그에게는 그럴 만한 용기도 주변머리도 없었다.
④ 할머니는 항상 밭머리에 앉아 무언가를 하곤 했다.
⑤ 성적이 좋은 걸 보니, 그는 남다른 머리를 가지고 있

하니, 째보 생각하되 낌새를 본즉 탈 박도 없고 날찍이
없는지라, 소피하러 감을 핑계하고 밖으로 빼니라. 놀부
하릴없어 종을 데리고 박을 켜고 보니, 아무 것도 없고
박 속이 먹음직한지라, 죽을 끓여 맛을 보고 하는 말이,
“이런 국 맛은 본 바 처음이로다.”

는 것 같다.
20. 밑줄 친 단어 ㉡~㉥의 의미가 잘못 풀이된 것은?
① ㉡유대 : 둘 이상을 연결하거나 결합하게 하는 것.

하며 ‘당동 당동’하다가 미쳐서 또 집 위에 올라가 보니,
박 한 통이 있으되 빛이 누르고 불빛 같은지라, 놀부 비
위 동하여 따 가지고 내려와 한참 타다가 귀를 기울여
들으니, 아무 소리 없고 전동네가 몰씬몰씬 만져지거늘,
놀부 하는 말이,
“이 박은 농익어 썩어진 박이로다.”

② ㉢방지 :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음.
③ ㉣규정 : 잘못을 바로잡아서 고침.
④ ㉤저력 : 속에 간직하고 있는 든든한 힘.
⑤ ㉥총망라 : 전체를 모아 포함시킴.

하고 십분의 칠팔분을 타니, 홀연 박 속으로서 광풍이 대
작하며 똥줄기 나오는 소리 산천이 진동하는지라. 왼 집
이 혼이 떠서 대문 밖으로 나와 문틈으로 엿보니 된똥,
물지똥, 진똥, 마른똥 여러 가지 똥이 합하여 나와 집 위
까지 쌓이는지라. 놀부 어이없어 가슴을 치며 하는 말이,
“이런 일도 또 있는가? 이러한 줄 알았다면 동냥할 바가

※<21~30>다음 문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각 2.5점)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놀부 마음에 흐뭇하여 매통에 열 냥씩 정하고 박을
켠다.
“슬근슬근 톱질이야.”

지나 가지고 나왔더라면 좋을 뻔하다.”

힘써 켜고 보니, 한 떼 가얏고쟁이 나오며 하는 말이,
“우리 놀부 인심이 좋고 풍류를 좋아한다 하기에 놀고

하고, 뻔뻔한 놈이 처자를 이끌고 흥부를 찾아가니라.

가옵세.”

<흥부전(경판 25장본)>

둥덩둥덩, 둥덩둥덩하거늘, ㉠놀부가 이를 보고 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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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로 흐른다.”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다. 관측자의 운동
속도가 빠를수록 시간은 더욱 천천히 흐른다. 다시 말
해서, 시간은 뉴턴의 생각과 달리 절대적인 양이 아니
었던 것이다. 뉴턴은 시간이 전 우주에 걸쳐 동일한
속도로 흐르고 있으며, 지구에서의 1초는 화성이나 목
성에서의 1초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같다고
생각했다. 뉴턴의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이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시간은 우주의 각 지점마다 다른 속도로
흐르는 ‘상대적인 시간’이었다.
㈏ 아인슈타인의 새로운 발견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
다. 그는 관측자의 운동 속도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면 물체의 길이와 질량, 에너지 등도 속도에 따

① 욕심 많은 놀부의 몰락 과정을 보여준다.
② 째보는 약삭빠르게 자신의 잇속을 챙기고 있다.
③ 사회적 강자가 악인을 벌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④ 아내는 앞으로 이어질 사건을 예상하는 현실적인 인물
이다.
⑤ 과장된 표현, 익살 등을 통해 비극적인 상황을 해학적
으로 처리하고 있다.
22. ㉠의 놀부의 행동에 해당하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刻骨痛恨(각골통한)

② 責人則明(책인즉명)

③ 七顚八起(칠전팔기)

④ 他山之石(타산지석)

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 달리는
자동차는 이동 방향으로 길이가 줄어든다. 그리고 속
도가 빠를수록 수축되는 정도도 커진다. 이 현상은 흔
히 로렌츠-피츠 제럴드 수축(Lorentz-Fiz Gerald
contraction)이라 불린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물체는
질량이 증가한다. 속도가 광속에 이르면 시간은 느리
게 가다 못해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며, 길이는 0으

⑤ 虛張聲勢(허장성세)
23. 위 글의 마지막 장면은 판소리로 전승되면서 <보기>와
같은 내용이 덧붙여지기도 한다. <보기>에 대한 설명으

로 줄어들고 질량은 무한대가 된다. 물론 이것은 존재
하지 않는 세계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빛을 제외

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한 어떤 물체도 광속과 같다거나 더 빠른 속도로 움직
일 수 없다는 또 하나의 놀라운 결론을 내렸다.
㈐ 뉴턴이 중력 법칙을 발견하여 천체의 움직임과 사
과의 움직임을 하나의 통일된 이론으로 설명한 것처
럼,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을 ‘시공간(spacetime)’
이라는 하나의 체계 속에 통합시켰다. 뿐만 아니라, 그
는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교환될 수 있는 양임을 간파
하여 이들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성공했다. 물체의 속
도가 빠를수록 질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운동에 의한
에너지가 물질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에너
지가 질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뜻이며, 그 반대 현
상도 가능하다. 그리하여 이를 유명한 공식 E=mc2으
로 표현하는데, 이 식에 의하면 극소량의 질량이라 해
도 일단 에너지로 변환되면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로써 별이 그토록 오랫동안 빛과 열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설명되었다.

그때의 흥보가 물을 떠다가 저의 형님 전에 드리고, 사
족을 모도 주물러서 일어내켜 노니, 놀보가 그제야 인자
겨우 정신이 돌아와서,
“아이고 동생!”
“아이고 형님, 곤욕이 심하셨지요?”
“아이고, 이 사람아, 동생! 내가 전사에 모든 허물되고
잘못된 일을 동생 부디 용서하소.”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오? 제가 잘못되야 그리 된 일
이지요. 형님, 제 살림도 많사오니 서로 인자 절반씩 반분
하야 한집에서 우애허고 삽시다. 형님.”
“그러세마는, 동생 볼 면목이 없네.”

그때여 박놀보는 개과천선을 헌 이후에 흥보 살림 반분
허여 형제간의 화목을 허고, 대대로 자식들을 교훈시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화목함을
천추만세 전하더라. 그 뒤야 뉘가 알리, 더질더질.
<흥보가(박봉술 창본)>

24. ㈎에서 제시된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전제로 하여, 아인
슈타인이 ㈏의 결론에 이르는 과정으로부터 알 수 없는

① <보기>에서는 흥부의 선행이 구체화되고 있다.

것은?

② <보기>에서는 형제간의 화해 과정이 잘 드러나고 있다.
① 아인슈타인의 생각에 의하면 질량과 에너지, 그리고 속

③ <보기>는 구비 전승되었기 때문에 내용에 변화가 일어
난 것이다.

도와 시간 등이 모두 얽혀 있다.

④ <보기>는 위 글에 비해 결말을 열어 놓아 독자의 상상

②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상대적이라는 것은, 빛보다 빠른

을 유도하고 있다.

물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⑤ <보기>의 결말은 놀부에 대한 징벌보다는, 놀부의 개

③ ‘상대적인 시간’이라는 개념에 의하면, 화성이나 목성에

과천선에 초점을 둔 것이다.

서 흐르는 시간과 지구에서 흐르는 시간의 속도가 다르다.
④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우리가 빛보다 빠른 우주선으로

[24~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날아가서 수백 년 전 과거의 지구의 모습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 1905년, 아인슈타인의 머릿속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존의 물리학을 송두리째 갈아엎는
대혁명의 전조였다. 그는 신중한 사고를 펼친 끝에,
“시간은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빠르기

⑤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모든 물체의 무게는 무한대이므
로, 적어도 속도가 두 배가 되면 이동하는 두 물체의 무
게의 차이는 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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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위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28. 각 전제로부터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뉴턴에 의하면, 무한한 시간 속에서 우주 공간이 탄생

① 친구가 많은 사람은 사교적이다. 민수는 사교적이다.

한 어떤 시점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수는 친구가 많다.

② 뉴턴에 의하면, 우리 은하계에서 흐르는 시간의 속도와

② 예술가가 되려면 괴팍해야 한다. 나는 괴팍하지 않다.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흐르는 시간의 속도는 같다.

따라서 나는 예술가가 되지 못한다.

③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시간과 공간은 별개의 것이 아니

③ 예솔이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은 소년시대이거나 메

므로, 시간과 공간이 각각 따로 탄생할 수는 없다.

가주니어야. 그런데 예솔이는 분명히 메가주니어를 좋아
해. 그러니까 예솔이는 소년시대는 싫어해.

④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별이 열과 빛을 내면 자신의 질
량이 점점 줄어들 것이므로, 영원히 빛나는 별은 없다.

④ 컴퓨터 게임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현실감이 없어지고
외톨이가 된다. 영호는 현실감이 없고 외톨이이다. 따라

⑤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서 영호는 컴퓨터 게임을 지나치게 많이 했다.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태양은 달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⑤ 칸딘스키의 그림을 보면서 내가 그 남자에게 “그림이
참 인상적이죠?”라고 했더니, 그는 “글쎄, 뭐가 뭔지
원. 영화나 보러 가죠!”라고 말했어. 그 남자는 교양이

26. 다음의 ㈎가 거짓이라면, ㈏와 ㈐와 ㈑는 각각 참인가

없는 사람이야!

거짓인가?
㈎ 숭실대학교 학생은 모두 서울시 안에 거주한다.

29. 다음은 어느 대학교의 수강규칙이다. 이 규칙을 잘못

㈏ 숭실대학교 학생 중 누군가는 서울시 안에 거주한다.
㈐ 숭실대학교 학생 중 누군가는 서울시 밖에 거주한다.
㈑ 숭실대학교 학생 중 누군가는 서울시 안에 거주하기
도 하고, 누군가는 서울시 밖에 거주하기도 한다.

① ㈏ - 참

㈐ - 참

㈑ - 참

② ㈏ - 참

㈐ - 참

㈑ - 거짓

③ ㈏ - 거짓

㈐ - 알 수 없다

㈑ - 참

④ ㈏ - 알 수 없다 ㈐ - 참

㈑ - 알 수 없다

⑤ ㈏ - 알 수 없다 ㈐ - 알 수 없다

㈑ - 알 수 없다

이해한 것은?

㈎ 모든 학생들은 수학을 수강해야 한다.
㈏ 모든 자연대학 학생들은 물리학을 수강해야 한다.
㈐ 어떤 학생도 물리학을 수강하지 않고는 천문학을 수
강할 수 없다.
㈑ 오직 물리학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만이 자연과학개
론을 수강할 수 있다.

① 수학은 이 학교의 필수과목이다.
② 자연대학 학생들은 모두 수학을 수강해야 한다.

27. <보기>는 어떤 사회의 직업에 따른 학력과 소득의 상

③ 자연대학 학생들은 자연과학개론을 수강할 수 없다.

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④ 천문학은 이 학교 자연대학 학생들만 수강할 수 있다.

<보 기>

⑤ 이 학교 학생들 중에는 물리학이나 자연과학개론 중

소득

어느 한 과목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사장
회사 임원
공무원
노동자

30. 어떤 마을의 저수지에는 물고기가 붕어, 잉어, 송사리만
산다고 한다. 이때, <보기>의 ‘ʔ’가 뜻하는 바는?
<보 기>
㈎ 보람, 승명, 세희, 준호는 붕어를 잡았다.
㈏ 도영, 보람, 준호, 송이는 잉어를 잡았다.
㈐ 기태, 도영, 선희, 준호는 송사리를 잡았다.
그러므로 ʔ는 도영, 보람뿐이다.

학력

① 같은 학력이라면 사장이 공무원보다 소득이 높을 가능
성이 크다.
② 이 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회사 임원이 공무원보다 학

① 세 종류의 물고기를 다 잡지는 못한 사람

력이 높다.

② 잉어, 송사리만 잡고 붕어는 못 잡은 사람

③ 소득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학력

③ 붕어, 잉어, 송사리 중에 적어도 하나는 잡은 사람

이 덜 중요하다.

④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잡지는 못했지만, 두 종류의 물

④ 아주 낮은 학력군의 경우에는, 사장보다 노동자가 소득

고기는 잡은 사람

이 더 높을 수 있다.

⑤ 두 종류 이상의 물고기를 잡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한

⑤ 사장을 희망하는 젊은이가 보다 높은 소득을 원한다면,

종류 이상의 물고기는 잡은 사람

학력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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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38] In its most recent estimate in 2005, the United
Nations reported that the world’s population is
approximately 6.6 billion—double the population in 1960.
① article
② assessment
③ exposure
④ update
⑤ warning

문항 별 배점 : [31-40] 1점 / [41-50] 1.5점 / [51-60] 2.5점

[39] It is unlikely that physical activity specialists can
eliminate such major risk factors as poverty, an absence
of parental involvement in someone’s life, abuse, and
undesirable role models.
① cut down
② do without
③ get rid of
④ light up
⑤ show up

[31-35] Choose the most appropriate expression for each
blank. (문항 당 1점)
[31] They say that drug use destroys the basis for
competition and threatens the health of athletes. Others,
using a hard-line law-and-order approach, favor drug
testing because they define drug use as immoral behavior
that “must be severely punished. __________. End of
discussion.”
① Excellent
② Nonsense
③ Period
④ Seriously
⑤ Typically

[40] The school officials are examining whether three
students who flunked a required course should have been
allowed to make up the class in a few days at another
campus and then return to graduate with their classmates.
① chose
② failed
③ refused
④ satisfied
⑤ took

[32] In the early years of the United States, there was
no free public education. Parents with an average income
could not ________ to send their children to elementary
school.
① afford
② agree
③ have
④ survive
⑤ think

[41-42]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문항 당 1.5점)
Natural gas is colorless, odorless, lighter than air. (A)
It may not have much impact on the senses, but as a
source of heat and power (B) it is transforming energy
markets. Around 100 AD, Plutarch, a Graeco-Roman poet,
noted the “eternal fires” in what is now Iraq. They were
probably methane gas seeping out of the ground, ignited
by lightning. Those eternal fires are now everywhere. An
unexpected boom in shale gas that has taken off in
America may well spread elsewhere and will add
massively to global gas supplies.
Shale gas—an “unconventional” source of methane, like
coal-bed gas (in coal seams) and tight gas (trapped in
rock formations)—has rapidly transformed America’s
energy outlook. At the same time discoveries of vast
reserves of conventional gas from traditional wells have
pushed up known reserves around the world. Gas is the
only fossil fuel set to increase (C) its share of energy
demand in the years to come.
The trouble with gas is that it is difficult and expensive
to transport. That used to be true of oil too, but since the
development of supertankers in the 1960s (D) it can be
shifted relatively cheaply to find a customer in the world
market. Gas needs a ready buyer and a way of delivering
(E) it.

[33] The idea for a pan-European football tournament
was first proposed by the French Football Federation’s
secretary-general Henri Delaunay in 1927, but it was not
until 1958 that the tournament was started—three years
after Delaunay’s death. In honor of Delaunay, the trophy
awarded to the champions is __________ him.
① famous for
② named after
③ presented to
④ received by
⑤ responsible for
[34] Muslims in France download sermons and join an
invisible community of worshippers at __________ mosques.
Jews in Sweden type messages that fellow believers in
Jerusalem download and insert in the Western Wall.
① actual
② foreign
③ holy
④ local
⑤ virtual
[35] Since the early 20th century, Earth’s mean surface
temperature has increased by about 0.8°C (1.4°F). Warming
of the climate system is __________, and scientists are
more than 90% certain that it is primarily caused by
increasing concentrations of greenhouse gases.
① ambiguous
② controversial
③ implicit
④ inconceivable
⑤ unequivocal

[41] Among the underlined parts, which one does NOT
refer to gas?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36-40] Choose the expression that has the closest
meaning to the underlined part. (문항 당 1점)
[36] She could hear voices in there, one of them
Charlie’s. But this time the door had been closed all the
way, and she couldn’t make out what was being said.
① convince
② expect
③ grasp
④ pronounce
⑤ tolerate

[42] According to the passage, which one is true?
① Natural gas will be the world’s sole source of energy
in the near future.
② America found the way to transport natural gas in the
1960s.
③ Buyers of gas should come up with ideas for a proper
method of payment.
④ Shale gas can be produced from different sources.
⑤ The share of natural gas in the energy market may be
greatly decreased with current transportation systems.

[37] Members of the lower classes are more likely to be
in prison, on probation, or on parole.
① have higher chances of being
② had better be
③ may be excused from being
④ might have been
⑤ would like to be

10-7

<뒷면에 계속>

[43-44]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문항 당 1.5점)
Neverisms is an anthology of nearly 2,000 quotations
that all begin with the word “Never.” They all fit into a
category of human discourse that Willard R. Espy once
described as “Dissuasive advice given with authority.” I’ve
been fascinated by these kinds of cautionary warnings for
many years, and I’m hoping you will enjoy learning more
about them as well.
History is filled with strong attempts to discourage
people from a certain practice or to dissuade them from a
course of action. And many of them begin with the word
“Never”: “Never judge a book by its cover”; “Never
confuse movement with action”; “Never dare to judge till
you have heard the other side.”
Instead of recommending that people do something,
sayings like these strongly urge people not to do—indeed,
never to do—something. The precise term for these kinds
of sayings is dehortation, the antonym of exhortation. If
you’ve never heard of the word dehortation, you have a
lot of company. It’s an obscure word that has never been
a part of everyday usage.
[43] According to the passage, which relationship will you
get with respect to the meanings of the underlined words?
① Exhortation is to dehortation as persuasion is to dissuasion.
② Dehortation is to exhortation as persuasion is to dissuasion.
③ Dehortation is to persuasion as exhortation is to dissuasion.
④ Exhortation is to dehortation as dissuasion is to persuasion.
⑤ Exhortation is to dissuasion as dehortation is to persuasion.
[44] What is Neverisms as described in the passage?
① The title of a song
② The title of a movie
③ The title of a blog
④ The title of a dictionary
⑤ The title of a book

[45-46]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문항 당 1.5점)
Ever more of life is translated into digits, sent and
recorded by an ever greater number of interconnected
machines. People browse, post, blog, tweet, e-mail and
shop. Companies and governments gather and store not
only their own secrets but also those of their customers
and citizens. Is this hyperconnected world more or less
secure than the more fragmented one it has replaced?
In some ways, more connectivity means more security.
If we are always in touch with our fellow human beings,
or gain access to information wherever we go, the world
should be safer. It is easier, for example, to find your
way around a strange city when maps and all manner of
other information can be summoned to your smartphone.
Yet to many this world is a less secure place, in which
the secrets of people, companies and governments are
open to attack by hackers and hostile states. Are the
fears overstated, or is hyperconnectivity fraught with
danger?

[45] Where do you expect the underlined activities to
happen?
① In a traditional market ② In a multiplex shopping mall
③ On the Internet
④ In a global stock market
⑤ In any public place

[46] According to the passage, which one is NOT true?
① Our daily lives are exposed to many people through
interconnected machines.
② The more connected with other people, the more
security you may get.
③ Many people are still afraid to be exposed to unknown
observers in the cyberspace.
④ Thanks to improved performances of smartphones,
people can find things they need much easier than
before.
⑤ Governments provide the more confident security
system for their citizens than private organizations.

[47-48]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문항 당 1.5점)
Throughout human history there have been many
stringent taboos concerning (A) watching other people eat
or eating in the presence of others. There have been
attempts to explain these taboos in terms of inappropriate
social relationships either between those who are involved
and those who are not simultaneously involved in the
satisfaction of a bodily need, or between those (B)
already satiated and those who appear to be shamelessly
gorging. Undoubtedly such elements exist in the taboos,
(C) but there is an additional element with a much more
fundamental importance. In prehistoric times, when food
was so precious and (D) the on-lookers so hungry, not to
offer half of the little food one had was unthinkable, since
every glance was a plea for life. Further, during those
times, people existed in nuclear or extended family
groups, and the sharing of food was quite literally
supporting one’s family or, by extension, (E) preserve
one’s self.
[47] Choose the one which is grammatically INCORRECT
among the underlined words.
① (A) watching
② (B) already satiated
③ (C) but
④ (D) the on-lookers so hungry
⑤ (E) preserve
[48] What is the topic of the passage?
① Family structure and food
② Taboos concerning eating
③ Eating habits of humans in prehistoric times
④ Inappropriate social relationships
⑤ How to support the family by sharing foods

[49-50]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문항 당 1.5점)
The Tower of Pisa is the campanile, or bell tower, of
the cathedral of the Italian city of Pisa. Construction of
the tower occurred in three stages across 177 years.
Work on the ground floor of the white marble campanile
began in 1173, during a period of military success and
prosperity. (
A
) The tower began to sink after
construction had progressed to the second floor in 1178.
(
B
) This was due to a mere three-meter
foundation, set in weak, unstable subsoil, a design that
was flawed from the beginning. (
C
) Construction
was subsequently halted for almost a century, because the
Republic of Pisa was almost continually engaged in battles
with Genoa, Lucca and Florence. (
D
) This allowed
time for the underlying soil to settle. (
E
) In 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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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resumed under Giovanni di Simone, and in an
effort to compensate for the tilt, the engineers built upper
floors with one side taller than the other. Construction
was halted again in 1284, when the Pisans were defeated
by the Genoans in the Battle of Meloria.
After a phase (1990-2001) of structural strengthening,
the tower is currently undergoing gradual surface
restoration, in order to repair visual damage, mostly
corrosion
and
blackening.
These
are
particularly
pronounced due to the tower’s age and its exposure to
wind and rain.

[5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① The river has provided a complete picture of Ljublianican
history.
② The artifacts are from diverse cultural and ethnic
backgrounds.
③ Many treasures have been collected illegally.
④ The river was a sacred place to the inhabitants living
near it.
⑤ Most of the treasures found so far are taken out from
the river.
[52]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bout the
archaeologists?
① They can explain why there are so many treasures
hidden in the river.
② Some of them want to keep the artifacts private.
③ They are competing with private collectors in selling
the artifacts.
④ They get helpful information from the location of the
artifacts.
⑤ They are working hard for international fame.

[49]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➀ The Tower of Pisa is a bell tower.
➁ The design had serious problems from the start.
➂ Military success let the construction go continuously.
➃ Some efforts were made to prevent the tower from
further tilting.
➄ The tower has suffered from climatic damages for long.
[50] Which one is the best place for the following
sentence?

[53-54]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문항 당 2.5점)
Boys are pushed to separate from their mother
prematurely. Mother is expected to “cut the apron strings”
that tie the son to her and, indeed, that connect him to
the entire family. As early as age five or six, many boys
are pushed out of the family and expected to be
independent—in school, camp, and at all kinds of activities
and situations they may or may not be ready to handle.
The problem is not that we introduce our boys to the
world; it is how we do it. We expect them to step
outside the family too abruptly, with too little preparation
and with too little emotional support. Boys are not given
enough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feelings, and often
provided with no option of going back or changing course.
We don’t tolerate any stalling or listen to any whining.
That’s because we believe that disconnection is important,
even essential, for a boy to “make the break” and become
a man. We do not expect the same of our girls. In fact, if
we forced our daughters to disconnect in the same manner
as we do boys—with so little help and guidance—we would
expect the outcome to be (A) ___________.

Otherwise, the tower would almost certainly have
toppled.
➀ (A)

➁ (B)

➂ (C)

➃ (D)

➄ (E)

[51-52]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문항 당 2.5점)
The Ljublianica river that runs through the capital of
Slovenia has yielded thousands of past relics—Celtic coins,
Roman luxuries, medieval swords—all from a shallow
12-mile stretch. Those who lived near and traveled along
the stream that winds through Ljublianica considered it
sacred. That would explain why generations of Celts,
Romans, and earlier inhabitants offered treasures—far too
many to be accidental—to the river during rites of
passages, in mourning, or as thanksgiving for battles won.
But no one is yet able to explain for certain why the
Ljublianica holds one of Europe’s richest stores of river
treasures, many of them remarkably preserved by the soft
sediments and gentle waters. Too many pieces of the
puzzle have already disappeared.
During the past two decades, sport divers have made
the river their playground, removing most of some 10,000
to 13,000 objects found so far. Even though removing
artifacts from the Ljublianica has long been illegal,
professional archaeologists have been forced to compete
with private collectors. Some divers sold their loot to
museums, others to the highest bidder. Some kept their
treasures private. Many artifacts have left the country,
untraceable. It is really a torment that few maverick
collectors know—or care—where exactly their prizes were
found. For an archaeologist, an object’s meaning comes as
much from its context—location, association with other
objects—as from the prize itself. Without context, there is
no history.

[53]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① Boys are given enough opportunity to express
feelings.
② Mothers should urge daughters to stay home until
marriage.
③ Boys will leave mothers when they are ready.
④ Father’s role is important to encourage boys to
reality.
⑤ Boys are expected to behave like an adult earlier
girls.

their
their

face
than

[54] Which of following best fits in (A)?
① traumatic
② acceptable
③ appropriate
④ satisfactory
⑤ terrific
[55-56]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문항 당 2.5점)
NEETs are in the news with new figures out today.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figure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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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ed by deputy Prime Minister Nick Clegg, who has
unveiled a work program for what he describes as
“disengaged” 16- and 17-year-olds.
The quarterly statistics, released by the Department for
Education this week, indicate that by the end of 2011 the
number of 16- to 24-year-olds not in education, work
or training in England had fallen to 958,000—a drop of
205,000 from the previous quarter, which had a record
high of 1,163,000 NEETs, the most since 2000.
This final quarter figure for 2011 is slightly higher than
the same quarter the year before, with 15.9% of all 16to 24-year-olds in England being NEET as compared to
15.6%. Figures tend to follow a seasonal pattern of lower
rates in autumn after a peak in late summer, reflecting the
academic year. By looking at the figures given below, you
can see that despite a drop in numbers from third to fourth
quarter, 2011 still finishes higher than any other year.
[55] Given the numbers in the passage, what is the
estimated population of 16- to 24-year-olds in England
as of 2011?
① About 1 million
② About 3 millions
③ About 6 millions
④ About 9 millions
⑤ About 12 millions
[56] According to the passage, which one is NOT true?
① NEETs are the students who need financial supports
from the school.
② The Department of Education is in charge of the
programs for NEETs.
③ The whole year figure for 2011 set the highest record
since 2000 in the number of NEETs.
④ The British government is trying to encourage young
people to get into the job force by offering work
programs.
⑤ The number of NEETs for each quarter of the year is
somehow influenced by school calendar.

[57-58]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문항 당 2.5점)
Guernica is a painting by Pablo Picasso. It was created in
response to the bombing of Guernica, Basque Country, by
German and Italian warplanes at the request of the Spanish
Nationalist forces during the Spanish Civil War. The
Spanish Republican government asked Picasso to create a
large wall picture for the Spanish display at the Paris
International Exposition at the 1937 World’s Fair in Paris.
Guernica shows the tragedies of war and the suffering
of individuals, particularly innocent civilians. This work has
gained a monumental status, becoming a perpetual
reminder of the tragedies of war, an anti-war symbol, and
an embodiment of peace. On completion, Guernica was
displayed around the world in a brief tour, becoming
famous and widely acclaimed. This tour helped bring the
Spanish Civil War to the world’s attention.
While living in Nazi-occupied Paris during World War II,
Picasso suffered harassment from the Gestapo. One officer
allegedly asked him, upon seeing a photo of Guernica in
his apartment, “Did you (A) do that?” Picasso responded,
“No, you (B) did.”
Guernica has become a universal and powerful symbol
warning people against the suffering and devastation of
war. Moreover, the fact that there are no obvious
references to the specific attack has contributed to making
its message universal and timeless.

[57]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① A lot of civilians were killed for no specific reason.
② Guernica was originally designed for the display at the
World Fair.
③ Guernica was on a world tour for a long time to criticize
the inhumanity of the war.
④ Picasso had a hard time under the Nazi occupation.
⑤ Picasso was against the oppression of any kind on
human beings.
[58] Which of the following best paraphrases the intended
meanings of (A) do that and (B) did?
(A) do
(B) did
① paint the picture
painted the picture
② paint the picture
bombed the city
③ take the photo
took the photo
④ take the photo
painted the picture
⑤ make the photo frame
caused the tragedy

[59-60]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문항 당 2.5점)
This nation, turning 100 years old, had no Odyssey, not
St. George slaying the dragon, no Prometheus. The
emerging American genius for making a lot of money was
a poor substitute for King Arthur and his knights. Without
a mythology, America had to manufacture its heroes. So
the mythmaking machinery of the nineteenth-century
American media created a heroic model in the cowboys of
the Wild West. The image was of the brave cattle drivers,
or of heroic lawmen dueling with six-guns in the streets
at high noon. This artificial Wild West became America’s
Illiad.
It was an image so powerful, appearing first in the
newspaper and reinforced in popular novels and later
through countless Hollywood movies, television series, and
cigarette commercials, that it entered the American
political mentality. This code of the cowboy shaped policy
and presidents, perhaps most notably Ronald Reagan.
The heyday of the cowboy lasted approximately twenty
years, from 1867 to 1887. The life was not as glamorous
or as romantically dangerous as it had been portrayed.
The modern politicians’ comparison of drug-ravaged urban
streets to the Wild West does a disservice to the West.
The famed cow and mining towns in the West had fewer
shootouts and killings in their combined history than
modern Washington, D.C. has in a few months.
[59]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ccording to the first
paragraph?
① America was old enough to boast its nameless heroes.
② America had a rich history of mythic figures.
③ American factories had created mythic figures for the
public.
④ Cowboys were used as the model of heroes for the
nation.
⑤ Lawmen were often fighting against cowboys for order.
[60]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creating and spreading the cowboy myth in America?
① Legend of the knights
② Famous politicians
③ The Wild West
④ Media
⑤ Romantic past
- The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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