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어, 영 어

2017학년도 숭실대학교 재외국민 신입학 필답고사 문제

지망학과(부) :

수험번호 :

국 어

성 명 :

7.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틀린 것은?
① 철수가 사는 데는 여기서 멀다.
② 이 책을 다 읽는 데 삼 일이 걸렸다.

문항별 배점 : <1~10> 1점 / <11~20> 1.5점 / <21~30> 2.5점

③ 날씨가 추운 데 외투를 입고 나가거라.
④ 약국에 가서 머리 아픈 데 먹는 약을 사 오너라.
※ <1~10> 다음 문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각 1점)

⑤ 용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1. 두 낱말의 관계가 다른 것은?
8.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바르게 쓰인 것은?
① 시계 : 초침

② 농기구 : 호미

③ 망원경 : 렌즈

④ 선풍기 : 날개

① 그게 친구로써 할 말이니?
② 아니오, 제가 안 그랬어요.

⑤ 온도계 : 수은주

③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할께.
④ 요컨데 실력이 있어야 성공한다.
⑤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연필이다.

2. ‘군’의 의미가 다른 것은?
① 군것

② 군밤

④ 군살

⑤ 군침

③ 군불
9.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되는 문장은?
① 너는 절대로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

3. 한 낱말을 이루는 두 요소의 구성 방식이 다른 것은?
① 꽃꽂이

② 달맞이

④ 팔걸이

⑤ 해돋이

② 부지런한 그의 형이 제일 먼저 일어났다.
③ 영희 어머니께서 배와 감 두 개를 주셨다.

③ 액막이

④ 철수는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고 싶어 한다.
⑤ 아름다운 그녀의 목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4. 한자어의 구성 방식이 다른 것은?
① 길흉(吉凶)

② 배반(背反)

④ 표리(表裏)

⑤ 희비(喜悲)

10. 어법상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③ 빈부(貧富)

① 공부와 우정,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
② 어린이들 중에는 단것만을 즐겨 먹어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③ 인간은 자연에 복종하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하면서 살

5. 문장 안에서 밑줄 친 말이 높이는 대상이 다른 것은?

아간다.

① 그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④ 속담의 특징은 교훈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비유를 사

② 그는 매일 부모님께 문안을 드린다.

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③ 나는 할아버지를 뵙는 게 무서웠다.

⑤ 언어는 문화의 산물이며, 인간은 언어를 통해 또 다른

④ 아버지께서 아침 진지를 잡수고 계신다.

문화를 창조하고 축적한다.

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여쭈어라.
※ <11~20> 다음 문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각 1.5점)
11.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6. 밑줄 친 ‘대로’의 쓰임새가 다른 것은?
① 동이 트는 대로 떠나겠다.

<보

② 선생님 좋을 대로 하십시오.

∎ 굴러 온 (

③ 아는 대로 천천히 설명해 보세요.

∎ 남의 (

④ 듣던 대로 그의 눈매는 날카로웠다.

∎ 못 먹는 (

⑤ 예상했던 대로 시험 문제는 까다로웠다.

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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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
)에 말뚝 박기

② 돌

) 찔러 보는 심사

③ 무

④ 수박

⑤ 호박

<뒷면에 계속>

12.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속담은?
<보

① ㉠은 앞뒤 문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항의했더니’
로 고쳐야겠어.

기>

② ㉡은 전체를 개괄하는 진술이므로 글의 맨 앞으로 옮

∎ 이제 왕실은 미약하옵고 외적은 강성하온데 군사를 일으
킴은 (

겨야겠어.

) 같사오니 한낱 새알이 어찌 천 근 무게를

③ ㉢은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 비속어이므로 ‘어찌 화가

견디오리까.

나지’로 바꿔 써야겠어.

∎ 자네는 진숙이를 만나더라도 모르는 체하고 시침을 딱
잡아떼야지 잘못 건드리면 그야말로 (

④ ㉣은 요구 사항이 아니므로 생략해야겠어.

)일세.

⑤ ㉤은 주어와의 호응을 고려하여 ‘수리하거나 교환해 주
도록’으로 고쳐야겠어.

① 자다가 벼락 맞기
② 자다가 생병 앓기

15.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않은 논증은?

③ 자는 범 코침 주기
④ 자다가 봉창 두드리기

⓵ 어떤 과학자는 점성술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수

⑤ 자는 입에 콩가루 떨어 넣기

학자는 과학자이다. 그러므로 어떤 수학자는 점성술을
믿지 않는다.

13.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통하는 한자 성어는?
<보

⓶ 성인이 가르치는 것은 어진 삶이거나 의로운 삶이다.
그런데 성인이 가르치는 것은 의로운 삶이 아니다. 그러

기>

면 성인이 가르치는 것은 어진 삶인 것이다.

정신적 가치는 그 설 곳을 잃게 되었으며, 물질적인 것이 모

⓷ 모든 과학자들은 이성적 사고를 신뢰하는 사람들이다.

든 것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물질과 부가 모든 것을

모든 철학자들도 역시 이성적 사고를 신뢰한다. 따라서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문화를 잃게 되며, 삶의 주체인 인격

모든 과학자들은 결국 철학자들인 셈이다.

의 균형을 상실하게 된다. 그 뒤를 따르는 불행은 더 말할 필

⓸ 고통이 무엇인지 아는 어떤 사람들은 근심이 많다. 그

요가 없다.

런데 삶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고통이 무엇인지를

① 명약관화(明若觀火)

② 목불식정(目不識丁)

③ 선견지명(先見之明)

④ 언어도단(言語道斷)

안다. 따라서 삶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⓹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가정의 일에 충실하거나 직장의

⑤ 이심전심(以心傳心)

일에 충실한 사람이다. 그런데 당신은 직장의 일에 충실
한 사람이다. 따라서 당신은 가정의 일에는 충실하지 않
은 사람이다.

14. 소비자 보호 기관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한 글의 초고
이다. 고쳐 쓰려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품명

휴대전화

모델명

JGN-2016

구입한 지 1년도 안 된 전화기를 두 번이
나 수리를 받았는데 또 같은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시 서비스 센터에 찾아가서
제대로 고쳐지지 않았다고 ㉠항의했지만,

‘아들이 돌아온다. 아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아무
개는 ㉠전사했다는 통지가 왔고, 아무개 아무개는 죽었
는지 살았는지 통 소식이 없는데, 우리 진수는 살아서
오늘 돌아오는 것이다.’
생각할수록 어깻바람이 날 일이었다. 그래 그런지 몰

그제야 본사로 보내 부품을 교체하겠다더
및

군요. 전화기를 맡긴 뒤, 약속한 날이 되

라도, ⓐ박만도는 여느 때 같으면 아무래도 한두 군데

불만 사항

어 찾으러 갔더니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앉아 쉬어야 넘어설 수 있는 용머리재를 단숨에 올라채

며칠 뒤에나 다시 오랍니다. ㉡전화기 고

고 만 것이다. 가슴이 펄럭거리고 허벅지가 뻐근했다.

장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런 성의 없는 서

그러나 그는 고갯마루에서도 쉴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자

비스 태도야말로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

… (중략) …

다. 소비자로서 이와 같은 처사에 ㉢어케

“아부지!”

열받지 않겠습니까?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만도는 깜짝 놀라며 얼른 뒤를

㉣어제는 제 친구도 같은 문제로 불편을

요구 사항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업

돌아보았다. 그 순간, 만도의 두 눈은 무섭도록 크게 떠

체가 신속히 제품을 ㉤수리하거나 교환받

지고, 입은 딱 벌어졌다.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옛날과

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달여

같은 진수는 아니었다.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

동안 낭비한 시간과 엉뚱하게 들인 수리비

서 있는데, 스쳐 가는 바람결에 ㉡한쪽 바짓가랑이가 펄

도 보상받고 싶습니다.

럭거리는 것이 아닌가?
만도는 눈앞이 노오래지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한참

확인

취소

동안 그저 멍멍하기만 하다가, 코허리가 찡해지면서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도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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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면에 계속>

17. ㉠∼㉤을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에라이, 이놈아!”

① ㉠ : 진수가 전쟁터에 나갔었음을 알 수 있다.

만도의 입술에서 모지게 튀어 나온 첫 마디였다. 떨리

② ㉡ : 한쪽 다리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는 목소리였다. 고등어를 든 손이 불끈 주먹을 쥐고 있

③ ㉢ : 만도가 진수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었다.

④ ㉣ : 장애를 안고도 꿋꿋하게 살아온 만도의 강인한

“이게 무슨 꼴이고, 이게?”

생명력을 상징한다.

“아부지!”

⑤ ㉤ : 힘들지만 만도와 진수 부자가 고난을 극복할 것

“이놈아, 이놈아!”

이라는 암시가 담겨 있다.

… (중략) …
18. 위 글에 사용된 방언이나 속어의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개천 둑에 이르렀다. ㉢외나무다리가 놓여 있는 시냇

것은?

물인 것이다. 진수는 딴 걱정이 되었다. 물은 그렇게 깊
① 인물들의 순박한 성격을 드러낸다.

은 것 같지 않지만, 밑바닥이 모래흙이어서 지팡이를 짚
고 건너가기가 만만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었다. 외나무

② 토속적인 분위기 형성을 도와준다.

다리 위로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가 없고…….

③ 인물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④ 현실에 순응하지 않는 강한 신념을 드러낸다.

진수는 하는 수 없이 둑에 퍼지고 앉아서 바짓가랑이

⑤ 익살을 통해 슬픈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를 걷어 올리기 시작했다. 만도는 잠시 멀뚱히 서서 아
들의 하는 양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진수야, 그만두고 자아 업자.” 하는 것이었다.
“업고 건느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니가? 자아, 이거 받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라.”
제임슨 러브록은 지구의 대기 조성에서 산소가 어떻
게 21퍼센트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심
이 있었다. 산소 농도가 조금이라도 더 높아진다면 강력
한 산화력 때문에 지구 생명체들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반대로 그 이하로 내려간다면 산소 부족 현
상에 시달릴 수 있다. 화성이나 금성에서는 나타나지 않
는 특성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지구는 가장 큰 차원의 생명이 아닐까?’
러브록은 넓은 우주에 떠 있는 푸른 지구별을 마음속
에 떠올렸다. 그 모습은 그동안 지구의 식물과 동물, 미
생물 등의 개체 수준에서 설명해온 생명이라는 개념을
뛰어넘게 했다. 러브록은 지구 전체 차원에서 지구 생명
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지구가 범지구적 차원에서 생명을 조절하고 있다면,
지구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생명체가 분명
했다. 이렇게 보면 지구의 껍질을 이루는 지각과 암석도
지구 생명의 일부였다. 이것은 달팽이 집이 달팽이의 일
부인 것과 마찬가지였다. 러브록에게 살아 있는 지구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그 무엇이 아니었다.
머릿속을 떠도는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체였다.
러브록의 가이아(Gaia)는 살아 있는 지구가 지닌 아름
다운 생명력을 잘 보여준다.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수많
은 존재들이 서로 상호관계를 맺으며 이들이 전체적으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지구 생명의 특성이 바로 가이아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가이아는 단순히 개체 생명
들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개
념이다. 이제 우리는 가이아를 통해 지구와 인류의 관계
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 가이아가 지구 전체의 생명
이라면 그 일부인 인간도 지구의 생명과 무관하지 않다.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우리가 가이아라는 이름을 부를 때, 가이아는 인
간의 위치는 어디이며 인간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말없이 대답하고 있는 듯하다.

고등어 묶음을 진수 앞으로 민다.
“…….”
진수는 퍽 난처해하면서 못 이기는 듯이 그것을 받아
들었다. 만도는 등어리를 아들 앞에 갖다 대고 하나밖에
없는 팔을 뒤로 버쩍 내밀며,
“자아, 어서!”
진수는 지팡이와 고등어를 각각 한 손에 쥐고, 아버지
의 등어리로 가서 슬그머니 업혔다. 만도는 팔뚝을 뒤로
돌려서 아들의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다. 그리고
“팔로 내 목을 감아야 될끼다.” 하는 것이었다. 진수
는 무척 황송한 듯 한쪽 눈을 찍 감으면서 고등어와 지
팡이를 든 두 팔로 아버지의 ㉣굵은 목줄기를 부둥켜
안았다. 만도는 아랫배에 힘을 주며 ‘끙!’하고 일어났다.
㉤아랫도리가 약간 후들거렸으나 걸어갈 만은 하였다.
외나무다리 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만도는 속으로
‘인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
상을 잘못 타고나서 진수 니 신세도 참 똥이다, 똥.’
이런 소리를 주워 섬겼고, 아버지의 등에 업힌 진수는
곧장 미안스러운 얼굴을 하며,
‘나꺼정 이렇게 되다니, 아부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없
지. 차라리 내가 죽어 버렸더라면 나았을 낀데…….’
하고 중얼거렸다.
- 하근찬, <수난이대>

16. ⓐ와 ⓑ에 드러난 만도의 심리 변화로 적절한 것은?
① 기대 → 좌절

② 기쁨 → 불안

③ 불안 → 기대

④ 불안 → 희망

⑤ 안도 →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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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임슨 러브록의 핵심적인 주장은?

③ (나)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시의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① 산소 농도의 유지는 생명 유지의 관건이다.

④ (나)의 화자는 무욕(無慾)의 공간 속에서 갈등을 겪지

② 생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양하다.

않고 있다.

③ 지구는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이다.

⑤ (가)와 (나)는 기다림과 인내라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④ 가이아에 의해 인간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있다.

⑤ 지구는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유기체처럼 기능한다.
22. ⓐ가 의미하는 것과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은?
20. ㉠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열대림 지역에 리조트를 건설한다.
② 소진될 때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한다.
③ 재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④ 미생물의 경제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핵발전소를 건립한다.

굿거리장단이 주악(奏樂)으로 나온다. 음악에 맞추어 덩실덩
실 춤을 추면서 붉은 더거리 입은 초란이가 등장하면 따라서
유색 저고리와 치마를 입은 제밀지, 짧은 흰 치마저고리를 입

※ <21~30> 다음 문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각 2.5점)

어서 허리가 드러난 할미, 패랭이 쓰고 검은 더거리를 입고는
한쪽 가랑이를 걷어 올리고 한 손에 채찍을 든 말뚝이, 털이

[21~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있는 수피제관(獸皮製冠)을 쓰고 유복(儒服)을 입고 지팡이를
든 청보양반, 갓 쓰고 흰 두루마기를 입고 부채를 든 젓양반,

(가)

갓 쓰고 평상복을 입은 갓양반이 등장한다. 모두 적당한 곳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서서 음악에 따라 덧배기춤을 춘다.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청보양반: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쉬―.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읜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주악이 그친다. 따라서 할미와 제밀지는 퇴장하고 어릿광
대인 젓양반, 갓양반, 초란이는 춤을 추다가 엉거주춤 일렬
로 서고, 말뚝이는 청보양반을 마주 보고 선다.

청보양반: 소년당상(少年堂上) 아이 도령 좌우로 늘어서서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말 잡아 장고 메고 소 잡아 북 메고 안성맞춤 꽹과리 치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고 운봉내기 징 치고 술 거리고 떡 치고, 홍문연(鴻門宴)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옵내다.

높은 잔치 항 장군이 칼춤 출 때 마음이 한가하여 자리

모란이 피기까지는,

에 비기 앉아 고금사(古今事)를 곰곰 생각할 때, 어데서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응박 캥캥 하는 소리 양반이 잠을 이루지 못하여 나온
짐에 말뚝이나 한번 불러 보자. 이놈 말뚝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어릿광대 일동(젓양반ᆞ갓양반ᆞ초란이): (제각기) 말뚝
아, 말뚝아.

(나)

청보양반: 쉬―. (㉠말뚝아 부르면서 흥청거리는 어릿광

벌목정정(伐木丁丁)이랬거니 아람도리 큰 솔이 베혀짐

대들의 면상을 탁탁 친다.)

즉도 하이 골이 울어 멩아리 소리 쩌르렁 돌아옴 즉

어릿광대 일동: (제각기) 아야, 아야.

도 하이 다람쥐도 좃지 않고 뫼ㅅ새도 울지 않어 깊
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조
히보담 희고녀! 달도 보름을 기달려 흰 뜻은 한밤 이

굿거리장단이 나온다. 음악에 맞추어 덧배기 춤을 모두
어울리어 한바탕 춘다.

골을 걸음이랸다? 웃절 중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청보양반: (지팡이를 두르면서) 쉬―. (음악, 춤 그친

웃고 올라간 뒤 조차히 늙은 사나히의 남긴 내음새를

다.)

줏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

말뚝이: 동정(洞庭)은 광활하고, 천봉만학(千峰萬壑)은 그

리우노니 오오 ⓐ견듸랸다 차고 올연(兀然)히 슬픔도

림을 그려 있고, 수상부용(水上芙蓉)은 지당(池塘)에 잔

꿈도 업시 장수산(長壽山) 속 겨울 한밤내―

잔한데, 양류천만사(楊柳千萬絲) 번유춘광(繁柳春光) 자

- 정지용, <장수산 1>

아내니 별유천지(別有天地) 비인간(非人間)이라, 어데서

* 올연히 : 홀로 우뚝하게

말뚝이 부르든지 나는 몰라, 말뚝이 문안이오. 말뚝이 문
안 받으면 양반 머리가 툭 터진다. (㉡채찍으로 양반의

2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면상을 탁 친다.)

① (가)는 수미상관식 표현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청보양반: 벼룩이 뛴다.

② (가)는 역설의 표현기법을 통해 삶의 복합적인 면모를

어릿광대 일동: (덩달아 나서며) 벼룩이 툭, 벼룩이 툭.
청보양반: 쉬―. 이놈 말뚝아, 잔말 말고 인사나 탱탱 꼬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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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위 글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라 올려라.

<보

말뚝이: (젓양반과 갓양반을 가리키며) 이 양반은 그 누

기>

구시오? 저 양반은 누구시오? 평양 감사 갔던 청보 생원

원양반: (교만할 정도로 점잖은 체하며 재담조로) 소년 당상

님이올씨까?

애기 도령님은 좌우로 벌려서서 소 잡아 북장메고, 말 잡아
장구 메고, 개 잡아 소고 메고, 안성맞춤 깽수 치고, 운봉내기

청보양반: 청보 생원님은 이 양반이 청보 생원님이다.
㉢이놈 말뚝아, 저 밑에 선 저 도령님이 남 보기에는 빨

징 치고, 술 거르고, 떡 치고, 홍문연 높은 잔치, 항장이 칼춤

아 놓은 김치 가닥 같고, 밑구멍에 빠진 촌충(寸蟲) 같아

출 때 이내 몸은 흔글흔글하여 석탑에 비겨 앉아 고금사를 곰

도 평양 감사 갔을 때에 놓은 도령님이니, 인사나 탱탱

곰 생각할 때, 홍각대명을 우쭌우쭌 갈 놈들이 양반의 칠륭

꼬라 올려라.

뒤에 응모갱갱 하는 소리 양반이 잠을 이루지 못하여 이미 금
란차로 나온 김에 말뚝이나 불러보자. 이놈 말뚝아, 말뚝아-

말뚝이: 예, 올소이다. (손에 쥔 채찍으로 일동의 면상을
그으니 모두 아야 아야 소리를 치고 ‘이놈 말뚝아―’

(원양반, 말뚝이 춤. 풍악 계속하다 그침.)

하면서 오쫄거린다.)

말뚝이: (공손히 읍하고 일어서며) 예-이-, 예-옳소. (재담조
로) 동정은 가을 가고 천봉만학은 그림을 그려 있고, 양류 천

… (중략) …

만사는 각유춘풍을 자랑하고 탐화봉접은 춘락에 하늘하늘 별

청보양반: 쉬―. (음악, 춤 그친다.) 이놈 말뚝아―.

유천지요, 비인간이라. 어디서 말뚝이를 부르고 계시는지 말뚝

말뚝이: ㉣예, 소인은 상놈이라 이놈 저놈 하지마는 내

이 문안이오. 문안 아홉 가지, 평안 아홉 가지, 이구 십팔 열

집 근본 들어 보소. 우리 선조 칠대 팔대 구대조께옵서

여덟 가지 문안을 잘못 받으면 생원님의 혀가 쑥 빠질 것이

는 벼슬이 일품(一品)이라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조 판

오. (원양반․ 말뚝이 춤이 시작되므로 풍악 당분간 계속하다가

서(吏曹判書)도 더럽다고 아니하고, 육대 오대 사대조께

그침.)

- <통영오광대>

옵서는 좌우승지(左右承旨)를 지내시니 그 근본이 어떠
하오?

① 위 글과 <보기>에는 권위적인 인물과 권위를 깨는 인

청보양반: 이놈, 네 근본 제쳐 두고 내 근본을 들어 보아

물이 등장한다.

라. ㉤기생이 여덟이요, 아내가 열둘이요, 마호군(馬護軍)

② 위 글과 <보기>의 대사는 조금씩 다르나 말하고자 하

이 스물이요, 농노군이 서른이라. 그 근본은 어떠하노?

는 내용은 유사하다.

말뚝이: 허허허허 …… 그 근본 자아니 좋소.

③ 위 글에는 ‘쉬’라는 말이 등장하여 특정 기능을 수행하

- <고성오광대>

지만 <보기>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④ 위 글과 <보기>의 말투로 보아 당시 서민들이 한문 투

23. <보기>는 위 글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그 설명이 적

의 말을 선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절한 것을 골라 묶은 것은?
<보

⑤ 위 글에는 중심 인물 외에 보조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보기>에는 대립하는 두 인물만 등장한다.

기>

ㄱ. 공간의 이동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26. 청보양반의 대사 중 ‘쉬―’의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ㄴ. 춤과 음악, 대사로 이루어진 공연 예술이다.
ㄷ. 지위가 역전되면서 인물이 우스꽝스럽게 된다.

① 음악과 춤을 멈추게 한다.

ㄹ. 두 계층의 첨예한 갈등을 웃음으로 해결하고 있다.

② 춤에서 대사로 전환되는 경계가 된다.

ㅁ. 서민층의 비속어와 양반층의 한자어가 함께 나타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③ 관객의 관심을 집중시켜 몰입하게 만든다.
④ 이야기를 끝내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③ ㄴ, ㄷ, ㅁ

⑤ 또 다른 내용의 대화가 전개되는 것을 알려 준다.
[27~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행위들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가의 여부는 도
① ㉠ : 인물이 가볍고 경거망동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덕 법칙이 의지를 직접 규정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② ㉡ : 양반을 무시하며 은근히 조롱하는 태도를 찾을

즉 의지가 도덕 법칙을 따라 행위 할 때에만 도덕성이

수 있다.

확립된다. 그러나 의지가 도덕 법칙을 좇아 규정되더라
도 어떤 감정이 매개되어야만 한다면 그런 행위는 도덕

③ ㉢ : 비속어를 사용하여 오히려 양반의 권위를 추락시

성을 가질 수 없다. 행위가 도덕 법칙 때문에 일어나는

킨다.

것이 아니라면, 비록 그 행위가 도덕 법칙에 어긋나지

④ ㉣ : 자신이 과거에는 능력 있는 존재였음을 부각시켜

않아 적법성을 갖기는 해도 도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양반에게 인정받고자 한다.

는 말이다.

⑤ ㉤ : 부끄러운 일을 자랑삼아 늘어놓음으로써 스스로가

물론 인간이 반드시 도덕적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

희화화되고 있다.

은 아니다. 인간의 행위의 동기는 다양하다. 행위의 동
기란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주관적으로 규정하는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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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절대적이고 지고지선한 신이 존재한다면, 그런

28. 도덕성에 관한 규정 가운데 올바른 것은?

신의 의지에는 도덕 법칙 이외의 아무런 다른 동기도

⓵ 의지가 도덕 법칙에 부합한다는 적법성을 갖기만 하면

덧붙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의 경우는

도덕성은 성취된다.

그렇지 않다. 도덕 법칙이 의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

⓶ 도덕성은 결코 감정에 의해 기초되어질 수 없으며, 이

기 위해서는 도덕 법칙이라는 객관적 근거 외에 어떤

성에 근거해서만 형성된다.

다른 것을 동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갖

⓷ 자기중심적 행복감의 충족으로 시작한 행위가 궁극적

가지 순전히 위선적인 것들이 일관성 없이 작용하게 되

으로 도덕성에 도달할 수 있다.

고, 심지어는 도덕 법칙과 나란히 이익에 따른 동기와

⓸ 내게 이익이 되는 선택과 도덕 법칙에 부합하는 선택

같은 것들이 함께 작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을 동시에 이룰 때 도덕적이다.

우리는 오직 어떤 방식으로 도덕 법칙이 동기가 되는가

⓹ 도덕 감정은 도덕을 위한 진정한 동기이며, 주관적으로

를, 그리고 그것이 동기가 됨으로써 의지의 규정에 영향

나 객관적으로 동기로서 기능한다.

을 받는 인간의 욕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데 주력해야 한다.
도덕 법칙에 의한 모든 의지 규정에서 본질적인 것은,
의지는 자유 의지로서 존재하는 가운데 감성적 충동이

29. 위 글에 부합하는 도덕적 행위의 예시는?

동시에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또 감성적 충동 일체 및

⓵ 철수는 영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와 결혼하기 전에

모든 마음의 쏠림이 도덕 법칙에 반하는 한 그것을 단

는 철저하게 도덕적인 태도로 대했다.

절함으로써 순전히 법칙에 의해 규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⓶ 일영은 도덕적이지 못한 광희에게 존경을 표할 수 없

점이다. 그런데 마음의 모든 쏠림과 일체의 감성적 충동

으므로 일관되게 경멸의 태도로 대했다.

은 감정에 기초한 것이고, 마음의 쏠림을 부정하고 단절

⓷ 상철은 기존 약속을 그대로 지키면 손해가 나지만 약

하는 작용 즉 감정에 대한 부정적 작용 역시 감정으로

속을 지키는 것이 도덕적이므로 손해를 감수했다.

나타난다. 이처럼 도덕 법칙이 우리의 의지의 규정 근거

⓸ 우희는 자신만 희생하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 모두에게

로 작용하여 우리 마음의 모든 쏠림을 방해할 때, 고통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이성적 확신에 따라 스스로

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감정이 일어난다. 마음의 쏠림이나

를 희생했다.

감성적 충동을 충족시킬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

⓹ 영희는 어느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고 공정

있는데, 이런 행복은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가지며, 자신

한 방법을 활용하여 모두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에 대한 만족에서 나오는 것이다. 도덕을 추구하는 실천

자신의 도덕성을 유지했다.

이성은 이러한 사적인 성격의 만족을 전적으로 단절시킨
다.
도덕 법칙과 합치하는 마음씨만이 인격적이라 불릴
수 있는 가치의 첫째 조건이다.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
은 지성적 근거에서 발생하는 감정이며, 이 감정은 우리

30. <보기>의 전제들에서 결론이 도출되기 위하여 추가되
어야만 하는 새로운 전제는?

의 일체의 경험과 무관하게 인식되는 유일한 감정이다.
이 감정은 도덕 감정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우리의 마

<보

음의 모든 쏠림의 기초에 놓여 있는 감성적 감정은 우

기>

[전제]

리가 존경이라고 부르는 그런 감각의 조건이기는 하지

∎ 칸톤 씨는 교수이거나 변호사이다.

만, 이런 감정 규정의 원인은 순수한 실천이성 안에 놓

∎ 모든 변호사는 검은 가방을 갖고 다닌다.

여 있다. 그래서 이 감각은 그 근원에 있어서 정념적일

∎ 칸톤 씨는 갈색 가방을 갖고 다닌다.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실천적으로 작동된 것이라 일컬어
져야 한다. 그래서 법칙에 대한 존경은 도덕을 위한 동

∎ 칸톤 씨는 크로아티아인이거나 폴란드인이다.

기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덕 자체이며, 주관적으

∎ 어느 폴란드인도 외국 경험이 없다면 생선회를 먹을
줄 모른다.

로 동기로 보인 것이라고 해야 한다.

∎ 외국 경험이 있는 교수들은 모두 검은 가방을 갖고
다닌다.

27. 다음 설명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⓵ 의지는 도덕 법칙을 따를 수도 있고 마음의 쏠림을 따

[결론]

를 수도 있다.

∎ 칸톤 씨는 크로아티아인 교수이다.

⓶ 도덕 법칙이란 의지를 규정하여 그 행위를 도덕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① 칸톤 씨는 생선회를 먹을 줄 안다.

⓷ 동기란 행위를 규정하는 의지의 근거를 주관적으로 규

② 어떤 변호사들은 교수가 될 수 있다.

정할 때 쓰는 말이다.

③ 칸톤 씨는 외국 경험을 하지 않았다.

⓸ 도덕적 존경심은 감정이기는 하지만 그 근거가 정념이

④ 크로아티아인의 일부는 생선회를 먹을 줄 안다.

아니라 이성 안에 있다.

⑤ 생선회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폴란드인이 아니거나

⓹ 인격적이라는 가치는 우리의 마음이 행복이라는 도덕

외국 경험을 했다.

감정과 함께할 때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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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39] It is very odd that no one is afraid of the word
“dance” and no one would object to the phrase “let’s
go dancing,” but mention “ballet” and people start
complaining. These social __________ come from
several misconceptions and from certain historical
facts.
① prejudices
② organizations ③ adventures
④ regulations ⑤ necessities

문항별 배점: [31-40] 1점 / [41-50] 1.5점 / [51-60] 2.5점
[31-35] Choose the word closest in meaning to the
underlined part. (문항당 1점)

[40] It’s easy to assume that dreams are nothing but
neural __________: a series of random scenes and
images that distract us while we sleep. But modern
neuroscience tells a different story—namely, that
dreams can prime us to be spiritual, in one form or
another.
① standard
② nonsense
③ science
④ proof
⑤ danger

[31] Recently, the United Kingdom voted to leave the
European Union. It seems astonishing how little force
it took to rip the fabric of the Western world. No war
was needed. No great depression.
① disappointing ② important
③ unbelievable
④ undeniable
⑤ irregular
[32] Research has shown that having purpose and
meaning in life increases overall well-being and life
satisfaction, enhances resiliency, and builds self-esteem.
① satisfies
② reduces
③ determines
④ manipulates ⑤ improves

[41-42]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문항당 1.5점)
Do you think this is just another day in your life? It’s
not just another day. It’s the one day that is given to
you today. It’s given to you. It's a gift. It’s the only gift
that you have right now, and the only appropriate
response is gratefulness. If you do nothing else but to
cultivate that response to the great gift that this unique
day is, if you learn to respond as if it were the first day
in your life and the very last day, then you will have
spent this day very well. Look at the faces of people
whom you meet. Each one has an incredible story behind
their face, a story that you could never fully understand,
not only their own story, but the story of their
ancestors. We all go back so far, and in this present
moment, on this day, all the people you meet, all that
life from generations and from so many places all over
the world flows together and meets you here like a
life-giving water, if you only ( A ).

[33] Satellite pictures taken at night show North
Korea in utter darkness. The lack of light is a matter
of electricity. Outside the capital, Pyongyang, North
Korea has virtually none of it.
① naturally
② practically
③ rarely
④ accidentally ⑤ possibly
[34] When it comes to producing world-class
research, the U.S. is losing its edge because of
belt-tightening that is limiting medical innovation.
① identity
② trust
③ respect
④ advantage
⑤ resource
[35] While super vision is not unusual in animals, it is
estimated that the condition affects only one percent
of human beings.
① influences
② assists
③ develops
④ protects
⑤ destroys

[41]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ts in (A)?
① spend an ordinary day
② open your heart and drink
③ spread your wings and fly to them.
④ prolong your sense of social obligation
⑤ know how to respect your ancestors

[36-40] Choose the most appropriate word for each
blank. (문항당 1점)
[36] Of the 10.5 million new jobs created by the
manufacturing sector between 1989 and 2010 in India,
nearly two-thirds were informal jobs. For India’s
young people, these __________ translate into a
desperate struggle to find secure employment.
① approaches ② considerations
③ imbalances
④ impressions ⑤ achievements

[42] What is the mood of this passage?
① skeptical
② gloomy
③ mysterious
④ inspiring
⑤ sensational
[43-44]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문항당 1.5점)
Mary Shelley traveled through Europe in 1814, journeying
along the River Rhine in Germany with a stop in
Gernsheim, 17 kilometers away from Frankenstein Castle,
where, two centuries before, an alchemist was engaged in
experiments. Later, she traveled in the region of Geneva,
Switzerland—where much of the story of Frankenstein
takes place—and the topic of galvanism and other similar
occult ideas were themes of conversation among her
companions, particularly her lover and future husband,
Percy Shelley. Her companions decided to have a
competition to see who could write the best horror story.
After thinking for days, Mary Shelley dreamed about a
scientist who created life and was horrified by what he
had made, and her dream later evolved into the novel’s
story.

[37] Diabetes tends not to arrive __________. When
David was 11 months old, his mother noticed that in
the span of just one week, her once lively son became
faint. He lost weight and had a severe thirst.
① quietly
② perfectly
③ suddenly
④ consciously ⑤ early
[38] Psychologists tell us that lying is a characteristic
human behavior and happens for two reasons: to
receive rewards and/or to avoid punishment. Whether
we lie depends on our __________ of the rewards and
punishment.
① criticism
② preparation ③ endurance
④ ignorance
⑤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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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enstein is infused with elements of the Gothic
novel and the Romantic movement. At the same time, it
is an early example of science fiction. Brian Aldiss has
argued that it should be considered the first true science
fiction story because, in contrast to previous stories with
fantastical elements resembling those of later science
fiction, the central character “makes a deliberate decision”
and “turns to modern experiments in the laboratory” to
achieve fantastic results. It has had a considerable
influence in literature and popular culture and began a
complete genre of horror stories, films and plays.

[46]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① People tend to decide whether they will trust a
stranger almost instantly.
② Computers can create a better story about the human
emotions than humans can.
③ In general, the facial traits are not related with
character.
④ People tend to judge others by their facial traits.
⑤ People are bad at capturing the true meaning of facial
expressions.

*galvanism: 전기, 전기요법
*occult: 신비로운, 비밀의

[47-48]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문항당 1.5점)
Fukushima means “blessed island” in Japanese. Yet five
years after the triple tragedy of earthquake, tsunami and
nuclear meltdown—the natural disaster itself claimed
nearly 16,000 lives—the region remains in miserable
condition. Around 100,000 people are still homeless, their
land poisoned by the nuclear fallout from the accident at
Fukushima Daiichi power plant. The accident will take
decades to clean up.
A 2012 commission authorized by the Japanese
parliament blamed the nuclear crisis on a combination of
careless management, failed emergency procedures and a
culture prone to unquestioning obedience. Yet it wasn’t
until February, 2016 that the first criminal charges—the
official negligence leading to death—were brought against
former executive at Tokyo Electric Power Co., the utility
that ran the plant. Last October, the Japanese government
for the first time awarded workers’ compensation to a
man subcontracted for the cleanup effort at the disabled
Fukushima Daiichi plant. After more than a year at
ground zero, he developed leukemia. It’s hard to
definitively prove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radiation
and disease, whether physical or mental. But whatever
the science says, Fukushima locals know their blessed
island is now a term for hardships.

[43] Which of the following is best for the title?
① Mary Shelley’s Journey through Europe
② Frankenstein Castle: An Attractive Site for Tourists
③ The Competition for the Best Horror Story
④ The Birth and Influence of Frankenstein Story
⑤ How the Legend of Science Fiction Disappeared
[44]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① The story of Frankenstein mainly took place in
Gernsheim.
② An alchemist in Frankenstein Castle introduced to
Mary Shelley a new experiment.
③ Frankenstein was based on Percy Shelley’s dream of a
life-giving scientist.
④ The early examples of science fiction were the base
of Mary Shelley’s story.
⑤ Frankenstein’s influence has been great enough to
start a new genre in literature and films.
[45-46]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문항당 1.5점)
“The truth was written all over her face.” “The eyes are
the window to the soul.” From our sayings, you would
think that we could read faces like open books. In fact,
the skill has more in common with dancing, or writing
poetry: People tend to think they can do it better than
they actually can.
Most of us can’t distinguish between certain
expressions without some clues. In one study,
participants were unable to tell whether faces in photos
were showing pain or extreme pleasure about 25 percent
of the time. In another, when people watched silent
videos of the same person experiencing pain and faking
pain, they couldn’t tell which was which. A computer was
correct 85 percent of the time. Computers were also
better ( A ) telling that a person was smiling out of
mild frustration rather than genuine delight.
And yet, as bad as we are at reading expressions, we
jump to all kinds of conclusions based on people’s faces.
We might scoff ( B ) the ancient Greek belief in
physiognomy, but we unknowingly practice it daily.
Recent research shows that while there’s practically no
evidence that faces reveal character, we nonetheless
behave as if certain features signal certain traits. People
with stereotypically “feminine” facial features seem more
trustworthy; those with lower eyebrows appear more
dominant. In another study, people were ready to decide
whether an unfamiliar face should be trusted after looking
at it for just 200 milliseconds. Even when given a chance
to look longer, they rarely changed their mind.
*physiognomy: 관상학, 인상학

[45]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ts in (A) and (B)?
① at
② in
③ for ④ with
⑤ on

*leukemia: 백혈병

[47]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mentioned as the
cause of Fukushima disaster?
① improper management of power plant
② nuclear meltdown
③ tsunami
④ earthquake
⑤ spread of disease
[48]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① Nearly 16,000 people died from nuclear meltdown
only.
② The cleanup of the accident will be finished within a
decade.
③ Fukushima Daiich company authorized a commission to
investigate the crisis.
④ Cultural factor was one of the causes of nuclear
crisis.
⑤ Tokyo Electric Power Co. began compensation for
workers.
[49-50]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문항당 1.5점)
After the movers had taken the furniture and the boxes,
after I had swept the floors and picked up pieces of
trash, once the house was empty of everything but dust
and echoes, I turned off my cell phone and took from my
pocket a stone I had found in the garden several days
before. Not a large stone, but a pleasing one. I had
selected it at the prompting of an old friend who had
suggested ( A ) the house with a special ritual, the
ritual of the Memory Stone.
The idea is to take a stone that you like and walk
through the house and gardens, projecting your mem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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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o it. At the end, you take the stone to an artisan and
have it made into something you carry. I wasn’t sure it
would work, but I had decided to try it. One of the
things that scared me about leaving the house was the
idea of leaving behind all the memories, the memories of
32 years, embodied there. Perhaps this offered a way to
capture them, to take them with me somehow.
I started downstairs, in the room where, as a child, I
used to practice the violin. At first, the memories didn’t
come easily. But after just a few minutes, that changed.
Suddenly, the room was not empty: It was crowded with
people I hadn’t seen for years. Objects I had forgotten,
such as the slippery foam mattress that served as a bed
for friends who came to sleep over when I was a kid,
came back to mind. Our family cat—long dead—was a tiny
kitten again, hiding under the radiator.

[53-54]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문항당 2.5점)
The revolution that ended the reign of beards occurred
when Alexander the Great prepared for a decisive final
battle with the Persian emperor for control of Asia.
Before the battle, he ordered his men to shave. Yet in
ancient Greek culture, a smooth chin on a grown man had
been taken as a sign of weakness or degeneracy. What
can explain this unprecedented command? When the
commander Parmenio asked the reason, according to the
ancient historian Plutarch, Alexander replied, “Don’t you
know that in battles there is nothing handier to grasp
than a beard?” But there is ample cause to ( A )
Plutarch’s explanation. Stories of beard-pulling in battles
were myth rather than history. Plutarch and later
historians misunderstood the order because they
neglected the most relevant fact, namely that Alexander
had dared to do what no self-respecting Greek leader
had ever done before: shave his face, likening himself to
Heracles, rendered in painting and sculpture in the
immortal splendor of youthful, beardless nudity.
Alexander wished above all, as he told his generals
before the battle, that each man would see himself as a
crucial part of the mission. They would certainly see this
more clearly if each of them looked more like their
heroic king.

[49]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ts in (A)?
① cleaning up
② saying of goodbye to
③ greeting
④ doing away with
⑤ building up
[50] Which of the following best describes the speaker’s
mood?
① bored
② embarrassed
③ irritated
④ reflective
⑤ indifferent

*unprecedented: 전례 없는

[51-52]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문항당 2.5점)
Reading is not a skill, but an act. The child sees written
words all around him; he sees that (A) the older people
look at those words, use them, get meaning from them.
Those words make things happen. One day (if we give
him a chance) he decides that he wants to find out what
those words say and mean, and that he can and will find
out. At that instant, and with that decision, he begins to
read. Not to “learn to read,” but to read. Of course, at
first, he doesn’t do it well. He may not even be able to
read one word. But if he is allowed (as few children
are) to continue to do it, to seek out in his own way
and for his own reasons the meaning of written words,
with only as much help as he may ask for; if this task
which he has set himself isn’t taken from him and
replaced with a lot of fragmented and meaningless tasks
invented by (B) someone else and done on their
command; if he is not convinced by (C) adults (as many
children are) that he is not able to do this task he has
set for himself, to figure out what written words say, but
must “get” reading from (D) a teacher as a patient gets
a shot from (E) a doctor; if he is very lucky, and none
of these bad things happen, he will be reading well in a
short time, perhaps even in a matter of months.

[53]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ts in (A)?
① accept ② spread ③ believe ④ omit

⑤ doubt

[54] What was the true reason that the Alexander the
Great ordered his men to shave?
① To prevent their beards from being grasped
② Because of the commander Parmenio’s request
③ To increase their courage during the battle
④ To make them healthier
⑤ Because of Heracles’ order
[55-56]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문항당 2.5점)
Colors have huge impact on people today. Waves of
colorful light surround us everywhere at every moment.
The minute we open our eyes in the morning, colors
enter our mind.
( A )
Amid all of these colors, people are focusing on the
health effects. Recently, the area of color therapy is
booming. The energy and the character of color are
utilized in psychotherapy and other medical treatments.
( B )
In Korea, there are main five colors: red, yellow,
blue, white and black. These five colors represent the
five major organs and are used to heal the body by
matching the appropriate color to the corresponding
organ: blue for liver; red for heart; yellow for spleen;
white for lungs; and black for kidneys. In the past
Koreans applied these colors through food and herbs to
maintain their health. Later on, the traditional color
therapy was applied to the decoration of homes as well.
( C )
In ancient Egypt, the pharaohs painted their eyes in
blue. Blue is a symbol of wealth and power, but people
also believed it has the ability to cure eye diseases. So
for a long time it was a common color for eye makeup.
In India, colors are also used to treat the body. It is
believed that yellow food like curry helps prevent
stomach disease.
( D )

*fragmented: 단편적인, 조각난

[51] Which of the following is contextually different
from the others?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52] Which of the following can be inferred from the
passage?
① The baby should learn reading skills before he begins
to read.
② People never separate an act from the skills involved
in the act.
③ Anyone doing a difficult task well is using a variety
of wisdom.
④ It is possible for a child to read well without a help
from a teacher.
⑤ Teaching a difficult act requires breaking it into many
separate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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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step toward beauty is making the body
healthy. Many people neglect the importance of color but
only focus on the act of using makeup. If we focus on
color as a healing element, then all kinds of colored
makeup can be regarded as tools for healing.
( E )
*spleen: 쓸개

[55] Which one is the best place for the following
passage?
Not only psychological illnesses but physical diseases
are being treated with colors. These therapies are
being used to complement treatments such as surgery
or medication. Thus, color can be used as the means
of assistance like alternative medicine.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56]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① We can hardly escape from colors in daily life.
② The area of color therapy has been used since ancient
times.
③ Koreans have used color to heal the bodily organs.
④ The Egyptians have matched the red color to eyes.
⑤ Making body healthy is the beginning of beauty.
[57-58]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문항당 2.5점)
It’s the near future. A self-driving car is rushing its
passengers down a country road when, suddenly, a
handful of pedestrians stroll into its way. There’s no
easy way out: Either the car runs through them or it
avoids them and run into a tree, killing those riding
inside. What would you rather it do?
If you’re like the people surveyed for a recent study,
“The Social Dilemma of Autonomous Vehicles,” you’d
probably like the car to spare the pedestrians—unless you
happened to be riding inside. This natural urge for
self-preservation creates a social dilemma that could
delay the adoption of the emerging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the authors of the study wrote, perhaps
needlessly doom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to
preventable traffic deaths.
Things got more ( A ), though, when participants
were asked whether the government should require
driverless cars to minimize pedestrian deaths at the
expense of passengers, and if they would buy a car
programmed to do so. People liked the idea of
autonomous cars that would kill one pedestrian to save
10 others. They also liked the idea of other drivers
owning cars that would sacrifice passengers to protect
pedestrians. But they were less likely to want to own
such a car themselves or to support the government
enforcing this kind of sacrifice. Overall, the respondents
were nearly three times less likely to buy a car designed
to let the occupants die to save pedestrians than one
with no such programming.

[58]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① A majority of respondents prefer owning a
self-driving car that will protect the pedestrians first.
② Respondents tend to change their opinions about
self-driving car when their own self-preservation is
concerned.
③ Respondents think that in general situations
pedestrians should be protected first.
④ Respondents tend to believe that there is a situation
in which pedestrians may be sacrificed.
⑤ Self-driving cars may prevent many people from
possible traffic deaths.
[59-60]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문항당 2.5점)
Advertisers really like to run ads that claim a product is
“new and improved.” While what constitutes a “new”
product may be subject to some regulation, “improved” is
a subjective judgement. A manufacturer changes the
shape of its stick deodorant, but the shape doesn’t
improve the function of the deodorant. That is, changing
the shape doesn’t affect the deodorizing ability of the
deodorant, so the manufacturer calls it “improved.”
Another manufacturer adds ammonia to its liquid cleaner
and calls it “new and improved.” Since adding ammonia
does affect the cleaning ability of the product, there has
been a “material functional change” in the product, and
the manufacturer can now call its cleaner “new,” and
“improved” as well. Now the ( A ) words “new and
improved” are plastered all over the package and are the
basis for a multimillion-dollar ad campaign. But after six
months the word “new” will have to go, until someone
can dream up another change in the product. Perhaps it
will be adding color to the liquid, or changing the shape
of the package, or maybe adding a new dripless pour
spout. The “improvements” are endless, and ( B ).
*deodorant: 탈취제

[59]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ts in (A)?
① neutral
② cunning
③ illegal
④ sensitive
⑤ psychological
[60]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ts in (B)?
① no consumer is safe
② the regulation will be weakened
③ so are the new advertising claims and campaigns
④ the marketing strategy will be more superficial
⑤ products will become cheaper

- The End -

[57]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ts in (A)?
① delayed
② strengthened
③ complicated
④ appreciated
⑤ 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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