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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어

6.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것은?
① 내가 곧 간다라고 말했다.
② 사과든지 배든지 다 좋다.
③ 두 살배기가 말을 참 잘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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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오늘은 웬지 도서관에 가고 싶다.
⑤ 순이는 학생으로써 자기 할 일을 하였다.

※ <1~10> 다음 문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각 1점)
7.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되는 문장은?

1. 고유어와 한자어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① 온 – 천(千)

②  - 강(江)

③ 미르 – 용(龍 )

④ 오래 – 문(門)

① 넓고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자.
② 그는 지금 화려한 넥타이를 매고 있다.
③ 정규는 나보다 책을 훨씬 더 좋아한다.

⑤ 슈룹 – 우산(雨傘)

④ 나는 형과 동생을 온종일 찾으러 다녔다.
⑤ 즐겁게 공부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가 있다.

2. 단어의 구성 방식이 가장 다른 것은?
① 논밭

② 개나리

④ 어깨동무

⑤ 고추잠자리

8. 다음은 어느 식당의 차림표이다. 잘못된 표기를 모두 고

③ 책가방

르면?
- 차림표 -

3. 다음 관용구들의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 (
• (
• (

① 귀

)을/를 거치다
)을/를 씻다
)이/가 맵다

② 눈

③ 발

④ 손

⑤ 입

㉠ 김치찌게

㉡ 돈까스

㉢ 치즈 떡복기

㉣ 육계장

㉤ 짜장면

㉥ 산채 비빔밥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9. 밑줄 친 ‘-아야’의 쓰임이 다른 것은?

4. 밑줄 친 말의 품사가 다른 것은?

① 그 일은 네가 막아야 했어.

① 매우 젊은 사람

② 사과는 이렇게 깎아야 맛있어 보여요.

② 무럭무럭 큰 나무

③ 호텔이 아무리 좋아야 제 집만 하겠소?

③ 부쩍 늙은 선생님

④ 날씨가 맑아야 야외 활동하기가 좋아요.

④ 오랫동안 산 주민

⑤ 네가 자리에 앉아야 뒷사람이 영화를 볼 수 있어.

⑤ 완전히 썩은 사과

10. 다음 속담의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

5.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절한 것은?

① 우리는 한글을 만드신 것에 감사해야 한다.
• (

② 가정 파괴 현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진단한다.

)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 남의 일은 (

③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잘 살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에도 손이 시리다.

• 닭의 새끼가 발을 벗으니 (

④ 수사에 혼선은 물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
니다.
⑤ 그의 성격은 남에게도 엄격하지만, 자신에게도 엄격한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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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춘삼월

② 삼사월

④ 칠팔월

⑤ 윤섣달

)만 여긴다.

③ 오뉴월

<뒷면에 계속>

※ <11~20> 다음 문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각 1.5점)
㉣잡와 두어리마
선면 아니 올셰라

11. 다음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으

위 증즐가 대평셩

로 가장 적절한 것은?

셜온 님 보내노니 나

그 작은 식당은 외관이 허름해서 눈에 잘 띄지도 않았
다. (

㉤가시  도셔 오쇼셔 나

) 안으로 들어가 보니 탁자가 세 개밖에 없었고

위 증즐가 대평셩

어두컴컴하기까지 했다. 한 사람이 귀찮은 듯 느릿느릿 다
가와 주문을 받고는 금세 음식을 가지고 나왔다. (
식 맛은 놀라웠다. (

) 음

)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이 먹었다.

14.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 : 의문법 어미가 들어 있다.

① 게다가, 그러나, 그리고

② ㉡ : 율격을 맞추기 위한 후렴구에 해당한다.

②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③ ㉢ : 현대어로 ‘어찌’에 해당하며 부사어이다.

③ 그리고, 게다가, 그래서

④ ㉣ : 주체를 높이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④ 게다가, 그렇지만, 그래서

⑤ ㉤ : ‘님’이 다시 돌아올 것을 원하고 있다.

⑤ 그리고, 그렇지만, 게다가
12. 다음 한자 성어의 구성 방식이 다른 것은?
① 살신성인(殺身成仁)

② 수신제가(修身齊家)

③ 수주대토(守株待兎)

④ 온고지신(溫故知新)

15. 이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고려 시대의 속요이다.
② 우리 노래 문학의 운율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③ 고려 후기에 편찬된 <악장가사>에 수록되어 있다.

⑤ 호가호위(狐假虎威)

④ 작품의 화자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성적이다.
⑤ 직서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빼어난 시적 호소력을

13. 다음 대화에서 스승이 범하고 있는 오류의 내용이라고

지닌다.

할 수 없는 것은?

스승 : 그때는 내가 젊어서 모든 일을 원리원칙대로 처리

16. 다음의 두 시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가>

하는 바람에 선의의 피해자가 여럿 생겨났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제자 : 그럼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원리원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칙대로 해서는 안 되겠군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스승 :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책임

그에게로 가서 나도

자가 되어야 하니까, 나이 든 사람이어야겠지.

그의 꽃이 되고 싶다.
- 김춘수, <꽃> 중에서

① 나이 든 사람은 모두 경험이 많다.
② 젊은 사람은 모든 일을 원리원칙대로 한다.

<나>

③ 경험이 있는 사람은 원리원칙대로만 일을 처리하지 않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준 것처럼

는다.

누가 와서 나의

④ 원리원칙대로만 일을 처리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굳어 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속 버튼을 눌러 다오

한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⑤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없게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하지는 않는다.

- 장정일,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김춘수의 ‘꽃’을 변주하며> 중에서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 <가>가 <나>보다 먼저 쓰인 작품이다.
② <가>와 <나>는 연인에 대한 애틋한 소망을 표현하고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

있다.

리고 가시리잇고 나

③ <가>의 ‘꽃’에 대응하는 <나>의 시어는 ‘전파’라고 할

㉡위 증즐가 대평셩

수 있다.
④ <가>와 <나>는 은유를 구사하여 시적인 아름다움을 추

날러는 ㉢엇디 살라 고

구한다고 볼 수 있다.

리고 가리시잇고 나
위 증즐가 대평셩

⑤ <나>는 운율이나 가락 등, 주제보다는 형식적인 면에
서 <가>의 것을 모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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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면에 계속>

관측 가능한 은하는 약 1,000억 개 정도인데, 1,500억 년

17. 다음 글에서 영공(靈公)의 행동에 대한 안영(晏嬰)의 비

후에는 이 숫자가 수천 개로 줄어들 것이다. 그 후로 시간

유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이 더 흐르면 은하수 근방에 있는 36개의 은하들만이 관
측 사정거리에 남을 것이며, 나머지는 (가)지평선 너머로

춘추(春秋)시대, 제(齊)나라 영공(靈公)은 궁중의 여인

사라지게 될 것이다.

들에게 남장(男裝)을 시켜 놓고 즐기는 것을 좋아했다. 이
이상한 취미는 곧 백성들 사이에서도 유행되어 온 나라

18. 이 글의 내용으로 볼 때, 밑줄 친 (가)의 원인에 해당

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남장을 하고 다녔다. 그러자

하는 것을 본문에서 찾으면?

영공은 여인의 남장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으나, 이 명령
은 실행되지 않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어느 날, 재상 안영(晏嬰)이 임금에게로 나아가니 영공
이 그에게 금령이 이행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안영은

19. 이 글의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한 것은?

이렇게 대답했다.

① 은하가 빛보다 빨리 멀어지면 붕괴되어 사라진다.

“전하께서는 궁중의 여인들에게는 남장을 하게 하시면
서, 궁 밖의 여인들에게는 금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비유

② 반중력으로 인해 우주의 팽창속도는 점점 느려진다.

하자면 곧 밖에는 양머리를 걸어 놓고 안에서는 개고기를

③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100억 년 후에는 1,500억 년 후
보다 더 많은 은하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파는 격입니다. 전하께서 궁중에서 여인의 남장을 금하신

④ 빛보다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가는 은하를 관측하기 위

다면, 궁 밖에서는 감히 어느 누구도 남장을 하지 못할 것

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광학 우주망원경

입니다.”

이 필요하다.

영공은 안영의 진언을 받아들여 궁중의 여인들에게도 남
장 금지령을 내렸다. 그러자 그 이튿날부터 제나라에서는

⑤ 지구로부터 관찰되는 은하가 멀면 멀수록 지구의 암흑
물질이 영향을 덜 미치므로 그것이 멀어지는 속도는 가

남장 여인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까이 있는 은하보다는 느리다.
① 겉으로는 훌륭하게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

20. 주어진 두 문장을 전제로 하여, 마지막 문장의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타당한 것은?

②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므로 아무것도 꺼릴 것이 없는
경우

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행운이 찾아와도 그 행운을 잡

③ 이들에게는 이러하고 저들에게는 저러하여 처신이 다

을 수 없다. 영식이는 행운을 잡았다. 따라서 영식이는

른 경우

준비된 사람이었다.

④ 자신의 취향에 따라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여 일관성을

②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국론이 통일된 나라는 모두 발전

잃은 경우

했다. 로마 제국은 굉장히 발전했었다. 따라서 로마 제

⑤ 그럴듯한 명분을 표면에 드러내 보이지만 실상은 변변

국은 국론이 통일되어 있었다.

치 못한 경우

③ TV 드라마를 많이 보면 비현실적이 된다. 우리 반 친
구들은 모두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우리 반 친구들은

[18-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두 TV 드라마를 많이 보았다.
④ 행성에서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온도가 적절해야 한다.

WMAP 위성은 초기우주의 모습을 재현했을 뿐만 아니

새로 발견된 A 행성의 온도는 생명체가 살아가기 적절하
다고 밝혀졌다. 따라서 A 행성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다.

라, ㉠우주의 종말까지 구체적으로 예견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주의 탄생 초기에 은하들을 서로

⑤ 천문학을 배우는 어떤 학생들은 외계인이 지구에 왔었

멀어지게 했던 반중력이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하게

다고 믿는다. 우리 반의 모든 학생들은 천문학을 배운

된다. 과거의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팽창속도가 서서히

다. 따라서 우리 반 학생 중에는 외계인이 지구에 왔었

느려진다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팽창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다고 믿는 학생이 있다.

있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졌다. 우주의 질량과 에너지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암흑물질이 은하들 사이의 거리를
더욱 빠르게 증가시키면서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고 있다

※ <21~30> 다음 문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각 2.5점)

는 것이다.
㉢팽창을 저지할 만한 사건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채 앞

[21-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으로 1,500억 년이 지나면, 은하수 주변에 있는 다른 은하
의 99.9999%는 관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언어는 선조적(線彫的)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은하들은 엄청나게

데, 이는 발화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 결국 그 빛조차도 지구에 도달하지

이는 두 개의 발음을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않을 것이다. 은하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데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언어 단위들은 하나의 문장을 이

곳에서 방출된 빛이 지구의 망원경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

루기 위한 체계를 지니고 있다. 이 체계는 두 가지 축으

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재

로 볼 수 있다.

10-3

<뒷면에 계속>

예를 들어, “그 학생이 학교에 갔다.”라고 하는 문장이

23. 다음 글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있다면, 각각의 어휘는 선조적으로 구성되지만, ‘그 학생’

사람의 본성은 악하며, 선한 행동은 인위적인 노력에서

의 의미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그 사람’, ‘그 선

비롯된 것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여,

생님’, ‘이 남자’, ‘어떤 인간’ 등등의 계열적 상관성을 이

이런 본성을 따르면 쟁탈이 일어나고 서로 사양하지 않게

루는 말들을 내면적으로 전제하게 된다. 또한 ‘학교에’의

된다. 그 때문에 반드시 스승의 교화와 예의로 인도한 뒤에

‘-에’ 대신에 ‘-로’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하여 낱말을

라야 서로 사양하게 되고 아름다운 형식을 갖추게 되어 세

포함한 각각의 언어 단위는 그것의 상관속(相關束)을 이

상이 다스려지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악한 것이 분명하

루는 것들을 전제로 하게 되는데, 이들을 계열체(系列體)

며, 그 선한 행동은 인위적으로 바로잡은 것이다. 굽은 나

라 하고, 이들의 관계를 계열적 관계라 한다.

무는 반드시 굽은 것을 바로잡는 도구를 사용하고 수증기

그리고 이들 언어 단위들이 발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결

에 쪄서 바로잡은 다음에 곧게 된다. 또 무딘 연장은 반드

합될 수 있는 것들을 통합체라 한다. 그런데 각각의 언어

시 연마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날카로워진다. 같은 이치

단위들이 순차적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문장이 이루

로 인간의 본성이 악한 것은 반드시 스승을 본받은 다음에

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슬픈 빨간 색이 학교에

바르게 되고, 예의를 얻은 후에 다스려지는 것이다.

갔다.”라고 한다면, 주어와 술어가 의미상 호응하지 않는

- <순자(荀子)>

다. 의미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도,
조사는 일반적으로 술어와 결합하기 어려운데, 낱말이 아

① 본성이란 사람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을 말한다.

닌 문법 형식들도 통합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② 서로 사양하는 미덕이 사라지는 것은 악한 본성을 따

이렇게 본다면 계열체와 통합체는 상호 관련성을 갖는

른 결과이다.

다. 앞에서 예로 든, “그 학생이 학교에 갔다.”에서 ‘학생’

③ 무딘 연장이 날카로워진다는 것은 악한 사람이 선하게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말들로 ‘사람’, ‘선생님’, ‘남자’,

됨을 의미한다.

‘인간’ 등등이 계열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뒤에

④ 굽은 나무를 수증기에 쪄서 바로잡는다는 것은 선을

오는 ‘학교에 갔다’와 모두 어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상

이루는 방법의 비유이다.

대적으로, 이러한 계열체에 속하지 않는 낱말이 들어가면

⑤ 악한 본성이 잘 다스려진 이후에라야 비로소 인간 사

통합적 관계도 깨진다.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도, 조사 대

회에 예의가 나타나게 된다.

신 어미가 주어에 해당하는 명사 뒤에 와도 문법성이 깨
지게 된다.

[24-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1. 이 글의 내용을 적용했을 때, 아래 <보기>의 문장에 대

고대 도시국가 아테네에서는 사적 영역인 가정(오이코

하여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보기>

스)과 공적 영역인 정치체(폴리스)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
었다. 가정은 생명유지를 위한 몸의 욕구를 해결하는 공간
으로 간주되었고, 자연적 생명유지라는 필연의 강제력이

아름다운 꽃이 바람에 흔들린다.

지배했다. 가정에서 이루어진 가장의 지배는 참주적인 힘
의 지배와 같았고, 설득보다는 명령과 폭력에 의한 절대적

① ‘바람’과 ‘-에’는 계열적 상관속을 이룬다.

지배의 성격을 가졌다. 이에 반해 정치체는 모든 사람이

② ‘꽃’ 뒤에 어미가 붙을 수 없으므로 ‘꽃’과 어미는 통

함께 보고 듣는 영역이며, 말을 통한 정치행위가 이루어지

합적 관계가 아니다.

는 자유의 영역이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일, 즉 공적

③ ‘아름다운’ 대신에 ‘조그만’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사안은 모두가 함께 보고 듣기에 적합한 다원성을 가진

들은 통합체에 해당한다.

것이어야 했다. 사적인 일은 다양성이 반영될 수 없어서

④ ‘꽃이’의 ‘-이’ 대신에 ‘-은’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공적인 논의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는 일을 지칭했다.

와 ‘-은’은 통합적 관계이다.

중세를 지나 근대로 들어오면서 본래 사적인 성격을 가

⑤ ‘흔들린다’는 ‘흔들다’와 ‘들린다’의 두 계열체가 통합

진 사안이 공적인 관심사로 등장하였는데, 이를 ‘사회적’이

체로 변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라 부른다. ‘사회적’인 것의 등장은 근대와 더불어 경제 문
제가 공적 관심을 얻어 공적 영역의 중심 문제가 됨으로

22. 이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알 수 있는 언어

써 이루어졌다. 개인이 가정에서 형성했던 재산은 근대에

의 특성이 아닌 것은?

들어와 사회에서 부를 재창출하는 자본의 성격을 띠게 되

① 통합체와 계열체의 구성은 서로 관련된다.

었고, 이러한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은 공적 영역을 통해

② 통합적 관계에 놓인 것은 동시에 발화되지 않는다.

자신의 소유에 대한 공적 보장을 받으려 했으며, 공적 방
식을 활용해 자신의 자본을 증식시키고자 했다. 그리하여

③ 계열적 관계에 놓인 것은 동시에 발화되지 않는다.

자본은 사회 전체의 관심사가 되었다. 자본은 재산과 달리

④ 앞과 뒤의 말들은 연이어 나올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비를 통해 없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므

⑤ 한꺼번에 두 가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

로 시민들의 공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를 담지 않기 위해서이다.

경제는 본래 인간의 생명 유지와 관련된 일이므로 그 자
체로 갖는 힘이 강력하다. 경제가 공적 영역에 들어서면 그
강력한 힘 때문에 공적 관심을 모두 휩쓸어갔다. 정치적 사

10-4

<다음 면에 계속>

안에 기울여져야 할 공적 관심이 ‘사회적’ 사안에 쏠리면서,

는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성은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

공적 공간에서 공적 사안을 다루는 정치공간의 자리가 점

는 노예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차 왜소해졌다. 이로써 국가는 거대한 가정처럼 변하였고

26. 이 글에 근거한다면 도덕적인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국민은 한 가족의 구성원처럼 되었다. 권력자는 경제가 행
사하는 지배력에 기대어 통치했으며, 경제는 일인 군주처럼

① 이성이 정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

사회의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에서 나

울여야 한다.

오는 균일화의 힘이 강화되었고, 이 균일화가 평등으로 여

② 이성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이성을 활용하는 윤리적

겨졌다. 자유도 경제력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되

학습 훈련을 시도한다.

었다. 문화영역에서도 단일 가치관이 지배하면서 다양성이

③ 타인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행복에 함께 즐거워할

억제되어 문화적 한 줄 세우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기른다.
④ 이성과 감정이 도덕적 모순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올바

24. 이 글의 내용에 맞지 않는 것은?

른 판단을 내리는 연습을 한다.
⑤ 인과법칙에 따라 감정이 행위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① 정치공간은 ‘사회적’인 것이 다루어지는 영역을 말한다.

면밀하게 탐구하여 규범화한다.

② 공적 관심을 받아야 할 사안은 정치공간에서 적절히
다루어져야 한다.

27.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평등과 균등을 동일시하는 사회의 문화는 단일성의 지
배를 받고 있다.

① 도덕 감정론

④ 경제적 능력으로 이해된 자유 개념은 고대 아테네의

② 도덕 인과론

자유 개념과 다르다.

③ 도덕 딜레마론

⑤ ‘사회적’인 것은 사적인 것이 공적 영역에 들어와 공적

④ 이성주의 도덕론

관심을 획득한 것을 말한다.

⑤ 정념과 이성노예론

25. 이 글로 미루어 볼 때 맞지 않는 것은?

28. 다음은 대한민국의 제헌의회에서 논의했던 헌법의 원안

① ‘사회적’인 것의 등장과 더불어 참주적 힘이 공적 영역

에 대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했을 때 올바른 주장은?

을 침해하였다.
헌법 원안에 나타난 대통령과 내각의 관계를 살펴보면

② 정치공간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 잘 다루어지면 문

다음과 같다. 대통령이 행정권의 수반이기는 하지만, 내각

화적 다양성도 발전될 수 있다.

이 국무 전반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내각은 국무총리

③ 고대 아테네에서 분명했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와 국무위원으로 조직된 합의체이다. 국무총리는 내각회의

구분이 흐려지면서 정치공간이 위축되었다.

의 의장이 되며,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④ 국가가 거대한 가정으로 변화되면서 인간관계에는 경

한다. 승인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제적 지원을 동반한 유대의 강화가 이루어졌다.

추천된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내각회의의 결정은 과반수로

⑤ 문화적 한 줄 세우기 현상이 일어난 것은 경제의 본질

행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에게 결정권이 있다. 국

인 사적 성격이 핵심적인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무총리는 내각의 의결에 복종하지 않는 국무위원을 대통령
에게 제청하여 파면할 수 있다. 내각은 공식적으로 취해진

[26-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정책에 대하여는 전원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연대
책임제를 행하며, 각 위원의 행위에 관하여는 개별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건이 원인이 되어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

책임을 진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동
일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이러한 앎은 이성에 의

① 내각 각료를 임명하는 국무총리를 국회가 선출한다는 점

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에서 내각에 대한 국회의 영향력이 적지 않다.

것이거나 각각의 다른 사실을 묶어 생각한 것에 불과하다.
윤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도덕은 실천의 문제이며, 행

② 대통령이 국무총리 임명권을 갖지만 그에 대한 국회의

위의 직접적인 동기를 제공하는 도덕적 신념들은 우리가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내각을 구성하기 어렵게 된다.

경험할 수 없는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감정 또는 정념

③ 국무총리의 위원 파면권으로 인해 위원은 의장 뜻대로만
업무를 진행하게 되어 위원의 실질적 책임은 면제된다.

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도둑질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④ 대통령이 국회와 의견이 상치된다고 해도 대통령의 의지

그런데 왜 도둑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도둑질

가 분명할 경우 행정 부재의 상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

이 옳지 않다는 지식이 곧바로 도둑질을 하지 않음으로

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정치적 관계 및 실질적인 권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성은 어떤 행동이 옳은지 옳

배분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어 각각 독립적인 책임 행정

지 않은지를 분별하게 해 준다. 하지만 이성은 감정을 일

이 가능하다.

으키는 믿음의 도덕적 문제점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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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에 제시된 정보를 전제로 하여 타당하게 추론된

30. 다음은 어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평소에 공부하는

것은?

장소로 선호하는 곳을 학년별로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바른 설명이 아닌 것은?

탈것이라고는 자전거, 오토바이, 승용차, 트럭만을 가지고
있는 어느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서 두 종류 이상의 탈것

학교 도서관

집

기타

합

1학년

A

B

100명

400명

2학년

200명

100명

C

350명

• 갑이 가진 탈것은 을도 모두 가지고 있다.

3학년

200명

150명

50명

D

• 갑과 병은 같은 탈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합

E

F

200명

1,150명

을 가지고 있는 네 명의 농부인 갑, 을, 병, 정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었다.
• 갑은 자전거, 병은 오토바이, 정은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

• 을은 트럭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① C는 언제나 F보다 적다.
① 을은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② 만일 A와 B가 같다면 D와 F도 같다.

② 세 가지 이상의 탈것을 가진 사람은 없다.

③ 만일 F가 E보다 많다면 A는 B보다 적다.

③ 세 명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탈것은 없다.

④ 만일 A:B의 비율이 1:2라면 E는 C와 D의 합보다 적다.

④ 을과 병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탈것은 없다.

⑤ 만일 A:B의 비율이 2:1이라면 E는 전체의 과반수가 넘

⑤ 병은 갖고 있지 않지만 정은 갖고 있는 탈것이 있다.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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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41-42]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문항 당 1.5점)
People who sleep poorly could be at a greater risk of
Alzheimer’s disease, new research from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found. “Previous evidence has
shown that sleep may influence the development or
progression of Alzheimer’s disease in various ways,”
said the study’s co-author Barbara Bendlin, an expert
in aging and dementia. “Disrupted sleep or lack of
sleep may lead to amyloid plaque buildup because the
brain’s clearance system kicks into action during
sleep,” she added. Such buildup can be harmful to the
brain and cognition.
The study, published in the journal Neurology,
followed and surveyed 101 subjects with an average
age of 63. Participants were cognitively healthy but
were at risk for developing dementia because of it
running in the family or a genetic predisposition. In
addition to answering questions about their quality of
sleep, subjects provided spinal-fluid samples for
analysis. Investigators found that people who tossed
and turned the most at night showed the biggest
increase in biological markers in the spinal-fluid
linked to a risk for Alzheimer’s disease. Those signs
included presence of amyloid, brain cell damage and
inflammation. “More research is needed to further
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leep and these
biomarkers,” Bendlin said. “It’s still unclear if sleep
may affect the development of the disease or if the
disease affects the quality of sleep.”
*dementia: 치매
*amyloid: 아밀로이드/녹말질
*inflammation: 염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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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5] Choose the one closest in meaning to the
underlined part. (문항 당 1점)
[31] The terms ‘sex’ and ‘gender’ are used in social
research as two distinct classifications.
① different
② compatible
③ vague
④ complex
⑤ relative
[32] In the fifteenth century, Europe became more
prosperous,
and
political
authority
was
more
centralized.
① attractive
② integrated
③ scientific
④ wealthy
⑤ dangerous
[33] If you don’t do these things, ultimately nothing
good is going to happen.
① as a result ② in the end
③ needless to say
④ to be frank ⑤ of course
[34] Specific phobias are characterized by severe and
persistent fears that are unreasonable and brought on
by a specific object or situation.
① enormous
② potential
③ subjective
④ continuing
⑤ maximum
[35] Ingested in contaminated food, botox can
interfere with key muscles in the body, causing
paralysis and even death.
① enlarge
② facilitate
③ spoil
④ utilize
⑤ identify

[41] Who were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① people under the age of 63
② people with family history of dementia
③ people providing amyloid samples
④ people suffering from dementia
⑤ people with sleep disorder

[36-40] Choose the most appropriate word for each
blank. (문항 당 1점)

[42] Which of the following best describes the result
of the study?
① Alzheimer’s disease affects the people over the age
of 63.
② Alzheimer’s disease is not related to any brain
malfunction.
③ There is a clear relationship between Alzheimer’s
disease and spinal pain.
④ Getting enough fluid is important to fight against
Alzheimer’s disease.
⑤ Sleep disorder may result in piling up amyloid
plaque in the brain.

[36] Several flight attendants say they have seen
colleagues ignore unbuckled belts, incorrectly placed
bags and similar _______ of safety rules in order to
avoid sparking confrontations with passengers.
① operations
② violations
③ protections
④ applications ⑤ organizations
[37] Cinema’s history seems to have the shape of a
life cycle: a birth, a steady accumulation of glories,
and then the irreversible ______.
① achievement ② boredom
③ decline
④ confusion
⑤ irritation

[43-44]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문항 당 1.5점)
Aerospace offers good profit margins. But it is a
low-volume business and one in which new devices
often take time to be accepted, delaying return on
investment. The market for factory and general
industrial equipment is broader, easier and quicker to
enter, and can absorb large volumes. But it is
price-sensitive. So, unless those volumes can actually
be sold, and economies of scale achieved, bankruptcy
looms.
At
least,
it
does
with
conventional
manufacturing methods.
A five-year-old firm based near Bristol in England,
however, acquired a 3D metal printer from a German
company. And (A) that, says the firm’s general
manager, overturned the calculations. 3D printers can

[38] Although the key technological features of social
networking sites are fairly _______, the cultures that
emerge around SNS are varied.
① consistent
② weird
③ reluctant
④ optimistic
⑤ mature
[39] A runway, or ‘youth in crisis,’ is a child or teen
who chooses to leave home without parental ________.
① consent
② symptom
③ revenge
④ prejudice
⑤ greed
[40] Today, English is spoken by so many people in
so many different countries across the globe that it
has become very hard to __________.
① promote
② standardize ③ generate
④ flourish
⑤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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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sophisticated designs that require less material
to make, which lets products be lighter. Usually,
removing material from a product to lighten it makes
it more expensive. Cutting, drilling and machining
require extra work and thus incur extra cost. But with
a 3D printer hardly any additional work is needed.
Indeed, contrary to accepted wisdom, the lighter a part
gets the cheaper it becomes to make, because of the
materials saved. So the firm decided to enter the
market for factory and general equipment first, with a
competitively priced lightweight servo-valve. This
valve is, though, identical to the one they will offer
for mobile hydraulics in tractors, diggers and trucks,
and also to the one, they hope, that will qualify for
aerospace use. With a little modification, they think it
will also crack the racing-car market, opening a way
to reach the entire automotive industry.
*servo-valve: 밸브의 일종
[43] Which of the following does the underlined (A)
refer to?
① entering the printer market
② delaying return on investment
③ doing a low-volume business
④ creating a new design
⑤ purchasing a 3D printer
[44]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bout the 3D
printer?
① It can lower the cost by making parts heavier.
② It can be used with other conventional devices.
③ It can incur extra cost for cutting and drilling.
④ It can deal with sophisticated designs using less material.
⑤ It can require much more extra work.
[45-46]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문항 당 1.5점)
A decade-old form of malicious software known as
ransomware
has
been
making
headlines
after
cybercriminals hijacked hundreds of thousands of
computers worldwide. Ransomware, which is often
transmitted by email or (A) web pop-ups, involves
locking up people’s data and threatening to destroy it
if a ransom is not paid. (B) The global cyberattack
has affected 200,000 Windows computers in more than
150 countries, including China, Japan, South Korea,
Germany and Britain.
The
cybercriminals
have
generally
targeted
hospitals, academic institutions, blue-chip companies
and businesses like movie theater chains. The attacks
highlight the challenges that organizations face with
consistently applying security safeguards on a large
scale.
“Not only individuals, but even governments and big
companies with so much to lose fail to secure their
systems and train their employees about necessary
security practices,” said Marty P. Kamden, a marketing
executive for a private network service provider.
“Cautious online behavior would probably have
prevented (C) the malware from infecting the network
in the first place.”
Security experts believe the malware that spurred
this global attack, called (D) WannaCry, may have
initially infected machines by getting people to download
it through email. After that, (E) the malicious code
was able to easily travel to a broader network of
computers that were linked together through the
Windows file-sharing system. Users of Macs or other
non-Windows computers were not affected.
*malicious: 악의 있는, 심술궂은

[45] Which of the following is contextually different
from the others?
① (A) web-pop-ups ② (B) The global cyberattacks
③ (C) the malware
④ (D) WannaCry
⑤ (E) the malicious code
[46]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bout
ransomware?
① It first appeared about 10 years ago.
② Email downloading seems to be a path for its spread.
③ Only Windows computers were affected by it.
④ The Windows file-sharing system reduced its damage.
⑤ It is used to illegally take the money from infected
computer users.
[47-48]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문항 당 1.5점)
A great pizza dough flipper probably can’t turn out one
perfectly shaped pizza dough every nine seconds, but
one California company’s robotic pizza dough press can
make a great pie at a very high speed. Silicon Valley
start-up Zume Pizza has nearly fully automated the
process of making fresh, made-to-order pizza, and
it’s streamlined the delivery process, too. If you live
in Mountain View, California, and you order a pizza, it
could be at your door as quickly as four minutes later.
While other pizzas, especially the bake-at-home
kind you buy at the grocery store, are also made by
machine, Zume is noteworthy because it makes fresh,
customizable
delivery
pizza
with
high-quality
ingredients, which it considers to be artisanal even
though it is not made by hand. Zume co-founder Julia
Collins already has Pepe and Giorgio, two robots,
squirting pizza sauce onto the dough, and Marta,
another robot, spreading the sauce. Bruno, a robotic
arm, lifts the pizza into the oven. The dough is still
made by humans. But now that Zume has the
doughbot, as they’re calling it, it means that the only
part of the pizza assembly process that requires a
human touch is the toppings.
“Human beings are great at that step,” Collins said.
“When we think of the end-of-arm tools that we
would need to pick up a cherry tomato and then a
nugget of sausage, it’s hard to find tools that manage
that much variety. (A) We don’t have any intention of
limiting variety to serve the robots.”
*artisanal: 장인의
*squirt: 분사하다
[47] Which of the following is Zume Pizza NOT doing now?
① fast delivery
② speedy dough pressing
③ adding toppings by robots
④ producing custom-made pizza
⑤ spreading pizza sauce by robots

[48] Which of the following can be inferred from the
underlined (A)?
① We will improve the functions of pizza robots.
② We will not stop using pizza robots.
③ We will use pizza robots to guarantee variety.
④ We will still need human labor in making pizzas.
⑤ We will extend robot technology to other food industries.
[49-50]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문항 당 1.5점)
Whales and songbirds produce sounds (A) resembling
human music, and chimpanzees and crows use tools.
But only one nonhuman animal is known to marry
these two skills.
Palm cockatoos from northern Australia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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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cks and pods, and use them to drum regular
rhythms. In most cases, males drop beats in the
presence of females, (B) suggesting they perform the
skill to show off to mates. The birds even have their
own signature cadences, not unlike human musicians.
This example is “the closest we have so far to
musical instrument use and rhythm in humans,” said
Robert Heinsohn, a professor of evolutionary biology
at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 palm cockatoo (C) drumming performance starts
with instrument fashioning ― an opportunity to show
off beak strength and cleverness. Often, as a female is
watching, a male will break a heavy stick off a tree
and trim it to about the length of a pencil.
(D) Holding the stick with his left foot, the male taps
a beat on his tree perch. Occasionally, he mixes in a
whistle or other sounds from an impressive repertoire
of around 20 syllables. As he grows more aroused, the
crest feathers on his head (E) becoming erect.
Spreading his wings, he whirls and bobs his head
deeply, like an expressive pianist.
*palm cockatoo: 종려앵무새
*cadence: 운율, 리듬
[49] What is special about palm cockatoos
comparison with songbirds and crows?
① They use human musical instruments.
② They play the piano like a pianist.
③ They use tools to produce rhythmic sounds.
④ They mate with skilled partners only.
⑤ They produce 20 syllables of a human language.

[51]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ts in blank (A)?
① situation
② bond
③ device
④ experiment ⑤ stress
[52]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① A British doctor developed attachment theory in the
mid-20th century.
② The experiments were related to parent-child
relationships.
③ Parent’s behavior at home led researchers to predict
children’s behavior in the strange situation.
④ Virginia M. Shiller works for Yale University Child
Study Center.
⑤ The child with secure attachment comforts the parent
in strange situations.
[53-54]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문항 당 2.5점)
The great stone faces are showing their age. For
some six centuries, beginning a thousand years ago,
the Rapa Nui people of Easter Island carved images of
their ancestors into the island’s soft volcanic tuff. The
sculptures, called moai, probably started wearing away
soon after the statues were dragged from the tuff
quarry to their platform sites, some of which are
miles away. But years of (
A
) to wind, water,
and human activity have sped the deterioration.
At Ahu Tongariki, largest of Easter Island’s moai
sites, the 15 statues have already been through a lot.
Feuding Rapa Nui began toppling and breaking the
figures, which weigh as much as 98 tons, in the 17th
century, and a 1960 tsunami washed the scattered
stones hundreds of feet inland. When archaeologists
started reconstructing Ahu Tongariki in 1992, it was a
rubble pile. They lifted the broken pieces upright, then
cemented them together. Recently the mended moai
were covered with tarp to allow them to dry. A water
repellent was then applied to prevent further erosion,
but the coating is expected to last only a few years.
*tuff quarry: 응회암 채석장
*tarp: 방수외투

in

[50]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grammatical?
① (A) resembling
② (B) suggesting
③ (C) drumming
④ (D) Holding
⑤ (E) becoming
[51-52]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문항 당 2.5점)
Attachment is the emotional connection that develops
between a young child and a parent or other caregiver.
‘Attachment theory’ was developed in the mid-20th
century by a British psychiatrist, John Bowlby, whose
own upper-class British upbringing included the loss
of a beloved nanny, and an early trip to boarding
school. Mary Ainsworth, his student and later
collaborator, devised what is known as the strange
situation procedure, in which a 1-year-old is briefly
separated from the parent or caregiver, and then reunited,
and the behavior during reunions is closely observed.
These experiments, which stressed the child
briefly, but then immediately ended the stress, were
correlated with in-home observation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researchers built a kind of taxonomy
of attachment, reading children’s behavior in the
strange situation as an index to the quality of the
( A ) with the parent.
“The reason the strange situation is so important is
because early research and repeated studies showed
that what parents did at home or in various situations
predicted how children behaved in the strange
situation,” says Virginia M. Shiller, an assistant clinical
professor at Yale University Child Study Center.
According to Dr. Shiller, a child who has the
general sense that the parent is likely to be
responsive, is going to ask for attention when the
parent comes back in. The child may be upset, but
calms down quickly, comforted by the parent, and
thereby
demonstrates
what
is
called
‘secure
attachment.’
*psychiatrist: 정신과 의사
*taxonomy: 분류법

[53]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ts in blank (A)?
① avoidance
② exposure
③ protection
④ resistance
⑤ variation
[54]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① Carving moai began a thousand years ago.
② Moai have stood on the original site from the beginning.
③ Rapa Nui destroyed moai in the 15th century.
④ Archaeologists have reconstructed Ahu Tongariki
for six centuries.
⑤ The coating will last hundreds of years.
[55-56]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문항 당 2.5점)
The spectacle of young women shrieking, sobbing, and
fainting at the sight of their musical idols might seem
like a peculiarly modern phenomenon. You might think
it first (A) emerged in the 1950s and ’60s with Elvis
and Beatlemania, but the phenomenon is nothing new.
And surprisingly, it has its roots not in post-war
popular recorded music, but in the classical concert
halls of 19th century Europe, where an outrageously
talented young Hungarian (B) named Franz Liszt
(1811-1886) overcame a very poor background to
become a real “celebrity.” This ultimate classical
superstar, legendary composer, pianist and pedagogue
released what his biographer Dr. Oliver Hilmes
describes as “a highly infectious strain of Lisztomania
that gripped Europe for years at a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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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zt was a child prodigy who began (C) fascinated
audiences in Vienna, Paris and London at a young age,
not just for his inborn gifted technique and fine
musical imagination but also for the distinctive air he
cultivated at the piano, tossing his shoulder-length
hair and swaying passionately over the keyboard as he
played. During a period of eight years, he gave around
a thousand recitals ― “an incredible total,” Hilmes
stresses. “In the process, he effectively (D) invented
the profession of the international concert pianist. The
noble class paid court to him, women threw
themselves at his feet and others lost their reason.
The popular press of the time reported at length on
Liszt’s concerts and at even greater length on the
numerous exciting performances that (E) fueled their
feverish interest in him.”
*prodigy: 비범한 사람, 천재

[55]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grammatical?
① (A) emerged
② (B) named
③ (C) fascinated
④ (D) invented
⑤ (E) fueled
[56]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bout Liszt?
① He grew up in a wealthy environment.
② He was an extremely talented musician.
③ He was as popular as modern pop music idols.
④ The number of his recitals was unbelievably great.
⑤ The popular press showed a keen interest in his
performances.
[57-58]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문항 당 2.5점)
Cynicism is a school of thought of ancient Greek
philosophy as practised by the Cynics. For the Cynics,
the purpose of life is to live in virtue, in agreement
with nature. As reasoning creatures, people can gain
happiness by rigorous training and by living in a way
which is natural for themselves, rejecting all
conventional desires for wealth, power, sex, and fame.
Instead, they were to lead a simple life free from all
(
A ).
The first philosopher to outline these themes was
Antisthenes, who had been a pupil of Socrates in the
late 5th century BC. He was followed by Diogenes,
who lived in a tub on the streets of Athens. Diogenes
took Cynicism to its logical extremes, and came to be
seen as the archetypal Cynic philosopher. He was
followed by Crates of Thebes, who gave away a large
fortune so he could live a life of Cynic poverty in
Athens. Cynicism spread with the rise of the Roman
Empire in the 1st century, and Cynics could be found
begging and preaching throughout the cities of the
empire. It finally disappeared in the late 5th century,
although similar ascetic and rhetorical ideas appear in
early Christianity.
By the 19th century, emphasis on the negative
aspects of Cynic philosophy led to the modern
understanding of cynicism to mean a disposition of
disbelief in the sincerity or goodness of human
motives and actions.
*archetypal: 원형의, 전형적인
*ascetic: 금욕주의의
[57]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ts in blank (A)?
① arts
② cleanliness
③ denial
④ morality
⑤ possessions

[58]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bout cynicism?
① It did not promote the notion of a simple life.
② It is one school of ancient Roman philosophy
practised first by the Greek.
③ Diogenes was regarded as the most typical figure
practising it.
④ The early Christianity did not accept its ascetic
ideas due to religious difference.
⑤ Its modern interpretation reflects the deep faith in
human motives.
[59-60]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문항 당 2.5점)
Harlem Renaissance was a cultural movement by
African American intellectuals particularly in the
creative arts, and the most influential movement in
African American literary history. Embracing literary,
musical, theatrical, and visual arts, participants sought
to reconceptualize ‘the Negro’ apart from the white
stereotypes that had influenced black peoples’
relationship to their heritage and to each other.
While the renaissance built on earlier traditions of
African American culture, it was profoundly affected
by trends — such as primitivism — in European and
white American artistic circles. Early in the 20th
century, European avant-garde artists had drawn
inspiration from African masks as they broke from
realistic representational styles toward abstraction in
painting and sculpture. The prestige of such
experiments caused African American intellectuals to
look on their African heritage with new eyes and in
many cases with a desire to reconnect with a heritage
long despised or misunderstood by both whites and
blacks.
This interest in black heritage coincided with efforts
to define an American culture distinct from that of
Europe, one that would be characterized by ethnic
pluralism as well as a democratic mood. The concept
of cultural pluralism inspired notions of the United
States as a new kind of nation in which diverse
cultures should develop side by side in harmony rather
than be ‘melted’ together. As various forms of
cultural-pluralist
thought
took
hold,
a
fertile
environment for the blossoming of African American
arts developed.
*avant-garde: (예술상의) 전위파, 선구자
[59] Which of the following is best for title?
① Harlem Renaissance for Melting Pot
② The Origin of Avant-garde Movement
③ Harlem Renaissance in American Politics
④ Development of Harlem Renaissance
⑤ Cultural Stereotypes in America
[60]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① The goal of Harlem Renaissance was to redefine
the images of blacks in America.
② Primitivism greatly influenced Harlem Renaissance.
③ European avant-garde artists developed abstract
representational style.
④ Harlem Renaissance inspired the notion of cultural
diversity.
⑤ Blacks in America have understood their African
heritage well for a long period of time.

- The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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