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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김 래 형 T

1.    [미적분-1]

    이차함수 

 

에 대하여 구간   ∞에서 정의된 함수 가 다음 조건

을 만족시킨다. 

  (가)  ≤   일 때,  이다.

  (나)  ≤   일 때,    



   이다. (단, 은 

자연수이다.)

    어떤 자연수   ≥ 에 대하여 함수 는 

    ≤    또는  ≥ 
   ≤   

 이다.  




에 대하여 

lim
→∞

  






일 때, 의 값을 구하면?

2.    [미적분-2]

    함수  이다. 이상의 실수 에 대하여 모든 실수 에서 에 대한 부등

식   ≥ 를 만족시키는 실수 의 최댓값을 라 하자. 






의 값을 구하시오. 



2018년 7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김 수 현 T

1.    [고등수학-상]

    좌표평면 위의 네 점           을 꼭짓점으로 하는 □

 가 있다. 이 사각형의 네 변의 중점을 변으로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이 정사각형

일 때,   의 값을 구하시오.

2.    [미적분-1]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에 대하여 곡선   

와 축, 축으로 둘러싸인 빗금 친 부분의 넓이를 S, 곡선   와 축으로 둘러

싸인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S라 할 때, S  S이다. 함수 를 

 




라 할 때,  ′


의 값은? (단, , 는 상수이다.)



2018년 7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박 현 수 T

1.    [중2수학-상]

    


 












 ⋯ 




 ⋯ 을 만족하는 음이 아닌 한 자리 정수 

   ⋯ 에 대하여       ⋯  의 값을 구하시오.

2.    [중3수학-상]

    지난 연휴에 가족과 등산을 갔는데 등산로 입구에 길이가 100m인 출렁다리가 있었다. 

이 다리의 중간지점을 사람이 지날 때는 아래 그림과 같이 중간지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포물선 모양이 된다. 이때, 다리의 시작점에서 20m 떨어진 곳까지 갔을 때 다리의 높이

는 시작 지점보다 8m가 낮아 졌다면 다리의 중간지점은 시작지점보다  m 낮아졌다. 

값을 구하시오. (단, 중간 지점인 꼭짓점의 좌표를 원점 (0,0)으로 하여 풀이한다.)



2018년 7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이 준 규 T

1.    [고1-수2]

    집합    ∣ ≤  ≤ 에서 로의 함수      ≤   
  ≤  ≤ 

이 일대

일 대응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면? (단,   는 상수이다.)

〈 보  기 〉*증명*

  ㄱ.                             ㄴ.   이면    

  ㄷ.   이면    

2.    [미적분-1]

    임의의 실수   에 대하여   가 성립하고  ′   일 때, 

 ′를      의 식으로 나타내면? (단, ≠)

       



2018년 7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이 효 준 T

1.    [중3수학-상]

    운전자가 정지할 상황을 인식한 순간부터 차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자동차가 진행한 거

리를 자동차의 정지거리라고 한다.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으로 공주거리

는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작동하기까지 차가 간 거리이며, 제동거리는 브

레이크가 작동한 순간부터 차가 멈출 때까지 간 거리이다.

마찰력의 크기가 일정한 도로를 자동차가 달릴 때, 제동거리(ym)는 자동차의 속력 

(xkm/h)의 제곱에 비례한다. x와 y 사이에 다음 표와 같은 관계가 성립할 때, x와 y사

이의 관계식을 구하고 운전자가 시속 80km로 운전하다가 위험을 감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1초가 걸렸다고 할 때, 운전자가 위험을 감지하고 차가 멈출 때까지 간 거

리를 구하시오.

2.    [고등수학-상]

    한 변의 길이가  인 정삼각형 ABC  내부의 점 P로부터 각 꼭짓점까지의 거리가 각각 

  일 때,  의 값을 구하시오.



2018년 7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장 원 홍 T

1.    [미적분-1]

    좌표평면에서 양의 실수 에 대하여 점 P 과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솟값을 라 할 때, 




의 값은?

2.    [확률과 통계]

    정규분표를 따르는 두 확률변수  의 확률밀도함수를 각각  라 하자. 모

든 실수 에 대하여    가 성립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

로 고르면?

〈 보  기 〉*증명*

ㄱ. E   E                       

ㄴ. V   V  

ㄷ. 모든 실수 에 대하여 P   ≤  ≤   P ≤  ≤  이다.



2018년 7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정 성 진 T

1.    [미적분-1]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삼차함수 에 대하여 




의 최솟값은?

(가) 의 최고차항의 계수는 이다. 

(나)  ′


인 양수 가 존재한다. 

(다) 방정식  ′ 의 모든 실근의 합은 이다. 

2.    [확률과 통계]

    확률변수 X의 확률 질량함수           ⋯ 에 대하여 

 ≥  

 
     ⋯ 이라 할 때, EX 의 값을 구하

시오.



2018년 7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주 정 미 T

1.    [중2수학-상]

    다음 표는 어느 공장에서 제품 I, II를 각각 10개씩 만드는 데 필요한 두 원료  의 

양과 제품 1개당 이익을 나타낸 것이다. 원료 는 40Kg, 원료는 22kg을 모두 사용하

여 제품 I, II를 만들었을 때의 총 이익을 구하시오.

(kg) (kg) 이익(만원)

I 20 10 5

II 25 15 6

2.    [중3수학-상]

           세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가 있다. 삼각형 

의 내심의 좌표를 꼭짓점으로 하고 삼각형 의 외심을 지나는 이차함수의 식

을 구하시오.



2018년 7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차 상 욱 T

1.    [중2수학-하]

    3명의 여학생이 한 줄로 놓인 9개의 의자에 앉으려고 한다. 여학생 모두의 좌우에 반드

시 빈 의자가 있도록 자리를 정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단, 9개의 의자는 구별하지 

않는다.)

2.    [중3수학-상]

    주사위를 세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라고 할 때, 이차함수 

   중에서 축의 방정식이  이고, 점(1, 1)을 지나는 이차함수들의 

최솟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구하시오.



2018년 7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최 민 근 T

1.    [고등수학-상]

    연립부등식           ≥ 

     
을 만족시키는 정수 의 개수가 2가 

되는 실수 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단,  ≤  ≤  

2.    [미적분-1]

    구간   에서 정의된 함수   


   이 있다. 구간   에 속하는 서

로 다른 임의의 두 수  에 대하여   

 
  을 성립시키는 상수 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2018년 7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한 승 욱 T

1.    [미적분-2]

    최고차항의 계수가 인 삼차함수 에 대하여 함수 를   이라 

할 때, 두 함수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이고 함수 는 열린구간  에서 극솟값을 갖는다.

 (나) 함수 는   ,   에서만 극솟값을 갖는다.

    의 값을 구하시오.

2.    [기하와 벡터]

    사면체 ABCD에 대하여 ABACADBC  AD⋅BC 일 때, 이 사면체

의 부피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2018년 7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류 대 영 T

1.     [고2 응용어법]

       글의 흐름상 밑줄 친 곳에 문맥상 혹은 어법상으로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을 골라 수정하시오.

(A) Native American Indians do not see Columbus as a hero, ①neither do they see any reason to 

celebrate "Columbus Day," October 12, as a holiday in the same way that many white Americans 

celebrate it. To them Columbus was an extremely cruel man whose coming marked the end of 

their freedom and traditional way of life and marked the beginning of many millions of native 

deaths at the hands of the Europeans in North America, Central America, South America and the 

Caribbean. In fact, today many Americans from all ethnic groups, including European-Americans, 

have begun to question the one-sided way that Columbus has traditionally been presented in 

school textbooks, and are insisting that a more balanced picture have been given.

(B) As I strolled on, I noticed a young boy walking about 20 meters behind me. He walked quickly, but 

lingered behind like a shadow; I could feel his presence. After a little while, he slowly crept up to 

my pace. I asked him, “ Where could I find a chai shop?” He said nothing. I thought he had never 

heard an Indian person with such a different accent. He kept walking beside me quietly with his 

face to the ground, stealing a glance every few minutes. We kept going. He had relaxed a bit, so I 

asked him questions about village life and answered his about Canada. By this time, we had walked 

at least two kilometers and we hadn‘t passed any tea shops. I asked him ②that a chai shop was 

anywhere close again. This time, he just pointed with his arm and said, “Sir ... just nearby.”       

(C) One creature that faces a significant threat from humans is the frog, ③where ecosystem often lies in 

close proximity to human habitats. One of the unconscious ways we endanger frogs results from 

our lawn care. Frogs wander into backyards to feed on slugs, snails, and insects. If the area has 

been treated with pesticides, the frogs will likely be affected by the poisons. Moving logs or piles of 

stones denies frogs cool dark places to hide and rest. Yet another danger we pose to frogs is caused 

by the use of cars. Many frogs are killed by motorists unaware that frog paths cross busy roads. 

But perhaps the most devastating thing a human can do to a frog is to remove it from its 

environment and take it home as a pet; amphibians are far more likely to perish ④what  brought 

into a house without the security and familiarity of the wetland to sustain them.



2018년 7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정 지 영 T

1.     [고3-고2 응용어법]

       다음 밑줄 친 부분들의 체크포인트를 설명하고 어법 혹은 문맥상으로 에러를 찾아 수정하시오.

[고3]

The roots of the modern fire department trace back 2,000 years to when the city of Rome was nearly 

destroyed by fire. Before this event, ①slaves had tasked with fighting fires. Their poor training, lack of 

equipment, and understandable lack of motivation made them highly ineffective. Thus, Emperor 

Augustus established a formal, citywide firefighting unit from whithin the Roman army called the 

Corps of Vigiles. As a result, the firefighting profession became highly respected and, likewise, highly 

effective, and was emulated throughout the vast Roman Empire for 500 years. The structure of this 

organization was quite similar to many fire departments today with members fulfilling job-specific 

roles. With the fall of Rome, however, ②to come the disappearance of the Corps of Vigiles, and 

organized firefighting did not appear anywhere in the world for another 1,000 years.

[고2]

(A) All writing involves a planning stage, during which we organize our thoughts and prepare an 

outline of what we want to say. Even the shortest of messages requires a moment or two of 

planning. At the very least, we need to work out what our readers need to know, in order for our 

message to be understood. We also need to anticipate the effect our words could have. Much more 

is involved when we write more complex messages. In particular, we have to ③supplement the 

notion of “ writing” with what of “rewriting.” That is, we must take into account the act of 

revision—from the stages of making notes, through various drafts, to the final version. All writers 

introduce errors and make corrections while composing.

(B) The reasons for giving up a companion animal to an animal shelter are divers and vary with the 

species. A common misconception about the animals in shelters is that something must be wrong 

with these animals. Therefore, people think they would not make good pets. Most often this is not 

the case, or else the perceived problem with the animals is one that can be corrected through 

medical treatment, behavioral training, or education for potential adopters. Research on 

relinquishment shows that the top reason for a person giving up a dog or a cat ④is as the 

individual is moving and cannot take the animal to the new home. The second most common 

reason for relinquishment of dogs is that the landlord does not allow pets, and for cats it is that the 

person already has too many animals.



2018년 7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김 준 기 T

1.     [고3-고2 응용어법]

       다음 글의 흐름상 밑줄 친 곳에 문맥상 혹은 어법상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을 골라 수정하시오.

[고3]

(A) The domestication of animals occurred some 10,000 years ago and represented a milestone for the 

history of human civilization. The origin and sequence of domestication is a hotly debated topic 

among anthropologists and historians. Richard Bulliet, professor of history at Columbia University, 

argues that animals were probably first kept in captivity for use in sacrificial rites. This practice 

allowed ancient civilizations to observe which species were tame enough for use as work animals. 

Animals, notably cattle, provided labor and locomotion when they were harnessed to plows, 

sledges, and wagons beginning in about 4000 BC. Thus, animal agriculture ①was indispensable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crop agriculture. The flesh and hides of sacrificial animals were 

routinely consumed by those in the royal house or the priesthood. Eventually, the habit of having 

the animals under human control at all times provided a constant and consistent food supply ready 

at hand. It also thereby created the leisure time necessary to societal progress. 

(B) Much of what we know about the population processes of animals comes from studies on birds. 
The reasons are not hard to find, for comparing to many other animals, birds are relatively easy to 
study. Most species are active by day; they are conspicuous and can be recognised by their 
appearance, songs or calls, which makes them easy to detect and count. In addition, most birds can 
be trapped and marked with leg rings or other tags. They then become identifiable as individuals, 
②enabling their movements and life histories to follow. Many species, too, are large enough to 
carry radio-transmitters or other electronic devices, so that their day-to-day activities and 
movements can be recorded. When tracked using satellites or geolocator tags, individuals can also 
be followed on their migrations, wherever on earth they travel. ③Hardly do any other kinds of 
animals show such an obliging combination of characteristics. 

[고2]

Children learn to walk, run, climb, whistle, ride a bike, skate, play games, and jump rope without adult 

teachers. They compare their own performance with what more skilled people do, and slowly make the 

needed changes. In the same way, a child learning to talk compares a thousand times a da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language he uses and the language those around him use. Bit by bit, he makes 

the necessary changes to make his language like other people's. But in school we teachers rarely give a 

child such a chance. We don't let him detect his mistakes for himself, ④let alone correcting them. 

Instead, we do it all for him. We incessantly point out his mistakes and correct him almost all the time. 

Before long he becomes  completely dependent on the teacher.



2018년 7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이 정 희 T

1.     [고1 응용어법]

       다음 밑줄 친 부분들의 체크포인트를 설명하고 어법 혹은 문맥상으로 에러를 찾아 수정하시오.

(A) Too many companies advertise their new products ①as if their competitors do not exist. They 

advertise their products in a vacuum and are disappointed when their messages fail to get through. 

Introducing a new product category is difficult, especially if the new category is not contrasted 

against the old one. Consumers do not usually pay attention to what’s new and different unless it’s 

related to the old. That’s why if you have a truly new product, it’s often better to say what the 

product is not, rather than what it is. For example, the first automobile was called a “horseless” 

carriage, a name which allowed the public to understand the concept against the existing mode of 

transportation. 

(B) Human beings are driven by a natural desire to form and mainta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rom this perspective, people seek relationships with others to fill a fundamental need, and ②this 

need underlies in many emotions, actions, and decisions throughout life. Probably, the need to 

belong is a product of human beings’ evolutionary history as a social species. Human beings have 

long depended on the cooperation of others for the supply of food, protection from predators, and 

the acquisition of essential knowledge. Without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social bonds, 

early human beings probably ③would not be able to cope with or adapt to their physical 

environments. Thus, seeking closeness and meaningful relationships has long been vital for human 

survival.

(C) Plastic is extremely slow to degrade and tends to float, which allows it to travel in ocean currents 

for thousands of miles. Most plastics break down into smaller and smaller pieces when exposed to 

ultraviolet (UV) light, forming microplastics. These microplastics are very difficult to measure once 

they are small enough to pass ④through the nets typically used to collecting them. Their impacts 

on the marine environment and food webs are still poorly understood. These tiny particles are 

known to be eaten by various animals and to get into the food chain. Because most of the plastic 

particles in the ocean are so small, there is no practical way to clean up the ocean. One would have 

to filter enormous amounts of water to collect a relatively small amount of plastic.



2018년 7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김 한 빛 T

1.     [고3-고2 응용어법]

       다음 글의 흐름상 밑줄 친 곳에 문맥상 혹은 어법상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을 골라 수정하시오.

[고3]

When Aunt Tabitha woke in the morning she crept in to look at Miss Frazzle. She gasped as she saw 

the empty bed and then, as she hurried forward, she saw the girl lying asleep on the floor, curled up, 

her face resting on her hands. Poor little girl! How thin and pale she looked, how young and 

helpless! The plump, grey-haired woman felt a sudden rush of motherly feelings warming her heart. 

All the village called her ‘aunt’, ①and yet no child of her own she had ever had. Brian, her husband, 

was well enough in his way, but off roaming the hills most of the time, and there was no 

companionship to be got from him. A girl, now, would be different. There’d be someone to talk to 

about the small happenings of the day, someone she could care for. She had always felt she had so 

much to give, but there was no one who needed it. Now perhaps this homeless girl could take what 

she had to offer and maybe even care a little in return. 

[고2]

(A) A question often put to a behaviorist is whether animals have color vision. All species of domestic 

animals have been shown to possess color vision ②in which they will make discriminations based 

on color. However, color probably is not as relevant to these animals  as it is to birds, fish, and 

primates. For example, teaching cats to discriminate between colors is very difficult, although 

they learn other visual discriminations with ease and have two types of cones that absorb green 

and blue. Nevertheless, cats, dogs, horses, cattle, pigs, goats, and sheep can all make 

discriminations based on color alone. Color vision in domestic animals ③is not identical to it in 

humans. In the most carefully conducted studies, dogs appear to see the world not in shades of 

gray but rather in shades of violet, blue, and yellow.

(B) Occasionally, a criminal will commit an especially vicious and violent act, and law enforcement 

officials will say that the criminal " acted like an animal." This phrase is meant to insult the 

human ④who is being referred. But people who study and care for animals say it is the animals 

who ought to feel insulted. Zookeepers say that the animal world is in many ways more regulated 

and respectful of convention than the world that visitors to zoos must reside in. "People have 

taken an exceedingly wrong view of chaos as part of an animal's existence," said Brian Rutledge, 

director of the Baltimore Zoo. "But animals live in complete order. The natural order is very 

strict. People assume a gathering of chaotic animals would be a chaotic place. Really, it's the 

human world  that's chaotic.“



2018년 7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김 윤 희 T

1.     [중3 응용어법]

       다음 글의 흐름상 밑줄 친 곳에 문맥상 혹은 어법상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을 골라 수정하시오.

(A) In nature, every advantage increases an animal’s chances of survival and an animal’s ability to 

hide itself, from predator and prey. This simple fact has caused animal species to evolve a 

number of special adaptations ①that keep them to become food. One of the most widespread 

adaptations is natural camouflage. An animal’s environment is often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②how the camouflage looks like. The simplest camouflage technique is for an animal to match 

the “background” of its surroundings. Since the ultimate goal of camouflage is to hide from other 

animals, an animal makes use of any camouflage that helps it survive.      

(B) Jack Nicklaus, a famous golfer, improves performance through visualization. He describes his 

visualization this way; “I always hit a shot, even in practice, with a clear picture of it in my head. 

First, I ‘see’ the ball going where I want it to finish: its path and shape. The next scene shows me 

making the swing that will accomplish the shot. I visualize it so clearly that it is as if it already 

happened.” He explains that visualization serves as previous experience. Through recalling the 

visualized image, he gains confidence of success, as if he ③had done it before.

(C) Sitting alone at your desk for a longer period of time doesn’t mean you can learn more. Many 

people get energy from others and study better when they share their ideas and their work. When 

you are in class, you can look for people who are ④easy to study. If you are shy, you can simply 

pass a piece of paper around your classroom and ask people who are interested to sign up. Five 

or six people can be a good number. Have a regular time to meet and study. Each member of the 

team will benefit from the wisdom of all members. Remember that forming a study group is an 

enjoyable and effective way to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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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3 응용어법]

       다음 글의 흐름상 밑줄 친 곳에 문맥상 혹은 어법상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을 골라 수정하시오.

(A) Fill a bowl with warm tap water and set the bowl on a firm surface, such as a table top. Gently 

place an ice cube in the water and ①let it stop to move. Do not touch anything now; just watch 

it closely. The ice cube will turn over. This action will be repeated many times. Do you know 

why? This is what happens: As the ice cube floats in the warm water, the bottom side melts 

quickly. This makes the top half heavier, so the top falls and the bottom ②is risen. Now the 

warm water melts the new bottom, and the process repeats while the cube gets smaller and 

smaller.

(B) Even in the days when America was known as the New World, it was a country ③of which 

people had the ability to make a good deal. In the summer of 1626, probably the most 

spectacular real estate purchase in history took place. Peter Minuit, the governor of the New 

Netherlands colony in America, had the job of buying Manhattan Island from the Indians. After 

some haggling with Chief Manhasset, the price was agreed at $24 worth of kettles, axes, and 

cloth. Today, $24 would not buy one square foot of office space in New York City, and an office 

block in central Manhattan costs around $80 million. Even allowing for inflation, Minuit got 

himself a real bargain at a specially reduced price.

(C) Celebrity chef Jamie Oliver, widely ④known for the “Happy Chef” after his hit TV series, 

suggests children are getting fat because people don’t know how to cook and what a balanced 

diet is. He blames the obesity crisis on failing to teach how to cook. Oliver told that the inability 

to cook has driven families to turn to fast food as a primary source of nutrition. He rejected the 

notion that poor diet is an economic issue. “There are plenty of parents who earn ─ used to earn

─ a lot of money but can’t nourish their kids,” he said. “It is not about money or time. It’s about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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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국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청산(靑山)은 에워 들고 녹수(綠水) 도라가고

  석양(夕陽)이 거들 예 신월(新月)이 소사난다

  안전(眼前)의 일존주(一尊酒)* 가지고 시 프자 노라 

<제1수>

  강산(江山)의 눈이 닉고 세로(世路)의 치 서니

  어 뉘 문(門)의 이 허리 굽닐손고

  일존주 삼척금(三尺琴) 가지고 백년소일(百年消日)호리라

                                       <제3수>

   말도 이 마소 의 말도  아닌
  고산(孤山) 불고정(不孤亭)의 조하 늙 몸이로쇠

  어듸셔 망녕의 손이 검다 셰다 나니 

<제4수>

 엇긔제 비즌 술이 다만 세 병(甁)이로다

  병(甁)은 믈의 놀고   병(甁) 뫼희 노셔

 이 밧긔 나믄 병(甁) 가지고 달의 논들 엇더리 

<제6수>

  생애도 고초(苦楚)고 세미(世味)*도 담박(淡泊)다*

  흰 술 두 잔의 프 글귀 이로쇠

  옥경헌(玉鏡軒)* 평생행장(平生行狀)이 이 밧긔 업세라 

<제7수>

  칠현(七絃)이 냉냉(冷冷)니 녜 소 잇다마
  종기(鍾期)*을 못 맛나니 이 곡조(曲調) 게 뉘 알이

  벽공(碧空)의 일륜명월(一輪明月)이  버진가 노라 

<제9수>

- 장복겸, ｢고산별곡(孤山別曲)｣
* 일존주 : 한 통의 술.        * 세미 : 세상 사는 맛.    * 담박하다 : 멋스럽지 못하다.

* 옥경헌 : 작가 소유의 전각의 이름이며 아호임.

* 종기 : 중국 춘추 시대 인물로 자신의 친구인 백아의 거문고 실력이 뛰어남을 알아봄.

(나)

  까치 소리는 반갑다. 아름답게 굴린다거나 구슬프게 노래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기교 없이 가볍고 솔

직하게 짖는 단 두 음절 ‘깍깍’. 첫 ‘깍’은 높고 둘째 ‘깍’은 얕게 계속되는 단순하고 간단한 그 음정(音程)

이 그저 반갑다. 나는 어려서부터 까치 소리를 좋아했다. 지금도 아침에 문을 나설 때 까치 소리를 들으면 

그 날은 기분이 좋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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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지은(反哺之恩)을 안다고 해서 효조(孝鳥)라 일러 왔지만 나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좋다. 사랑 앞

마당 밤나무 위에 까치가 와서 집을 짓더니 그것이 길조(吉兆)라서 그 해 안변 부사(安邊府使)로 영전(榮
轉)이 되었다던가, 서재(書齋) 남창 앞 높은 나뭇가지에 까치가 와서 집을 짓더니 글재주가 크게 늘어서 문

명(文名)을 날렸다던가 하는 옛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까치 소리는 반갑고 기쁘다.

  나는 까치뿐이 아니라 까치집을 또 좋아한다. 높은 나무 위에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엉성하게 얽어 

놓은 것이, 나무에 그대로 어울려서 덧붙여 놓은 것 같지가 않고 나무 삭정이가 그대로 떨어져서 쌓인 것 

같다. 그러면서도 소쇄한 맛이 난다. 엉성하게 얽어 놓은 그 어리가 용하게도 비가 아니 샌다. 오직 달빛과 

바람을 받을 뿐이다.

  나는 항상 이담에 내 사랑채를 짓는다면 꼭 저 까치집같이 소쇄한 맛이 나도록 짓고 싶었다. 내가 완자창

이나 아자창(亞字窓)을 취하지 않고 간소한 용자창(用字窓)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런 정서에서다. 제비집같

이 아늑한 집이 아니면 까치집같이 소쇄한 집이라야 한다. 제비집은 얌전하고 단아한 가정부인이 매만져 나

가는 살림집이요, 까치집은 쇄락하고 풍류스러운 시인이 거처하는 집이다.

  비둘기장은 아무리 색스럽게 꾸며도 장이지 집이 아니다. 다른 새 집은 새 보금자리, 새둥지, 이런 말을 

쓰면서 오직 제비집 까치집만 집이라 하는 것을 보면, 한국 사람의 집에 대한 관념이나 정서를 알 수가 있

다. 한국 건축의 정서를 알려는 건축가들은 한번 생각해 봄직한 문제인 듯하다. 요새 고층 건물, 특히 아파

트 같은 건물들을 보면 아무리 고급으로 지었다 해도 그것은 ‘사람장’이지 ‘집’은 아니다.

  지금은 아침 여덟 시, 나는 정릉 안 숲 속에 자리 잡고 앉아 있다. 오래간만에 까치 소리를 들었다. 나뭇

잎들은 아침 햇빛을 받아 유난히 곱게 푸르다. 나뭇잎 사이사이로 파란 하늘이 차갑게 맑다. 그간 비가 많

이 왔던 관계로 물소리도 제법 크게 들려온다. 나는 어느 날 이른 새벽에 여길 와 본 적이 있었다. 보건 운

동을 하러 온 사람, 약물을 먹으러 온 사람들로 붐비어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와 보

니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윽한 숲 속이 한없이 고요하다. 지금이 제일 고요한 시간이다. 까치들이 내 앞에 

와서 깡충깡충 뛰어다닌다. 이른바 까치걸음이다. 손으로 만져도 가만히 있을 것만 같다. 그렇게 사람이 옆

에 앉아 있다는 데는 아무 관심이나 의구심도 없이 내 옆에서 깡충깡충 뛰놀고 있다.

  나는 일찍이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민화(民畵) 하나를 생각한다. 한 노옹(老翁)이 나무 밑에서 허연 배

를 내놓고 낮잠을 자는데, 그 배 위에 까치 한 마리가 우뚝 서 있었다. 나는 신기한 그 상상화에 기쁨을 느

꼈다. 민화란 어린아이와 자유화(自由畵)같이 천진하고 기발한 데가 있어서 저런 재미있는 그림도 그려진다

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저 까치들을 보고 그것은 기발(奇拔)한 상상이 아니요,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

다.

  예전에 이지봉(李芝峯)이 정호음(鄭湖陰)의 “산과 물이 바람에 소리치며, 강물은 거세게 울먹이는데, 달은 

외로이 비쳐 있다.”는 시를 보고 ‘강물이 거세게 이는데 달이 외롭게’라는 건 실경(實景)에 맞지 않는다고 

폄(貶)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달이 고요히 밝은 밤중에는 물결이 잔잔한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김백곡(金
栢谷)이 황강역(黃江驛)에서 자다가 여울 소리가 하도 거세기에 문을 열고 보니 달이 외롭게 걸려 있었다. 

그래서 비로소 그 구가 실경을 그린 명구(名句)인 것을 알았다는 시화(詩話)가 있다. 나도 그 민화가 실경

인 것은 모르고 기상(奇想)으로만 여겼던 것이다.

  그 태고연(太古然)한 풍경의 민화 한 폭이 다시금 눈앞에 뚜렷이 떠오른다. 나무 밑에서 허연 배를 

내놓고 누워서 잠자는 노옹(老翁), 그 배 위에 서 있는 까치 한 마리.

- 윤오영, ｢까치｣
[B]

김 호 범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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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B]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② [A]는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B]는 대상을 의인화하는 방식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다.

  ③ [A]는 구체적 대상에 빗대어, [B]는 추상적 소재를 열거하여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

고 있다.

  ④ [A]와 [B]는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연이 지닌 역동적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다.

  ⑤ [A]와 [B]는 모두 사물을 매개로 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1-2.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작품의 소재를 중심으로 주제 제시 과정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① ‘어느 날 이른 새벽’의 경험과 대비되는 ‘정릉 안 숲 속’에서의 경험은 이 글의 창작 동기가 되고 

있다.

  ② ‘까치 소리’의 ‘기교 없이 가볍고 솔직’한 속성에 주목하여 ‘반갑다’라고 정서를 드러내며 글을 시

작하고 있다.

  ③ 까치에 이어 ‘까치집’을 떠올리면서 그 특성을 서술하고 ‘소쇄한 맛’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것이 좋

은 이유를 밝히고 있다.

  ④ ‘까치집’에서 다시 ‘제비집’, ‘비둘기장’으로 소재가 이어지면서 ‘집’과 ‘장’의 차이를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⑤ ‘민화’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내용을 바탕으로 ‘시화’에 담긴 상반된 해석들을 비판하면서 글의 주

제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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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답 ⑤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 방법 파악하기

[A]에서 화자는 얼마 전 빚은 술을 물과 산과 달과 함께 마시고 싶다고 말하며, 자신이 추구하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에 대해 말하고 있다. [B]에서 글쓴이는 낮잠 자는 노인의 배 위에서 놀고 있는 까치 한 마

리가 그려진 ‘민화’ 한 폭을 떠올리고 있다. 이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 [A]에서는 ‘술’이라는 사물을, [B]에서는 ‘민화’라는 사물을 매개로 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B]에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 둘 다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지는 않다. ② 

[A]에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은 나타나지만, [B]에 대상을 의인화하는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A]에 

구체적 대상은 드러나지만 [B]에 추상적 소재가 열거된 것은 아니다. 또 둘 다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

을 표출하고 있지 않다. ④ [A]와 [B] 모두에 시각적 이미지가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자연의 역동적 생명

력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1-2 정답 ⑤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글쓴이는 ‘민화’의 내용이 기발한 상상이 아니고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정호음의 시에 

대한 이지봉과 김백곡의 시화를 언급하면서 자기가 깨닫게 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가치에 대해 말

하고 있다. 정호음의 시에 대해 이지봉이 ‘실경에 맞지 않는다’고 폄했던 것과 달리 김백곡은 이를 ‘실경을 

그린 명구인 것을 알았다’고 했다는 것이 ‘시화’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글쓴이는 자신도 김백곡과 같이 ‘민

화’의 까치가 상상이 아닌 사실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글쓴이는 ‘시화’의 두 상반된 

해석을 통해 자신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 기존의 상반된 해석들, 즉 이지봉과 김백곡의 해석을 비판

하고 있지는 않다. 

① ‘정릉 안’의 그윽한 ‘숲 속’에서 까치와 함께 고요한 시간을 보낸 인상적인 경험이 ‘어느 날 이른 새벽’

에 사람들로 붐비던 과거의 경험과 대비되어 이 글의 창작 동기가 되고 있다. ② ‘까치 소리는 반갑다.’라

는 표현으로 서두를 열면서 까치 소리의 속성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③ ‘까치집’의 특성을 ‘엉성하게 얽어 놓은 것’, ‘나무 삭정이가 그대로 떨어져서 쌓인 것’ 등으로 서술하면

서 ‘소쇄한 맛’이 좋은 이유를 밝히고 있다. ④ ‘까치집’과 유사한 ‘제비집’, 이와 대비되는 ‘비둘기장’으로 

소재가 이어지면서 ‘집’과 ‘장’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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