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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김 래 형 T

1.    [미적분-1]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의 시각  ≤ ≤에서의 위치를 라 할 때, 

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나) ≤ ≤인 모든 에 대하여    이다.

  (다) 




 ′   




 ′  

  (라) ≤  일 때  ′≥ 이고, 

≤  일 때  ′≤ 이다. (단,    )

    <보기> 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면? 

〈 보  기 〉*증명*

ㄱ.                                   

ㄴ. 점 는 2초 이상 정지한 적이 있다.

ㄷ. 8초 동안 점 가 움직인 거리가 26일 때, 의 최댓값은 8이다.

2.    [기하와 벡터]

    좌표공간에서 구   와 직선    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라 하자. 점 에서 구에 접하는 평면을 라 하고, 점 가 아닌 구 위의 점 에

서 평면 에 평행하지 않고 구에 접하는 평면을 라 하자. 두 평면 , 의 교선 위의 

점을 Q라 할 때, AP ∙QB  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2018년 8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김 수 현 T

1.    [확률과 통계]

    그림과 같이       의 7개의 스위치를 가진 회로가 있다. 각 스위치가 열

리고 닫히는 확률은 같고 서로 독립이라 할 때, 에서 로 전류가 흐를 확률을 구하시

오.

2.    [미적분-2]

    과 사이의 실수 가 주어져 있다. 점  을 중심으로 하는 단위원과 직선 

 가 만나는 두 점 중에서 좌표의 값이 작은 것을  라 하자.   


일 때 호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2018년 8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박 현 수 T

1.    [중2수학-하]

    평행사변형 ABCD의 변 BC  위에 임의의 점 P를 잡고 ∠PAD의 이등분선이 BC  

또는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Q라 할 때, ABcm AD cm AC cm이

다. 점 P가 B에서 C까지 움직일 때, Q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2.    [중3수학-하]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ABC에서 AMMNNC이고, BM  BN 일 

때, MN의 길이는?



2018년 8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이 준 규 T

1.    [고등수학-하]

    자연수 에 대하여  {   ≤≤ 는정수} 라 하자. 

∩∩∩⋯∩≠을 만족하는 의 최댓값을 라 하고, 

   ⋯ ⊂∪∪을 만족하는 의 최댓값을 라 할 때, 의 

값을 구하시오.

2.    [미적분-1]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면서 연속인 함수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모든 실수 에 대하여   이다.

  (나) 




 , 




 

    함수   의 그래프와 직선   및 축,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

시오.



2018년 8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이 효 준 T

1.    [중3수학-하]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면의 넓이가  인 정팔면체의 부피를 구하면?

2.    [고등수학-하]

    두 집합            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집합   의 순서쌍   의 개수는?

  (가) ⊂ ⊂             (나) ∩  ⊂ ∪ 



2018년 8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장 원 홍 T

1.    [수학나형-수2]

    이차함수   의 그래프는 직선  에 대하여 대칭이고,  일 때 축과 서

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방정식 ∘  의 모든 실근의 합은?

2.    [미적분-1]

    그림과 같이 자연수 에 대하여 직선   이 직선  과 만나는 점을 P, 직선 

 과 만나는 점을 Q이라 하자. 두 점 P, Q을 모두 지나고 축에 접하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라 할 때, lim
→∞



× 


의 값은?



2018년 8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정 성 진 T

1.    [수학나형-수2]

    두 수열  은        이고,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을 만족시킨다.   일 때, 의 값

은?

2.    [미적분-2]

    양의 실수  에 대하여 좌표평면에서   에 대한 연립부등식 
 ≤
≤ 

가 나타내는 영역의 넓이를  라 할 때, ′ 의 값을 구하시오.



2018년 8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주 정 미 T

1.    [중2수학-하]

    개의 쌓기 나무를 쌓아서 정육면체를 만들었다. 이 정육면체의 겉면에 색칠을 하고 

다시 흐트러뜨린 다음 쌓기 나무 한 개를 집었을 때, 적어도 두 면이 색칠된 쌓기 나무

일 확률은? 

2.    [중3수학-하]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를 직선 을 축으로 하여 회전 시킬 때 생긴 회전체의 

부피는?



2018년 8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차 상 욱 T

1.    [중2수학-하]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라고 할 때, 그림과 같이 일차함수   


의 그래프가

세 점 A  B  C 을 꼭짓점으로 하는 ∆ABC와 두 점에서 만날 

확률을 구하면?

2.    [중3수학-하]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의 점 에서 대각선 에 수선을 내리고, 그 수선의 발

을 라 하자.    라 할 때, 의 길이를 구하시오.

 





2018년 8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최 민 근 T

1.    [고등수학-하]

    집합 {  | ≤ 는 정수 }의 세 부분집합   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다. 

  (가)   

  (나) {  | ∈ }

  (다) {  | ∈, 는 자연수 }

     일 때, 집합 의 모든 원소의 합을 , 의 값을 라 하자. 의 값을 구하

시오.

2.    [미적분-2]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에 두 점  가 있다. 직선 와 접선의 교점을 

라 하고, 호  의 길이를 , 선분  의 길이를 라 할 때, lim
→
log

log 

의 값은? (단,    


)



2018년 8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한 승 욱 T

1.    [미적분-2]

       일 때 함수    ln   

 ln  ≥ 
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면? 

〈 보  기 〉*증명*

ㄱ. 모든 실수 에 대하여   이다.

ㄴ.    이면 곡선    와 직선   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ㄷ. 




cos   이다.

2.    [기하와 벡터]

    좌표공간에 평면      과 구        가 있

다.  ≤  인 평면  위의 점 와 구   위의 점 에 대하여  ∙

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단, 점  는 원점이다.)



2018년 8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정 지 영 T

1.     [고3-고2 응용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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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

(A) While trying to overcome the original dose of culture shock, many U.S. businesspeople tend to 

embellish (in some cases, grossly exaggerate) their fond memories of life in the United States. They 

remember that things are better made, cheaper, and cleaner and people are more efficient, polite, 

and competent. But upon reentry to the United States, many of these myths are shattered. One of 

the by-products of a successful adjustment to the host culture is that our old notions of our culture 

will never again be the same. After one lives for a while in Switzerland, the United States no longer 

seems to be the epitome of cleanliness; when compared with the Japanese, the typical American 

seems loud and boisterous; after returning from an extended stay in Germany you become 

painfully ①aware of how most Americans are unprepared to engage in an informed political 

discussion; after a stay in a developing nation, people in the United States seem rushed and 

impersonal. Somehow home isn't what one had remembered.

(B) Trepanning was a medical practice used as long ago as 7,000 B.C.E. to treat bad headaches, head 

injuries, seizures and possession by evil spirits. A hole was cut into the skull using a stone axe or a 

knife. How well the surgery worked is debatable, but in a great many cases the patient survived and 

was probably restored to health, as the holes in skulls ②found by scholars can be seen having 

partially repaired themselves. Trepanning continued to be practiced from the Stone Age, through 

ancient civilizations such as those of Egypt, Greece, Rome and the new Islamic civilization, through 

medieval times and beyond. And it still is today, generally in cases ③that there is bleeding between 

the brain and the skull, as this can produce too much pressure on the brain and even cause death. 

Afterwards the hole is fitted with a neat metal disc in place of the removed bone.

[고2]

Nothing damages your ears more than loud noises. Luckily, your ears are able to reset themselves, so 

the loudness has to be sustained all at one time in order for you to feel the effects of any damage. The 

scary thoughts is that anything over 85 decibels can lead to permanent hearing loss. At 90 decibels, a 

hair dryer or a lawn mower can cause damage after just two hours – which  is nonthreatening for 

most of us, unless you have a big lawn or super-long hair. But it’s very threatening for hairdressers and 

landscapers, who are exposed to those noises all the time. And the louder a noise gets, ④the less time 
which takes to inflict damage. Avoiding loud noises or protecting your ears with plugs when exposed to 

them is the single best thing you can do to preserve your hearing.



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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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umental” is a word ①that comes very close to express the basic characteristic of Egyptian art. 

Never before and never since has the quality of monumentality been achieved ②as fully as it did in 

Egypt. The reason for this is not the external size and massiveness of their works, although the 

Egyptians admittedly achieved some amazing things in this respect. Many modern structures 

surpass those of Egypt in terms of purely physical size. But massiveness has nothing to do with 

monumentality. An Egyptian sculpture no bigger than a person’s hand is more monumental than 

that gigantic pile of stones that constitutes the war memorial in Leipzig, for instance. 

Monumentality is not a matter of external weight, but of “inner weight.” This inner weight is the 

quality which Egyptian art possesses to such a degree that everything in it seems to be made of 

primeval stone, like a mountain range, even if it is only a few inches across or carved in wood. 

(B) The door-in-the-face (DITF) technique involves making a large request that is likely to be turned 

down in order to increase the chances that people will agree to a smaller request later. The 

strategy’s name is derived from the expectation that an initial request will be quickly rejected. For 

example, a wife who wants to coax her frugal husband into buying a $30,000 sports car might 

begin by proposing purchasing a $40,000 sports car. After ③talking his wife out of the more 
expensive car, the $30,000 price tag may look quite reasonable to him. For the DITF to work, there 

must be no delay between the two requests. Guéguen, Jacob, and Meineri found that restaurant 

customers who declined to order dessert were more likely to order coffee or tea when the waitress 

proposed a beverage immediately rather than a few minutes later. 

[고2]

We are interested in the abilities of other species, whether or not these abilities are of importance in the 

context of a specifically human psychology. But, on the basis of Darwinian evolution, it seems 

reasonable to assume that specifically human abilities are not entirely unrelated to those of our animal 

relatives, and of course there are many aspects of human behaviour that are by no means specifically 

human. When we are hungry we want food and when we are angry we are aggressive – in talking or 

thinking about these events we may enter into the realms of exclusively human cognition, but the 

processes which bring them about are not always so refined. To fully understand human learning, if 

that is our goal, we must know exactly ④how and what extent it differs from animal learning, and we 

must therefore examine animal learning as well. 



2018년 8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이 정 희 T

1.     [고1 응용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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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lthough our society has made strides in material well-being in the past fifty years, the fast pace of 

the modern industrial world has not been kind to personal lives. Work life and personal life have 

generally become two isolated worlds, separated in time and space by the daily commute. Often 

people have to struggle to squeeze in a little "quality time" by themselves or with their loved ones—

catching a few free moments between the late shuttle and the eleven o'clock news, between the 

extra load of laundry and the early-morning meeting. Divorce rates have soared. Stress-related 

illnesses are taking a heavy toll. In short, ①it is time that many workers need a change.

(B) The time of school entrance is the critical stage in the growth of competence. Erickson, 

psychologist, points out: ②Many a child’s development are disrupted when family life may not 

have prepared him for school life, or when school life may fail to sustain the promises of earlier 

stages. It is at this stage of school entrance that the child experiences, often for the first time, the 

full weight of the world outside his family. The ideal situation will provide an initial confrontation 

that allows the child opportunities to succeed, thereby strengthening his skills and confirming his 

status in his own eyes as a ③worth and competent individual.

(C) In the 17th century, life was not easy for the young people in New France, Canada. Children on a 

farm were expected to assist their parents in the daily work. When the parents grew too old to 

work, the oldest son would sign an agreement to run the farm and care for his parents as long as 

they lived. Orphaned youngsters used to be taken in by their relatives or became servants in the 

homes of richer colonists. The girls helped their mothers care for the younger children. Girls were 

considered able to care for themselves and ready to marry when they could weave a pair of sheets. 

Most parents taught their children basic school subjects such as reading and arithmetic at home, ④

provided they were educated themselves



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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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culture, adolescence lasts almost 10 years. In the old days, it was much shorter. (Back then, 

the young person went through a ceremony early and then he or she would become an adult! In 

today's world, good jobs are not simple and people need to know a lot and have new skills. So I 

takes time to get a good job. And you cannot be an adult without a job! Therefore, you need your 

parents' care and help for a long time. ①While this long adolescence, you feel pains and stress in 

and out of your family.

(B) In the early days, people rode on horses. But this was unfair. I cannot understand why a human 

being has the right to sit on the back of a horse. I think ②it's why a human is too feeble to carry a 

horse. To make up for this weakness, human beings invented metal animals called cars. Even a flea 

is more intelligent than a human. A scientist once said that a flea can find the one spot on a man 

where he cannot scratch. Let me add one proof that the animal kingdom is superior to the kingdom 

of man. Animals can neither speak nor print newspapers. They don't even have radios. Instead of 

watching television, they look at the beautiful world of God.

(C) The Korean flag, which is called the Taegeukgi, is rich in philosophical symbolism. Let me tell you 

what it means. The white background represents the land as well as peace. In the center ③is lain a 

circle called Taegeuk which means the people. It is patterned after the Taegeuk, or the yin and yang 

symbol. This image shows the opposites of nature-such as heaven and earth, fire and water, and 

day and night, These ④are not thought as opposite to each other, but as two sides of the same 

coin.



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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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on after Shakespeare’s death, Britain went through a period of prudery of the sort  with which all 

countries are periodically seized. In 1623 an Act of Parliament was passed making it illegal to 

swear. People were fined for such mild oaths as “upon my life” and “by my troth”—mild utterances 

indeed. In 1649 the laws were tightened even further—to the extent that swearing at a parent 

became punishable by death. But the greatest outburst of prudery came in the nineteenth century 

when it swept through the world like a fever. It was an age when sensibilities grew so delicate that 

①one lady was reported had dressed her goldfish in miniature suits for the sake of propriety and a 

certain Madame de la Bresse left her fortune to provide clothing for the snowmen of Paris. It has 

sometimes been said that prudery reached such a height in the nineteenth century that people took 

to dressing their piano legs in little skirts.

(B) Just as some people choose cars or clothing to represent an image of youth or wealth,  ②either may 

dogs be used as status symbols. For example, people who want to appear strong and potentially 

dangerous may be attracted to specific types of dogs because of the breed's perceived strength and 

aggression. In order to correspond to the desired image, the dog owner may then train the dog how 

to act aggressively; these owners teach the dog that good behavior includes barking, growling, and 

in some cases, attacking. People opposed to breed-banning believe that it is not the breed that must 

be banned because bad owners would produce bad dogs regardless of the breed. Many 

breed-banning challengers claim that ③owners are required to obtain a license before owning and 

training a dog.

(C) Both the trait and behavioral leadership theories were attempts to find the one best leadership style 

in all situations. As early as in the late 1960s, it became apparent ④where there is no one best 

leadership style in all situations. Managers need to adapt different leadership styles, as leadership 

success requires adapting leadership styles to meet the situation. Thus, contingency leadership 

theory became the third leadership paradigm, and the leadership styles used in their models are 

based on the behavioral leadership theories. Contingency means “it depends.” One thing depends 

on other things, and for a leader to be effective there must be an appropriate fit between the 

leader’s behavior and style and the followers and the situation. 



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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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we watch, wonder, and worry about our children and ourselves, most parents agree that our 

children require a healthy dose of resilience but are uncertain where to begin.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most parents concur that it is much more difficult today to raise children to be "good people" 

than it was twenty years ago. Two out of three parents feel they are doing a "worse job." Seventy-five 

percent report that they are attempting to do things differently. But they are unsure what to do or if in 

fact what they are doing will be effective. Many hold out changing the world around them as the place 

①in which to lie the solution, yet feel overwhelmed with the daunting task of having an impact on a 

world moving at Mach speed.

[고2]

(A) A new study suggests that Englishmen aboard the Titanic were less likely to survive than their 

American counterparts because of their good manners. ②So were they that they must have 

implored crew members to give lifeboats to “ women and children first” and queued for a place 

while others made saving their own lives a priority, it is believed. English people were seven percent 

less likely to survive the 1912 disaster than others on board, according to the study. By contrast, 

Americans were 8.5 percent more likely to survive than the norm. Yet there was practically no 

difference in the survival rate among the two countries’ women. This indicates that English 

gentlemen gallantly sacrificed themselves.

(B) There are two ways of dealing with your weaknesses: you can either live with them or you can 

overcome them. ③If the skills are integral to the work you may be taking on is important to your 

approach. The likelihood is that a number of your perceived weaknesses are in areas where a 

possible lack of expertise will not adversely affect your prospects, or they may indicate a dislike for 

some particular tasks. Those things that you do not enjoy and are not good at are probably best 

avoided. The skills you do need to fulfill your career ambitions ④need being tackled through 

formal training or personal development. If it improve your chances of success, enroll in a course or 

read self-help books that cover the skills you need.



2018년 8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조 세 미 T

1.     [중3 응용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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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king who had a very beautiful daughter. His daughter was ①too 

beautiful that everyone was busy singing about her beauty. But no one asked for her hand in 

marriage, for they were greatly afraid of the king. One day, the king said that the princess would 

marry the one who would bring him three things: a glass of all the waters, a bouquet of all kinds 

of flowers, and a basket of Ay-ay nuts. Many men traveled far and wide to strange lands. 

However, nowhere ②they could find the things the king wanted.

(B) Mother Teresa was born in Skopje, Macedonia in 1910. At the age 12, while she was studying at an 

elementary school, she knew ③how her life would be like. She decided that she would help the 

poor for the rest of her life. When she was 18 years old, she left her home country ad joined the 

Sisters of Loretto, and international service community. After a few months, she went to India to 

help people there. She spent her life in India and received that Nobel Peace Prize in 1979. She died 

in 1997.

(C) Even if animals a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they are all belonged to the same kingdom. Why? 

All animals have three things in common. All animals move around. Animals find their food-rather 

than make their own food. They are made up of many tiny cells that all work together to keep the 

animal ④live. Even though animals seem different, they all have these three things in common.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animals in the world. All animals aren't the same, of course. 

Some animals have a backbone, while others don't. Some have hair, others don't. However, each 

one helps make our world a wild and wonderful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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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고3 국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구에서 전통적인 도덕은 보편타당하고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를 탐구하여 사회 구성원들

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도덕적 명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서구의 전통적 도덕관

을 비판하고 나선 니체는 ㉮도덕적 가치와 도덕적 삶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밝혔다. 

 우선 니체는 주체를 도덕의 중심에 두고자 하여 인간을 ㉠주인적 개인과 ㉡노예적 개인으

로  구분하였다. 인간의 내면에는 다양한 욕구들이 존재하고 서로 ⓐ충돌하게 된다. 인간

의 행위는 그 결과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데 주인적 개인은 강한 의지로 자기 내면의 욕구

를 ⓑ제어하고 욕구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 니체는 주인적 개인이 이와 같이 자

기 지배력을 지니고 자신이 세운 삶의 원칙에 따라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좋음’ 이라

고 평가하였다.

 반면 노예적 개인은 주인적 개인과 대립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무리를 짓고 그

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리의 평균적 가치를 따르며 자기를 제어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욕

구를 지배할 수 없다. 이런 노예적 개인을 니체는 병들었다고 하였으며 이들의 행위를 ‘나

쁨’ 이라 고 평가하였다. 

 니체가 제시하는 도덕의 최종 목적은 도덕의 주체를 주인적 개인으로 ⓒ육성하는 데에 있

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예적 개인이 양심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니체는 양심을 건강

한 주인적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외적 강제 없이 자신이 설정한 법칙에 따라 약속을 하고, 

그 약 속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노예적 개인은 자기 지배력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이런 경우 노예적 개인은 약속을 ⓓ위반한 것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경우

가 있는데 이를 니체는 양심의 가책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런 고통은 노예적 개인에게 자

신이 지켜 야 했던 약속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그러나 노예적 개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다고 해서 양심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양심의 회복을 위해서는 훈육이나 양

육과 같은 교육이 필요하며 건강한 주인적 개인으로 거듭나려는 자신의 결단과 의지가 필

요하다. 이를 통해  노예적 개인이 건강한 자기 지배력을 회복하면 주인적 개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니체는 도덕의 핵심을 주체의 문제로 돌려놓았다. 도덕은 보편타당한 것으로 따라

야 하는 규범이 아니라 개인의 주체적 의지가 나타나는가에 있다. 외적으로 주어진 규범이

나 가치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적인 의지를 발휘하여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도덕인 것이다. 예술가가 재료를 가지고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 가듯이 개인 역시 자

기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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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방과 후에 진수는 몸이 불편해 보이는 할아버지께서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를 도와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친구와의 약속도 있는

데다 다른 사람들도 무심히 지나치고 있기에, 결국 할아버지를 외면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진수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자책하면서 다음부터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보면 꼭 도와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진수는 몸이 불편한 어르

신들을 보면 부축해 드리거나 짐을 들어 드렸다.

  ① 진수는 자기 지배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있는 것이군. 

  ② 진수가 잘못된 행동을 자책한 것은 양심을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③ 진수가 나중에야 옳은 행동을 실천하게 된 것은 '나쁨' 으로 평가할 수 있겠군. 

  ④ 진수는 자신이 설정한 법칙에 따른 약속을 지켜나가면서 무리의 평균적 가치에서 벗어

났군. 

  ⑤ 진수는 마땅히 따라야 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인적 개인으로 볼 

수 있겠군.

1-2.       <보기>의 상황을 ‘니체’가 평가한다고 가정할 때,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 B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요 양원에 봉사 활동을 다녔

다. 어느 날 이들은 봉사 활동을 다 녀오는 길에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였다. A는 자

신의 마음 가짐에 따라 부상자들의 이송을 도왔다. B는 피곤하고 귀찮 아 다른 사람들

의 눈치를 보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따라 자 리를 피하였고, 그날 밤 B는 어려움에 처

한 사람들을 외면한 자신이 부끄러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① A는 자신의 행동 원칙을 능동적으로 실천했으므로 '좋음' 으로 평가할 것이다. 

  ② A가 주체적으로 타인을 도운 것은 절대적 가치를 따른 것으로 평가할 것이다.

  ③ A는 자신과의 약속에 책임을 지려는 의지의 소유자로 '양심' 이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④ B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는 것은 '양심의 가책' 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⑤ B가 교육을 받고 양심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A와 같이 자기 지배력을 가진 

존재로 변할 수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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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답 ④ 

<보기>의 진수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후 불편한 어르신들을 도와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그

것을 실천하였다. 따라서 진수는 양심을 회복하고 주인적 개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신이 설정한 법칙에 따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책임을 지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리

고 이는 '무리의 평균적 가치를 따르는 노예적 개인' 에서 벗어난 것이다.

1-2 정답 ② 

A는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부상자들의 이송을 도왔으므로 주인적 개인에 해당하며, B는 

자신의 마음가짐과는 달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했으므로 노예적 개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니체는 A가 절대적 가치를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삶의 원칙에 따라 능동적

으로 행동한 것으로 평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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