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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김 래 형 T

1.    [미적분-2]

    최고차항의 계수가 인 삼차함수 에 대하여 함수  sin 


 이 

 에서 극대 또는 극소이고,  ≥ 인 모든 를 작은 수부터 크기순으로 나열한 

것을      ⋯라 할 때, 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이고   


이다.      (나) 


 


 



     ′  
 의 값을 구하시오.  단,     

  

2.    [기하와 벡터]

    한 모서리의 길이가 인 정사면체 ABCD와 각

각 한 면씩을 공유하는 네 정사면체 EABC , 

FACD , GABD , HBCD가 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면?

〈 보  기 〉*증명*

 ㄱ. 두 평면 BCE와 BCH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라 할 때, cos  


이다.

 ㄴ. AE⋅CF  

 ㄷ. 네 점 E, F, G , H를 지나는 구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다.



2019년 2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김 수 현 T

1.    [확률과 통계]

     이하의 서로 다른 네 자연수    에 대하여 ≤ ≤ ≤를 

만족시키는    의 모든 순서쌍     의 개수는?

2.    [기하와 벡터]

    두 점      와 축 위를 움직이는 점 에 대하여  

의 값이 최소가 될 때의 점 의 좌표와 최솟값을 각각 구하시오.



2019년 2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박 현 수 T

1.    [중3수학-하]

     과   의 교점을 A B라 하고 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PAPB가 될 때, 점 P로 만들어지는 ∆ABP의 넓이를 구하시오.

2.    [고등수학-상]

    부등식 ≤≤, ≤≤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의 순서쌍  

의 개수를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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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준 규 T

1.    [고등수학-상]

    ABAC인 이등변삼각형 ABC의 변 BC  위의 한 점 D에 대하여 BD , 

CD이다. 두 선분 AB , AD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의 합은?

2.    [미적분-1]

    함수      
 ≥ 

 에 대하여 함수 를 

 




   라 하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면?

〈 보  기 〉*증명*

  ㄱ. 는 구간  에서 증가한다.

  ㄴ. 는  에서 미분가능하다.

  ㄷ. 방정식   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가 존재한다.

Kenshin
사각형



2019년 2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유 미 현 T

1.    [중2수학-하]

    평행사변형 ABCD에서 변 BC를   로 내분하는 점을 P 변 CD를   으로 내

분하는 점을 Q DP와 AQ와의 교점을 R이라 할 때, ∆ 와 □의 넓이

의 비를 구하면?

2.    [중3수학-상]

    1에서 300까지의 자연수 중  과  이 모두 무리수인 자연수  의 개수를 구하

시오.



2019년 2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윤 혜 령 T

1.    [중2수학-상]

    두 직선    의 교점은 A이고, □PQRS는 정사각형이다. 점 A를 지나

면서 정사각형 PQRS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2.    [중3수학-상]

    주사위를 3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 세 번째 

나온 눈의 수를 라 할 때, 이차함수   의 그래프가 축과 만날 확

률을 구하시오. 



2019년 2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장 원 홍 T

1.    [수학나형-수2]

    전체집합     는  이하의 자연수의 두 부분집합  가 

   는 의 배수,     는 의 약수일 때,  ∩  을 만

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의 값의 합은?

2.    [확률과 통계]

    바나나 우유 8개, 딸기 우유 2개, 초코 우유 1개, 흰 우유 1개를 4개의 서로 다른 주머

니 A, B, C, D에 3개씩 넣으려고 한다. 같은 종류의 우유끼리는 서로 구분이 되지 않는

다고 할 때, 바나나 우유가 3개 들어가는 주머니와 1개가 들어가는 주머니가 각각 1개

씩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2019년 2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장 준 혁 T

1.    [고등수학-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삼차식을    라 할 때, 가 

될 수 있는 값의 총합을 구하시오. (단,   는 실수이다.)

  (가) 방정식   의 한 근은 허근이다.

  (나) 방정식   의 한 근이 이면 도 방정식   의 한 근이다.

2.    [고2-수1]

    한 변의 길이가  이고 ∠  인 마름모 의 내부에 

   이고 ∠  인 이등변삼각형 가 있다. 점 는 선분 

  위에, 점 는 선분  위에 있을 때, 선분  의 길이를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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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성 진 T

1.    [고등수학-상]

    ≤≤에서 이차방정식  이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도

록 하는 실수 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2.    [고2-수1]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   위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네 점    가 

있다. 이때  × 의 값을 구하시오.

   (가)                (나)  ⫽ ,  ⫽



2019년 2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주 정 미 T

1.    [중3수학-상]

    이차함수   


 


의 그래프와 축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이다. 두 그래프에 

내접하는 정사각형 ABCD의 내접원은 그림과 같고, 삼각형의 꼭짓점은 정사각형과 그 

내접원의 접점을 지난다. 이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2.    [중3수학-하]

    AB는 원 O의 지름이고, CD는 원 O에 접하고 있다. F는 원 O와 BD와의 교점이

고, ∠GCD   BEBD일 때, ∠GBD와 ∠DFE의 크기를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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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민 근 T

1.    [고2-수1]

           인

삼각형 에서 변 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 와 변 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 을 그림과 같이 그린다. 두 정

삼각형  , 의 외접원의 중심을 각

각   라 할 때,  의 값은?

2.    [기하와 벡터]

    반지름의 길이가 인 구 와 서로 다른 

두 직선  , 이 있다. 구 와 직선 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각각 A , B , 

구 와 직선 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각각 P , Q라 하자. 삼각형 APQ

는 한 변의 길이가  인 정삼각형이

고 AB , ∠ABQ  


일 때 평

면 APB와 평면 APQ가 이루는 각의 

크기 에 대하여 cos의 값을 구하시오. 



2019년 2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박 진 찬 T

1.     [고3-고2 응용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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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

(A) Ironically, some of the most powerful techniques for boosting your memory are also the oldest. 

Under the umbrella term ‘Mnemonics’ (it has a silent ‘M’), these involve tapping into the fact that 

our brains have evolved to deal very well with both visual images and spatial locations. By turning 

facts into mental images, and imagining them along a route of locations, you can harness these 

natural memory powers to remember almost anything you like. ①The more improbable and 

emotionally charged the images the better, as our brains evolved to pay special attention to those 

features. Another part of your imagination that can boost your memory is your musical sense. 

Rhythm and rhyme are potent memory boosters. This explains why you might find it hard to 

remember the periodic table of elements, yet your memory banks are overflowing with old jingles. 

(B) If you have a new job and you are going to resign from your current job, may I make a common 

sense suggestion? Unless there is a very special circumstance, I strongly suggest you not resign from 

your current job with only the verbal agreement or an informal email telling you that you have the 

future job. I get chills up my spine when people do this or even consider it. There is still that chance 

something unforeseen could happen between the verbal offer and actuality. Only when you have in 

your possession a written and signed offer or employment contract, on company letterhead, with an 

accompanying start date for your new job, ②you should announce your intention to resign from 

the job.  For me, this is ③as a much issue of common sense as suggesting you should look both 

ways before crossing a street.

[고2]

Good news is no news, but bad news sells. This is the general rule that most news organizations - 

newspapers and television news programs - have followed. Nowadays, however, most news stories are 

available online, and people post them on social media to share them with friends and family. In this 

case, researchers have found that good news spreads farther than bad news. In other words, people are 

more likely to email a news story to a friend or post it on their social media page if it has a positive 

message. This difference may be due to the fact that news organizations only care about the number of 

viewers or readers they get. They don't care about how viewers feel after they've seen, heard, or read 

the story. But when people share stories, they do care about how their friends react. And most of them 

would rather put their friends in a good mood ④than making them feel sad.



2019년 2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정 지 영 T

1.     [고3-고2 응용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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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

(A) One of the next major waves of medical advancement will be in the development of genomic  

sequencing, which will help doctors  sequence human DNA to discover the precise cause of an 

illness, and develop a specific treatment for it. Experts believe this process will be easy to 

commercialize relatively quickly, as sequencing gets cheaper. Using advances in genomic research, 

scientists are developing blood tests that can detect cancer, while also beginning to apply academic 

research to real-world scenarios. As researchers get better at  identifying the specific genes that are 

mutating and causing cancer, drug companies will need  to produce medications that address these 

problems more quickly. In the next decade, scientists expect ①to have more specialized "precision 

medicines" to treat cancer.

(B) Social media facilitates price comparison on the part of consumers, thus making them more aware 

of online and in-store discounts and subsequently encouraging consumer price sensitivity. What 

makes the social media space even more effective is the fact that not only do marketers have a new 

medium ②which to share pricing and promotion information, but quite often it is one's own 

friends, family or other connections who are passing along price and promotion information from 

brands. When deals are activated by a consumer, he/she is given the opportunity to share their deal 

experience with specific individuals via email or more broadly via social media platforms. ③Giving 

the influence of word-of-mouth information, this is even more impactful as a source.

[고2]

 Plagiarism is risky behavior that students engage in as a result of a variety of motivations. There is 

someone, for example, ④who is a too lazy student to conduct the research and put together the words 

needed to produce an original essay. Of course, in most cases, there is more then just laziness behind 

the attempt to plagiarize. Students today may feel that they must outperform their peers to succeed. 

Thus they may be more focused on the end results of their research rather than the skills they pick up 

by performing it. Sadly, another reason why students copy work from others is they believe that other 

students are doing the same and that they must plagiarize so as to keep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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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 희 T

1.     [고1 응용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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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What is a genius? Is it simply someone who is able to answer every question on a test? Actually, 

people who are considered to be geniuses are more than just abnormally smart. In addition to bing 

extremely intelligent, they are also highly creative and imaginative, capable of thinking freely and 

questioning the limits of what other people believe to be possible. Apparently, one of the key 

characteristics shared by geniuses is their ability to focus on seemingly unimportant information. 

The majority of geniuses pay attention to the kinds of details ①most other people deem useless and 

simply ignore. Because of this, their perspectives are richer and somewhat more complex, and ②they 

remain opened to new possibilities. Now think about all the smart people you know. Are any of 

them true geniuses?

(B) For over a year, I have been saving all my allowance-three dollars a week. In addition, I have been 

earning more money doing jobs such as washing my aunt's car and weeding our neighbor's garden. 

In just a few more weeks, I'll have enough money for the terrific 24-speed bike I want. But some of 

my friends thinks I'm silly to work and save for a bike. They spend their money on electronic 

gadgets or buy all kinds of new clothes so that each of them can impress the others. I like those 

things, too. But the bike is ③so more important to me that I don't mind doing without electronic 

gadgets and extra shirts.

(C) Every culture contains an unspoken "schedule" that tells people ④when taking important steps in 

their life. This timetable functions as a kind of social clock, letting you know whether you're getting 

ahead of your peers, keeping pace with them, or falling behind. Using this clock, you are able to 

evaluate both your soci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If you find that you are keeping up with 

your peers, you are likely to feel comfortable, well adjusted, and socially accepted. However, if you 

find yourself running late, you're more likely to experience anxiety and dissatisfaction. Though the 

social clocks of many modern cultures have grown more flexible and less intolerant of deviations 

from the expected schedule, they still push people to keep up with their p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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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2-고1 응용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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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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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rtance in the contex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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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 cognition, but the processes ①which bring about them are not always 

so refined. To fully understand human learning, if that is our goal, we must know exactly how and ②

what extent it differs from animal learning, and we must therefore examine animal learning as well.

[고1]

(A) Just as some people choose cars or clothing to represent an image of youth or wealth, ③so dogs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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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wners be required to obtain a license before owning and 

training a dog.

(B) Since 1990, more than 250 people have been killed in stock car racing accidents, including 29 

spectators, five of them were children.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ountless injuries that have 

occurred, as well as the psychological damage they may have caused. There is no denying that the 

sport of automobile racing is dangerous, but the racing industry has no excuse for not providing 

better protection for its spectators. The positioning of fans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and 

adequate fencing ④erected to keep them safe from harm. Furthermore, emergency crews should be 

kept on hand. With improved safety measures, stock car racing can expect an increase in its 

popu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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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3 응용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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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he process of adding substances to soil to improve its growing capacity was developed in the early 

days of agriculture. Ancient farmers knew that the first yields on a plot of land were much better 

than ①that of subsequent years. This caused them to move to new, uncultivated areas, which again 

showed the same pattern of reduced yields over time. Eventually it was discovered that plant 

growth on a plot of land could be improved by spreading manure, waste matter from farm animals, 

throughout the soil. Over time, fertilizer technology became more refined. The Egyptians ②are 

known to have added ashes from burned weeds to soil. Ancient Greek and Roman writings indicate 

that various animal excrements were used.

(B)  Heat waves, floods, and droughts are becoming more and more commonplace. As most experts 

agree, this is due to climate change caused by carbon emissions, so now is the time for businesses to 

start investing in low-carbon alternatives. However, there are considerable objections to this idea. 

Many people assert that because this would be too costly, we should continue operating in 

traditional ways. They argue that continuing business as usual is the cheaper option. However, the 

US agricultural industry ③was recently hit hardly by a drought, which caused billions of dollars in 

losses. If we don't take action, this will happen again and the cost will be even more devastating. 

(C)  I believe that we each have a natural fountain of ideas in our mind, which we can use to create. I 

like to call it "the idea spring." This spring of creativity brings ideas deep in our minds up to the 

surface, and we all need to feed the spring and care for its environment. If we don't, it may dry up 

or become toxic. I suggest that we make time once a week to do something in order to ensure that 

④the spring remains actively and we stay full of ideas. You can visit an art gallery or find a quiet 

place in nature to meditate. It is important for you to do it by yourself, to avoid the complexity of 

your social life and simply take in the joy of the activity. This is your weekly "art outing," when you 

spend part of the day enjoying new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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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한 빛 T

1.     [고3-고2 응용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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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

You can save yourself a lot of time and energy if, over the next few years, you give serious 

consideration to what is most important to you and what you want to do with your life. Avoid the 

myth, however, that you are supposed to come up with some ambitious, detailed life plan and then 

follow it until the end of the rainbow. Things happen that are unexpected and unforeseen. Events in the 

world will alter the landscape. ①Opportunities will come your way that you never would consider 

before. Friendships and networking will open up other possibilities. Your priorities and values will 

evolve as you gain new experiences and are exposed to other options. Anything you plan now will 

likely shift as you learn new things, develop new skills, and grow in new directions. In fact, it is 

imperative that you remain open to these changes.

[고2]

(A) From a political perspective, hostage situations are horrifying events, primarily because they 

paralyze governments and make them powerless to act. Knowing that captive's lives lie in the 

balance, politicians may be tempted to negotiate with hostage takers. It might seem like the only 

possible option, but this must be avoided at all costs. By making concessions to terrorists, 

politicians set a precedent for the future that suggests to other terrorists ②that the taking of 

hostages enable them to succeed in their goals. Paying ransom to hostage takers practically ensures 

that this fund-raising method will be attempted again. It is essential that governments take a firm 

stance on this issue to demonstrate ③that under no circumstances hostage taking works.

(B)  All living things suffer during water shortages. Yet some animals, particularly those in places with 

dry seasons, have amazing adaptations ④that help them survive dry conditions. Two such animals, 

the Galapagos tortoise and the desert tortoise, save up water in their bladders. Drinking water from 

rainfall and green plants allows them to fill their bladders, The tortoises can then survive on the 

stored water throughout the dry period. Other dry-climate animals have adaptations that allow 

them to keep water in. For example, a special kind of toad in North America called the desert 

spadefoot spends 75 percent of its time deep under the ground. There, it wraps itself with a sticky 

temporary skin that keeps water from escaping. In the seasonal rains more than nine months later, 

the spadefoot comes out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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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승 배 T

1.     [고1 응용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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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We often hear of rich and successful people with great jobs and large homes who simply aren't 

happy. However, you'll never hear anyone say this about a dog. Dogs are happier than people 

because they aren't affected by outside circumstances ①as much as we do. For example, when I 

take my dogs out for a walk on a cold and rainy day, they're just as excited as they would be on a 

sunny day. The minute I open the front door and call their names, they come running excitedly, 

ready for a new adventure. I put on my raincoat, and we all run outside together. The fact that it is 

pouring and the ground is muddy beneath their feet means nothing to the dogs. As I carefully make 

my way around large puddles, my dogs run happily through them. And it doesn't seem to bother 

them one bit.

(B) It is clear that children expand their vocabularies by reading. They encounter more words when 

reading, which enables them to learn more words. But is it better to read a variety of short stories 

on different subjects, or should a single topic be focused on over a longer period? According to a 

new study, staying with one topic is the better way to improve one's vocabulary.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new words are presented in a familiar context, ②which makes it more easily to learn their 

meaning. Imagine that you read a story about animals to your children. The words they learn will 

be repeated if you continue to read about animals every day. The more frequently they see the 

words used in the stories, ③the more alike it is that they will remember the words. For this reason, 

if your goal is to improve your children's vocabulary through reading, you should concentrate on a 

subject long enough for it to become familiar.

(C) Being kind toward others is always the right thing to do. However, kindness might have even more 

benefits than most people realize. Studies have shown that acts of kindness strengthen the immune 

system. They also cause the brain to produce more serotonin, a natural substance that makes us feel 

more relaxed and peaceful. In fact, medicine ④used to fighting depression works in the same way - 

it increases the body's serotonin production. These positive effects take place in both the person 

who receives the act of kindness and the person who performs it. Surprisingly, even a person who 

simply sees an act of kindness can experience the same kind of effects. This new information gives 

people another good reason to treat each other ki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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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3 응용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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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he slavery of today looks different from that of the past. There are no physical chains keeping 

present-day slaves ①leaving their workplace. However, these laborers ②have no other choice but 

continuing working in sweatshops in order to avoid punishment or a life of poverty. They toil 

away in harsh conditions to make the things we buy, and they endure abuse daily while earning 

only a few pennies an hour. Those who want to stop labor exploitation have good intentions but 

are not addressing the problem in a way that will make a real difference. If they truly want to end 

modern slavery, they must tackle the global economic system that cares more about profits than 

the protection of resources and welfare of workers. 

(B) Nowadays, a lot of countries are evolving into cashless societies. In Sweden, cash circulation of 

currency dropped dramatically, and it now accounts for only 2% of the nation's transactions. This 

evolution has had several positive effects. Financial institutions have been able to make bigger 

profits thanks to the reduction in cash-handling services. Moreover, bank robberies across the 

country have almost disappeared. Nevertheless, a cashless society does not benefit everyone. ③

While the elderly struggles with the technology, the younger generations are more prone to 

overspending when no physical money is exchanged. 

(C) With societies so focused on individual freedoms these days, it is important to remind ourselves 

about the true reason we have social laws. Although these laws limit our personal freedom to some 

degree, they do so to protect our overall freedom. When a policeman pulls you over for speeding, 

for example, you may feel like he restricts your freedom. But he is actually a symbol of liberty 

rather than one of tyranny. Think what would happen if everyone ④were let to drive as fast as 

they wanted. The roads would be extremely dangerous, and you would be too afraid to even leave 

your house. Likewise, laws and rules seem to curtail our freedom, but they ultimately allow us to 

enjo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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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고3 국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안 초시, 서 참의, 박희완 영감은 복덕방에 모여 소일하면서 뚜렷한 미래가 없는 삶을 살

아간다. 잇달아 사업에 실패해 딸인 안경화에게 무시당하며 살던 안 초시는 박희완 영감

을 통해 황해 연변의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는 안경화에게 부동산 투기를 권한다. 안경화

는 아버지의 정보대로 투자를 한다. 

일 년이 지났다.

모두 꿈이었다. 꿈이라도 너무 악한 꿈이었다. 삼천 원 어치 땅을 사놓고 날마다 신문을 훑어보

며 수소문을 하여도 거기는 축항이 된단 말이 신문에도, 소문에도 나지 않았다. 용당포(龍塘浦)

와 다사도(多獅島)에는 땅값이 삼십 배가 올랐느니 오십 배가 올랐느니 하고 졸부들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어도 여기는 감감소식일 뿐 아니라 나중에, 역시, 이것도 박희완 영감을 통해 알고 보

니 그 관변 모씨에게 박희완 영감부터 속아 떨어진 것이었다. 축항 후보지로 측량까지 하기는 하

였으나 무슨 결점으로인지 중지되고 마는 바람에 너무 기민하게 거기다 땅을 샀던, 그 모씨가 그 

땅 처치에 곤란하여 꾸민 연극이었다. / 돈을 쓸 때는 일 원짜리 한 장 만져도 못 봤지만 벼락은 

초시에게 떨어졌다. 서너 끼씩 굶어도 밥 먹을 정신이 나지도 않았거니와 밥을 먹으러 들어갈 수

도 없었다.

“재물이란 친자간의 의리도 배추 밑 도리듯 하는 건가?”

탄식할 뿐이었다. 밥보다는 술과 담배가 그리웠다. 물론 안경다리는 그저 못 고치었다. 그러나 

이제는 오십 전짜리는커녕 단 십 전짜리도 얻어 볼 길이 없다.

추석 가까운 날씨는 해마다의 그때와 같이 맑았다. 하늘은 천리같이 트였는데 조각구름들이 여

기저기 널리었다. 어떤 구름은 깨끗이 바래 말린 옥양목처럼 흰빛이 눈이 부시다. 안초시는 이번

에도 자기의 때묻은 적삼 생각이 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매 끝을 불거나 떨지는 않았다. 고요

히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 더러운 소매로 닦았을 뿐이다.

여름이 극성스럽게 덥더니, 추위도 그럴 징조인지 예년보다 무서리가 일찍 내리었다. 서 참의가 

늘 지나다니는 식은 관사(殖銀官舍)*에들 울타리가 넘게 피었던 코스모스들이 끓는 물에 데쳐 

낸 것처럼 시커멓게 무르녹고 말았다. / 참의는 머리가 띵하였다. 요즘 와서 울기 잘하는 안 초

시를 한번 위로해 주려, 엊저녁에는 데리고 나와 청요릿집으로, 추탕집으로 새로 두 점을 치도록 

돌아다닌 때문 같았다. 조반이라고 몇 술 뜨기는 했으나 혀도 그냥 뻑뻑하다. 안 초시도 그럴 것

이니까 해는 벌써 오정 때지만 끌고 나와 해장술이나 먹으리라 하고 부지런히 내려와 보니, 웬일

인지 복덕방이라고 쓴 베 발이 아직 내어걸리지 않았다. 

“이 사람 봐아…… 어느 땐 줄 알구 코만 고누…….”

그러나 코고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미닫이를 밀어 젖힌 서 참의는 정신이 번쩍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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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초시의 입에는 피, 얼굴은 잿빛이다. 방 안은 움 속처럼 음습한 바람이 휭 끼친다.

“아니……?”

참의는 우선 미닫이를 닫고 눈을 비비고 초시를 들여다보았다. 안 초시는 벌써 아니요, 안 초시

의 시체일 뿐, 둘러보니 무슨 약병인 듯한 것 하나가 굴러져 있다.

참의는 한참만에야 이 일이 슬픈 일인 것을 깨달았다.

“허……”

파출소로 갈까 하다 그래도 자식한테 먼저 알려야겠다 하고 말만 듣던 그 안경화 무용연구소를 

찾아가서 안경화를 데리고 왔다. 딸이 한참 울고 난 뒤다. / “관청에 어서 알려야지?”

“아니야요. 아스세요.” / 딸은 펄쩍 뛰었다.

“아스라니?” / “저…….” / “저라니?”

“제 명예도 좀…….” / 하고 그는 애원하였다.

“명예? 안 될 말이지, 명옐 생각하는 사람이 애빌 저 모양으로 세상 떠나게 해?” / “……”

안경화는 엎드려 다시 울었다. 그러다가 나가려는 서 참의의 다리를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그

리고,

“절 살려 주세요.” / 소리를 몇 번이나 거듭하였다.

“그럼, 비밀은 내가 지킬 테니 나 하자는 대로 할까?”

“네.” / 서 참의는 다시 앉았다.

“부친 위해 보험 든 거 있지?” / “네 간이 보험이야요.”

“무슨 보험이든…… 얼마나 타게 되누?” / “사백팔십 원요.”

“부친 위해 들었으니 부친 위해 다 써야지?” / “그럼요.”

“에헴, 그럼……, 돌아간 이가 늘 속샤쓸 입구퍼 했어. 상등 털사쓰를 사다 입히구, 그 위에 진

견으로 수의 일습* 구색 맞춰 짓게 허구…… 선산이 있나, 묻힐 데가?” / “웬걸요, 없어요.”

“그럼 공동묘지라도 특등지루 널찍하게 사구…… 장례식을 장하게 해야 말이지 초라하게 해버

리면 내가 그저 안 있을 게야. 알아들어?” / “네에.”

하고 안경화는 그제야 핸드백을 열고 눈물 젖은 얼굴을 닦았다.

[뒷부분 줄거리] 서 참의가 당부한 바에 따라 안경화의 무용 연구소 앞에서 안 초시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서 참의와 박의완 영감은 울분과 설움을 느낀다.

식은 관사(殖銀官舍) : 한국 산업 은행의 전신인 “조선 식산 은행”의 사택

일습(一襲) : 옷, 그릇, 기구 따위의 한 벌 ,또는 그 전부

- 『복덕방』 이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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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 글을 읽고 작성한 다음 감상문의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 서울 변두리의 한 복덕방을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

다.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소외된 노인들은 빠르게 변핵 가는 세상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복덕방에서 소일하며 살아간다. 이 작품에는 안 초시와 딸 안경화의 갈등이 두

드러지는데, 두 사람의 갈등은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

이다. ①안경화는 근대적 가치관을 가진 인물로, 자신만을 생각하고 체면을 중시한다. 

②소외된 노년의 궁핍함과 절망감을 보여주는 안 초시는 근대화에 적응하지 못한 구세

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 작품에서 ③안 초시가 죽음에 이르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부동산 투기의 실패에 따른 절망감 때문이지만, 그 이면에는 ④가족 공동체의 붕괴, 즉 

딸 안경화와의 갈등과 그로 인한 소외가 결정적인 이유일 것이다. ⑤이러한 갈등을 해

결하고 세대를 화합하는 인물이 바로 서 참의이다. 서 참의는 상처받은 안 초시의 혼

이라도 달래 주고자 물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안경화에게 안 초시의 성대한 장

례식을 당부한다. 

1-(2).         이 글에 나타난 서 참의와 안경화의 말하기 방식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안경화는 서 참의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ㄴ. 서 참의는 안경화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훈계하고 있다. 

ㄷ. 서 참의는 안경화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나열하고 있다. 

ㄹ. 안경화는 서 참의의 질타에 진심으로 사과하며 반성적 어조로 답하고 있다. 

ㅁ. 서 참의는 안경화의 약점을 시용하여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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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⑤

[정답해설] 

 서 참의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안 초시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안경화에게 안 초시

의 성대한 장례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서 참의가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거나 세대

를 화합하는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정답] ② 

[정답해설]

 ㄱ. 안경화는 자신의 불효가 세상에 알려져 명예를 잃게 될 것을 염려하여 서 참의 앞에서 

울면서 안 초시의 자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ㄷ. 서 참의는 안경화에게 수의부터 묘지 자리까지 안 초시의 장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

구하고 있다. 

 ㅁ. 서 참의는 명예를 지키려는 안경화의 약점을 이용해 안 초시의 장례가 성대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