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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김 래 형 T

1.    [확률과 통계]

    어느 공연장에서는 행운의 번호가 적힌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상품을 준다. 입장권

의 번호는 10개의 숫자 0, 1, 2, 3, 4, 5, 6, 7, 8, 9를 중복하여 사용하고, 이 중에서 행

운의 번호는 앞에서부터 절반까지의 숫자의 합과 나머지 절반의 숫자의 합이 같은 경우

이다. 네 자리 수가 적힌 (장)의 입장권 중에서 행운의 번호의 개수를 구하면?

  

2.    [기하와 벡터]

      이고, ∠인 직각이등변삼각형 가 있다. 중심이 점 

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위의 점 와 중심이 점  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위의 점 

에 대하여 직선 와 직선 가 평행하고   이다. 두 벡터   

의 내적  ∙ 의 값이 최대가 될 때 직선 와 직선 가 이루는 각의 크

기를 라고 하자. cos의 값은?



2019년 5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김 수 현 T

1.    [확률과 통계]

    두 집합           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집합    를 임의로 선택한다.

   (가) ⊂,              (나)  ⊂  ∪    

    이때 집합 에 포함된 홀수의 개수가 집합 에 포함된 홀수의 개수보다 클 확률은?

2.    [기하와 벡터]

    한 변의 길이가 각각 5, 11인 정사각형을 두 밑면으로 하고 높이가 4인 사각뿔대 

ABCD-EFGH가 있다. 모서리 BF의 평면 AFGD 위로의 정사영의 길이는?

(단, 사각뿔대의 네 옆면은 합동인 등변사다리꼴이다.)



2019년 5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박 현 수 T

1.    [중3수학-상]

    모양과 크기가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 6개를 넓이가 인 직사각형 모양의 공

간에 빈틈없이 붙였더니 가로의 길이가 인 직사각형 모양의 공간이 남았다. 이때 

타일의 짧은 변의 길이와 긴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2.    [고등수학-상]

    어느 반 학생들이 한 판이 조각인 피자를 주문하여 나누어 먹으려고 한다. 한 명이 

조각씩 먹으면 명이 피자를 먹을 수 없고, 한 명이 조각씩 먹으면 피자가 한 판 이

하로 남는다고 한다. 이때 최소 학생 수는?



2019년 5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유 미 현 T

1.    [중2수학-상]

    현재 A와 B의 나이의 합은 80살이다. A의 나이가 현재 B의 나이였을 때, B의 나이

는 그 당시 A의 나이의 


이었다. 현재 A와 B의 나이를 각각 구하시오.

2.    [중3수학-상]

    좌표평면에서 점 A는 축 위를 점 P에서 출발하여 점 까지 매초 4cm의 속도로 움직

이고, 점 B는 점 에서 출발하여 축의 양의 방향으로 매초 3cm의 속도로 움직인다. 

OP의 길이가 1m일 때, A, B가 동시에 출발하여 몇 초 후에 ∆ 의 넓이가 

cm가 되는가?



2019년 5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윤 혜 령 T

1.    [중2수학-상]

    소금과 물이 각각   의 비율로 섞인 소금물 와   의 비율로 섞인 소금물 를 

섞어 소금과 물이   의 비율로 섞인 소금물 600g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필요한 소금

물  의 양을 각각 구하시오.

2.    [중3수학-상]

    좌표평면 위에 두 점   ,   가 있다. 이때, 가 포물선 

  와 만나도록 하는 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2019년 5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이 재 호 T

1.    [미적분-2]

    구간   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에 대하여 함수   




  

(≤≤ )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나)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면? 

< 보 기 >

 ㄱ.                           ㄴ. 




  



 ㄷ. 




  






2.    [기하와 벡터]

    한 모서리의 길이가 6인 정사면체 에서 세 삼각형   의 무게

중심을 각각  ,  , 라 할 때, 선분 의 평면   위로의 정사영의 길이는?



2019년 5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이 준 규 T

1.    [수학나형-수2]

    집합       에서 로의 함수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집합 의 원소 에 대하여 ≤≤일 때 ≥이다.

  (나) ≤≤ 

    함수  중에서 일대일 대응의 개수를 구하시오.

2.    [미적분-1]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가  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고, ≠일 

때  ′  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면?

< 보 기 >

ㄱ. lim
→

 ′의 값이 존재한다.                     

ㄴ. lim
→

의 값이 존재한다.                

ㄷ. 함수 는  에서 불연속이다. 



2019년 5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장 원 홍 T

1.    [고등수학-상]

    좌표평면 위의 네 점 O , A , B , C 을 꼭짓점으로 하는 

정사각형 OABC에 대하여 점  를 지나고 축과 만나는 세 직선 , , 이 정

사각형 OABC의 넓이를 등분한다. 직선 의 절편을 라 하고 ≤≤일 때, 

두 직선 과 의 기울기의 곱의 최댓값은 , 최솟값은 이다.  의 값을 구하

면?

O



A

BC










2.    [미적분-1]

    최고차항의 계수가 인 삼차함수 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 자연수일 때, 의 최솟값은?  

  (가) 모든 실수 에 대하여   이다.

  (나)   



2019년 5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장 준 혁 T

1.    [고등수학-상]

    세 점 A  , B  , C 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선분 

AC  위를 움직이는 점 P를 지나고 직선 AB

에 평행한 직선이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Q , 

점 P를 지나고 직선 BC에 평행한 직선이 선

분 AB와 만나는 점을 R , 점 Q를 지나고 직

선 AC에 평행한 직선이 선분 AB와 만나는 

점을 S라 하자. 사다리꼴 PRSQ의 넓이의 최

댓값을 구하시오. (단, APPC 이다.) 

2.    [고2-수1]

    두 함수   sin   cos의 그래프와 두 직

선   


   


에서 

세 방정식 sin 


  cos 




cos 
  


의 실근을 각각   

라 할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

르면?

< 보 기 >

ㄱ. 


 


         ㄴ. 


           ㄷ.  



A

B

C

Q

P

O 



S

R



2019년 5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정 성 진 T

1.    [고등수학-상]

    2 이상의 서로소인 두 자연수  에 대하여 세 모서리의 길이가 각각 , , 

인 직육면체가 있다. 이 직육면체를 그림과 같이 각 모서리의 길이가  또는 가 

되도록 12개의 작은 직육면체로 나누었을 때, 부피가 150인 직육면체는 5개다. 

의 값을 구하시오.

2.    [고2-수1]

    자연수 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의 순서쌍  의 

개수를 이라 할 때, 의 값을 구하시오.

   (가) log 
과 log

은 같은 자연수이다.

   (나) ≤ 



2019년 5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최 민 근 T

1.    [미적분2]

    에서 정의된 함수 와 최고차항의 계수가 인 사차함수 가 다음 조건

을 만족시킨다. (단, 는 상수이다.)

(가) 인 모든 실수 에 대하여  이다.

(나) 서로 다른 두 실수 , 에 대하여 함수 는  ,  에서 동일한 극

댓값 을 갖는다. (단, )

(다) 함수 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의 개수는 함수 가 극대 또는 극소

가 되는 의 개수보다 많다.

      일 때, 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2.    [기하와 벡터]

    중심이 O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구 S와 평면 가 만나서 생기는 도형 T는 중심이 

M인 원이고, 점 M과 구 S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댓값은 9이다. 원 T 위의 세 점 

A, B, C에 대하여 선분 AC의 중점이 M이고 이다. 선분 OA의 중점을 N이라 

할 때, 삼각형 NBC의 평면 OBC 위로의 정사영의 넓이는?



2019년 5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재평가
이 재 호 T

1.    [기하와 벡터]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이등변삼각형인 사각뿔  에서 

        이다. 모서리  의 중점을 이라 하고, 

모서리   위의 점 에 대하여 두 선분  의 평면   위로의 정사영의 

길이를 각각   라 하자.  의 값이 최소일 때, 두 직선  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라 하자. tan의 값은? 단 ≤   

 



2019년 5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이 병 철 T

1.     [고2-고1 응용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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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2] 

(A) The subjective approach to probability is based mostly on opinions, feelings, or hopes. Therefore, 

we don’t typically use this approach in real scientific attempts. Although the actual probability that 

the Ohio State football team will win the national championship is out there somewhere, no one 

knows what it is. Some fans will have ideas about ①what that chance is based on how much they 

love or hate Ohio State. Other people will take a slightly more scientific approach ― evaluating 

players’ stats, analyzing all the statistics of the Ohio State team over the last 100 years, looking at 

the strength of the competition, and so on. But ②the probability of an event in either cases is 

mostly subjective, and although this approach isn’t scientific, it sure makes for some great sports 

talk amongst the fans. 

(B) An illustration of the dangers of unrealistic optimism comes from a study of weight loss. In that 

study, psychologist Gabriele Oettingen found that the obese women who were confident that they 

would succeed lost 26 pounds more than self-doubters, ③as expecting. Meanwhile, Oettingen also 

asked the women to tell her what they imagined their roads to success would be like. The results 

were surprising: women who believed they would succeed easily lost 24 pounds less than those 

who thought their weight-loss journeys would be hard. Believing that the road to success will be 

rocky leads to greater success, because it forces us to put in more effort and persist longer in the 

face of difficulty.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our realistic optimism by combining a positive attitude 

with an honest assessment of the challenges. 

[고1]

Use a plastic pen and rub it on your hair about ten times and then hold the pen close to small pieces of 

tissue paper or chalk dust. You will find that the bits of paper or chalk dust cling to the pen. What you 

have done there is ④creating a form of electricity called static electricity. This kind of electricity is 

produced by friction, and the pen becomes electrically charged. Static electricity is also found in the 

atmosphere. During a thunderstorm, clouds may become charged as they rub against each other. The 

lightning that we often see during a storm is caused by a large flow of electrical charges between 

charged clouds and the earth.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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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tnessed a surprising set of behaviors between a group of chimpanzees with whom I periodically 
interacted. Sarah likes to look at books, so when I visit I occasionally bring her children’s books that 
can withstand chimpanzee handling for at least a few minutes. I gave Sarah her book and before she 
could really start “reading" it, Harper, who at this point in time was older but still mischievous, came 
over and took it away. Sarah didn’t struggle with Harper when he took it. Then moments later, Sheba, 
a very smart female chimpanzee, ①who didn’t appear to me to notice Harper’s behavior because she 
was happily eating her dried mangos, went over to Harper and took the book from him. This in itself 
wouldn’t be surprising as taking things that others have is typical among members of a group that 
aren’t clearly dominant. What was surprising was that rather than keeping it herself, she promptly gave 
it back to Sarah. There were no vocalizations ②that I was aware of what might indicate Sarah was 
distressed by Harper’s thievery, nor that Sheba was trying to appease any distress. It just looked to me 
as though Sheba was setting things right. No one told her what to do ― she just autonomously 
determined that the book belonged to Sarah.

[고2]
(A) The liberalization of capital markets, where funds for investment can be borrowed, has been an 

important contributor to the pace of globalization. Since the 1970s there has been a trend towards 
a freer flow of capital across borders. Current economic theory suggests that this should aid 
development. Developing countries have limited domestic savings ③where to invest in growth, and 
liberalization allows them to tap into a global pool of funds. A global capital market also allows 
investors greater scope to manage and spread their risks. However, some say that a freer flow of 
capital has raised the risk of financial instability. The East Asian crisis of the late 1990s came in the 
wake of this kind of liberalization. Without a strong financial system and a sound regulatory 
environment, capital market globalization can sow the seeds of instability in economies rather than 
growth.

(B) Many parents who have experienced personal hardship desire a better life for their children. ④To 
want to spare unpleasant experiences for their children is a noble aim, and it naturally stems from 
love and concern for the child. What these parents don’t realize, however, is that while in the short 
term they may be making the lives of their children more pleasant, in the long term they may be 
preventing their children from acquiring selfconfidence, mental strength, and important 
interpersonal skills. Samuel Smiles, a nineteenth century English author, wrote, “It is doubtful 
whether any heavier curse could be forced on man than the complete gratification of all his wishes 
without effort on his part, leaving nothing for his hopes, desires, or struggles.” For healthy 
development, the child needs to deal with some failure, struggle through some difficult periods, and 
experience some painful emotions.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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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ane made a communication mistake that instantly persuaded her fellow teacher Martha  to resent 

her. What was Diane’s mistake? Diane disagreed with Martha and didn’t even give her a chance to 

explain her idea before rejecting it. Diane wasn’t interested in looking at the newspaper article and 

she did not ask Martha to explain her reasons for advocating a new science program. By rejecting 

Martha’s opinion without giving it any consideration, Diane sent Martha the message that she 

didn’t respect her or value her ideas. Diane’s instant negativity ①discouraged her to share ideas in 

the future that could benefit the students, the science department and the school. Diane’s habit of 

quickly dismissing opposing views weakened her authority and limited progress in the science 

department.

(B) Clark and his wife worked and saved, making plans for their nine children and themselves to travel 

to the Unite States. Finally they had saved enough money and booked seats for the whole family on 

a new liner to the United States. The entire family was filled with excitement. However, seven days 

before their departure, the youngest son was bitten by a dog. And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rabies, they were kept away from other people for 14 days. So they could not make the trip to 

America as they had planned before. Five days later, the tragic news spread throughout Scotland – 

the mighty Titanic had sunk. The unsinkable ship had sunk, taking hundreds of lives with it. The 

Clark family ②was to be on that ship, but because their son had been bitten by a dog, they were 

left behind in Scotland.

(C) A well-known shoe manufacturer sent out a mailer advertising a sale. Salli was excited, as she has 

a very narrow foot and the manufacturer advertised her size in styles she liked. When she went to 

the store, she was very disappointed because not one of the styles was available in her size. She was 

told by a saleswoman that they only stocked one of each style in each size! Still, ③since she 

promised the shoes she wanted were available from the warehouse, Salli decided to order two pairs. 

A week later, she received a phone call saying one pair was actually no longer being made. ④A 

week after that came a rather poignant note from the saleswoman and her manager saying the 

other pair was also unavailable. They did enclose a 20% off coupon for her next visit. Needless to 

say - there won't be a next time.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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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uming local food above all supports the local economy, and regional food products can save 

energy ①when to be distributed efficiently due to the reduction in energy is needed in 

transportation. Bulk purchasing is less likely to be needed and so energy used in storage can be 

reduced as well. Regional distribution structures make it, in principle, possible to harvest fruits and 

vegetables that are fresh and ripe, thus increasing their taste and nutritive values such as vitamin C. 

In the conventional system, fruit especially is harvested unripe and arrives in front of the restaurant 

guest ripened in transit. ②Although not scientifically proving, the sensory quality of local fruit and 

vegetables seems to be more appetising; local strawberries smell, feel, look and taste better! 

(B) The Springbok emblem was worn by South African national sporting teams throughout most of the 

20th century. It continues to be worn by the South African national rugby team today, known 

universally as the Springboks. The designation began on South Africa's first rugby tour to the British 

Isles in 1906. Team captain Paul Roos coined the term to prevent the British press from inventing 

one for them. The 1906 Springboks were very successful, winning nearly all their matches including 

Wales, the top British Isles nation at the time. Thereafter, South Africa's national sporting teams 

wore the emblem until the 1990s. The Springbok emblem proved ③to be high divisive as national 

sporting teams were limited to the white minority population until the 1980s. For white South 

Africans, the emblem was a symbol of pride and national sporting power.

(C) On my desk is a picture of my father, age seventy-two or so, in his pale blue pajamas and dancing 

with his great-grandson, Brandon. My father is really dancing, a wide grin on his face, holding on 

to the little boy's hand. Brandon is my niece's son, probably six or seven years old when this picture 

was taken. He's doing the best he can for a little guy, but mostly he's just standing there, watching 

my father. At least it doesn't appear that the boy is dancing. My father is in bare feet, one foot high 

in the air, as he kicks to the music. I know, ④without having been there, what song he is dancing 

to. It is "One O'Clock Jump," by Benny Goodman. Everyone in the picture is smiling or lau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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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3-고2 응용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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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

(A) Human intelligence has its own considerable strengths. The fundamental human limitation of 

having a relatively small brain, constrained by the energy and physical space available to it, has 

resulted in a lot of evolutionary “cleverness.” Human intelligence makes use of very effective 

pruning techniques that prevent the brain from running in overdrive, attempting to process billions 

of potential situations ①of which only one or two might be useful. The expense of this brute 

computational approach is simply not suited to biological beings. However, what is clear is that 

the availability of practically infinite mathematical ability, and abundant calculating speed, do 

result in discoveries that our biological brains have not yet made. We are “blindsided” to some 

degree by the biological imperative to conserve energy and make the best use of our brains, given 

their physical limitations. In this way, machine thought, which can leverage incredible amounts of 

energy and space, is fundamentally different.

(B) The imperative of a moral life is ②so that even immoral people try to justify their acts to themselves 

suppress the guilt inside. Even confirmed criminals do not admit their role, to themselves or to those 

whom they love. Despite being aware that one is a rascal, deep down in one’s heart one says: 

‘Indeed, this is only a minor aspect of my life; otherwise I am a good fellow.’ One knows that one 

is lying but one still feels obliged to take a false position against oneself. This, therefore, is the 

mystery of man’s moral life: somehow, even the evildoer acknowledges integrity as a superior 

value. Why is evil obliged to constantly pay this compliment to the good? Because somewhere in 

the inner being of a man ③is the flame of an enduring goodness caged.

[고2]

Mental rehearsal is a technique used by professionals in all fields and can be beneficial for social 

workers to practice as well. Mental rehearsal is the skill of picturing oneself in a situation, without 

actually being there. E. Scott Geller notes that “the more vividly individuals can imagine themselves 

performing desired behaviors, the greater the beneficial impact of this technique on actual 

performance.” It is wise for workers to utilize mental rehearsal to visualize themselves in undesirable 

situations. However, a worker could picture herself being locked in a home with an angry client and 

how she would escape from that situation. By mentally taking oneself through that circumstance and 

imagining what one would do in that situation, the body and mind are more likely to respond 

favorably, rather than to freeze, ④if that situation were to ever occur. Consequently, the worker would 

be more prepared to respond to that unsafe scenario by having practiced the response during the 

mental rehea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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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1 응용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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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veryone knows that soft drinks are loaded with large amounts of sugar. A typical 250ml can of 

soda contains 30 grams of sugar. WH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recommends ①that a 

person consumes less than 25 grams of Sugar a day. Therefore, if you drink one small can of soda, 

your daily sugar intake already exceeds the recommended amount. What is worse, people usually 

don't stop with one can. Having extra sugar means adding unnecessary calories. Over time, this can 

lead to obesity and other health problems, such as heart disease and diabetes.

Even diet sodas are not safe. Diet sodas replace the sugar with artificial sweeteners. Artificial 

sweeteners provide a sweet, sugary taste with fewer calories. This may seem like a good thing, but 

it really isn't. According to a recent study, artificial sweeteners make you want more sweet foods. 

This means that you may easily gain weight if you keep drinking diet soda. In addition, artificial 

sweeteners ②are known for generating headaches, emotional disorders, and sleeping problems.

(B) Everyone has things ③that are no longer any use, and chances are, those things will eventually get 

thrown away. However, some of the things that get thrown out are still useful to other people. 

Goedzak is a Dutch way of allowing people to get second-hand things that might otherwise be 

thrown away. It is a special garbage bag that can be filled with used, but still usable items. Placing 

the bag outside on the pavement makes whatever is in it available to anyone in the community. 

Goedzak's bright color attracts attention while the transparent side of the bag reveals its contents. 

People can help themselves to anything they like. What an idea! These transparent garbage 

containers have helped many Dutch people go greener by reducing the amount of trash going to 

landfills.

(C) According to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of the United Nations, a third of 

global food production goes into trash bins annually. In Germany alone, around eleven million 

tons of food are wasted every year. ④Being founded to tackle this problem on a local scale, the 

online platform, “foodsharing.de” allows extra food in your fridge or cupboard to be distributed to 

neighbors. The basic concept is simple: people sharing food. The only rule is not to pass anything 

on to others that you wouldn't eat yourself. This project may change the way people think about 

food: if food is not shared, it is wa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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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2-고1 응용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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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2]

(A) The problem for humans is that the harder they hit the ground, ①the more they spend time in the 

air, which makes their steps longer but reduces the number of steps they can take. Therefore, 

maximum running speed is attained when the combination of force applied to the ground and 

stride frequency is optimal. Unfortunately, this combination also depends on the runner's size, leg 

length, and other factors that vary among individuals. Many experts predict, however, that a 

human being could probably run the 100-meter sprint in just over nine seconds. Maybe future 

technology will help runners run even faster than they do today.

(B) By rubbing the ice with the broom, the sweepers are generating heat to reduce friction between the 

stone and the ice. This results in the stone ②to go straighter and farther. If the sweepers stop, the 

stone begins to curl again. Although the house — the area where the curlers aim the stone — is 

often blocked by an opponent's stone, curling teams can actually guide one stone behind another, 

which is one of the major strategic elements to the game. The precision ③that the team can control 

the direction and speed of the stone is a major factor in the strategy of the game.

[고1]

It’s now official. The Arctic ice has melted away and is now ④only one-fifth of what was in 1979. 

Many climate scientists have said that the Arctic could have a summer entirely free of ice by 2030 due 

to global warming. So what is causing the temperature to rise? The main cause is carbon dioxide 

emissions. Greenhouse gases are being trapped within the earth’s atmosphere, which has led to rising 

temperatures. The rising sea level has resulted in the sinking of the Maldives, which is a famous tourist 

destination. According to many researchers, by 2100, New York and Shanghai will also sink, and the 

average global temperature is expected to be about 3.6 degrees higher than now. Some may wonder 

why we should worry about a three-degree increase in warming. A one-degree global change is highly 

significant because it takes a vast amount of heat to warm all the earth’s oceans, atmosphere, and land. 

In the past, just a one- to two-degree drop caused the earth to go through the Little Ice Age. World 

leaders have realized the seriousness of climate change, so they will meet in Paris next month for a 

climate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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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2-고1 응용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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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2]

(A) Altering, changing or adding to jewellery is not a new or eco-friendly phenomenon. Until recently, 

it ①would probably not have been done in an attempt to save the environment, but it is an activity 

which has been around for centuries for other reasons. In her book Jewels and Jewellery, Clare 

Phillips devotes one section about antique jewellery to just this practice. From the 17th century 

onwards, it was not uncommon for the wealthy to change their jewellery by having stones reset and 

melting down the precious metal surrounds to fashion them differently.  ‘As a result of this practice 

it is only a very small proportion of jewellery from any period that has survived to the present day, 

although many pieces contain some elements from a succession of earlier jewels.’ 

(B) What distinguishes recycling is not its importance, but rather the ease ②where individuals can 

participate, and the visibility of actions taken to promote the common good. You may care 

passionately about the threat of global warming or the destruction of the rain forests— but you 

can’t have an immediate effect on these problems that is perceptible to yourself or others. The rain 

forest salvation truck doesn’t make weekly pickups, ③let alone the clean air truck. When a public 

opinion poll in 1990 asked people what they had done in connection with environmental problems, 

80 to 85% answered that they or their households had participated in various aspects of recycling; 

no other significant steps had been taken by a majority of respondents. Like the drunk looking for 

his wallet under the lamppost, we may focus on recycling because it is where the immediate tasks 

are best illuminated.

[고1]

Children are the greatest agents of cultural change. They are still actively learning, whereas adults tend 

to be less receptive to new ideas. Peter and Iona Opie, who devoted a lifetime to studying the culture of 

schoolchildren, showed that rhymes, sayings, and career objectives tend to be transmitted more from 

child to child than from parent to child. The pool of children ④can be thought as the engine room of 

cultural evolution. Once adults leave the pool, they adhere to the values they learned in childhood. 

Groups with a high proportion of children are therefore likely to undergo more rapid cultural change. 

A young population is particularly skillful at solving its problems and seizing the initiative in an 

ever-chan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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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국어] 

(가) 

  직업소개에는 실업자들이 일터와 같이 출근하였다. 아무 일도 안하면 일할 때보다는 야위어진다. 

검푸른 황혼은 언덕 아래로 깔리어오고 가로수와 절망과 같은 나의 기-ㄴ 그림자는 군집(群集)의 

대하(大河)에 짓밟히었다.

  바보와 같이 거물어지는 하늘을 보며 나는 나의 키보다 얕은 가로수에 기대어 섰다. 병든 나에

게도 고향은 있다. 근육이 풀릴 때 향수는 실마리처럼 풀려나온다. 나는 젊음의 자랑과 희망을, 나

의 무거운 절망의 그림자와 함께, 뭇사람의 웃음과 발길에 채이고 밟히며 스미어오는 황혼에 맡겨

버린다.

  제 집을 향하는 많은 군중들은 시끄러이 떠들며, 부산-히 어둠 속으로 흩어져버리고. 나는 공복

의 가는 눈을 떠, 희미한 노등(路燈)을 본다. 띄엄띄엄 서 있는 포도(鋪道)* 위에 잎새 없는 ㉠가

로수도 나와 같이 공허하고나.

  고향이여! 황혼의 저자에서 나는 아리따운 너의 기억을 찾아 나의 마음을 전서구*와 같이 날려

보낸다. 정든 고샅*. 썩은 울타리. 늙은 아베의 하-얀 상투에는 몇 나절의 때묻은 회상이 맺혀 있

는가. 우거진 송림 속으로 곱게 보이는 고향이여! 병든 학이었다. 너는 날마다 야위어가는……

  어디를 가도 사람보다 일 잘하는 기계는 나날이 늘어나가고, 나는 병든 사나이. 야윈 손을 들어 

오랫동안 타태*와, 무기력을 극진히 어루만졌다. 어두워지는 황혼 속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보이지 않는 황혼 속에서, 나는 힘없는 분노와 절망을 묻어버린다. 

- 오장환,「황혼(黃昏)」-

*포도: 포장도로.                      *전서구: 편지를 보내는 데 쓸 수 있게 훈련된 비둘기.

*고샅: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길. 또는 골목 사이.   *타태: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없고 게으름.

(나)

모래는 모두가

작지만 고집센 한 알이다

그러나 한 알만의 모래는 없다

한알한알이 무수하게 모여서 모래다

오죽이나 외로워 그랬을까 하고 보면

웬걸 모여서는 서로가

모른 체 등을 돌리고 있는 모래

모래를 서로 손잡게 하려고

신이 모래밭에 하루종일 봄비를 뿌린다

하지만 뿌리면 뿌리는 그대로

모래 밑으로 모조리 새나가 버리는 봄비

자비로운 신은 또 민들레 꽃씨를

모래밭에 한 옴큼 날려 보낸다

싹트는 법이 없다

더 이상은 손을 쓸 도리가 없군

구제불능이야

신은 드디어 포기를 결정한다

신의 눈 밖에 난 영원한 갈증!

- 이형기,「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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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러 사람이 맨살 부대끼며 오래 살다보면 어느덧 비슷한 말투, 비슷한 욕심, 비슷한 얼굴을 가

지게 됩니다.

  서로 바라보면 거울 대한 듯 비슷비슷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슷하다는 사실, 여럿 중의 

평범한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기성품처럼 개성이 없

고 값어치가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개인의 세기(世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당연

한 사고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조금도 닮지 않은 개인이나 탁월한 천재가 과연 있는가. 물론 없습니다. 있

다면 그것은 외형만 그럴 뿐입니다. 다른 사람과 아무런 내왕이 없는 ‘순수한 개인’이란 ㉡무인도

의 로빈슨 크루소처럼 소설 속에나 있는 것이며, 천재란 그것이 어느 개인이나 순간의 독창이 아

니라 오랜 중지(衆智)*의 집성이며 협동의 결정(結晶)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잊고 있는 것은 아무리 담장을 높이더라도 사람들은 결국 서로가 서로의 일부가 되어 

함께 햇빛을 나누며, 함께 비를 맞으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폐가 중간에 들면, 쌀이 남고 소금이 부족한 사람과, 소금이 남고 쌀이 부족한 사람이 서로 

만나지 않더라도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천 갈래 만 갈래 분업과 거대한 조직, 그리고 거기서 생겨

나는 물신성(物神性)*은 사람들의 만남을 멀리 떼어놓기 때문에 ‘함께’ 살아간다는 뜻을 깨닫기 

어렵게 합니다.

  같은 이해(利害), 같은 운명으로 연대된 ‘한 배 탄 마음’은 ‘나무도 보고 숲도 보는’ 지혜이며, 

한 포기 미나리아재비나 보잘것없는 개똥벌레 한 마리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열린 사랑’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되라고 한다면 나는 산봉우리의 낙락장송보다 수많은 나무들이 합창하는 숲 속

에 서고 싶습니다. 한 알의 물방울이 되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 바다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리하

여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지막한 동네에서 비슷한 말투, 비슷한 욕심, 비슷한 얼굴을 

가지고 싶습니다.

- 신영복,「비슷한 얼굴-계수님께」-

*중지: 여러 사람의 지혜.

*물신성: 사람과 사람의 사회적인 관계가 그가 소유한 물질과 물질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 또는 

그렇게 보이는 사회 현상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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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황혼」에는 1930년대 도시 노동자로서 화자가 느끼는 무력감과 절망감이 드러나 있

다. 특히 기계화가 가속되는 현실 속 화자와 나날이 퇴락해 가는 고향, 이 모두가 병든 

것으로 형상화되어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작가의 회의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① ‘병든 나’, ‘병든 학’을 통해 화자와 고향 모두가 병든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② ‘아리따운 너의 기억’을 통해 근대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작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③ ‘너는 날마다 야위어가는’을 통해 나날이 퇴락해 가는 고향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군.

  ④ ‘어디를 가도 사람보다 일 잘하는 기계는 나날이 늘어나가고’를 통해 기계화가 가속되

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군.

  ⑤ ‘나는 힘없는 분노와 절망을 묻어버린다’를 통해 화자가 현실에 대해 느끼는 무력감을 

짐작할 수 있군.

1-2.       <보기>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문학은 종종 집단 속에 놓인 개인의 모습을 통해 공동체적 삶을 드러낸다. 독선적인 태

도를 지닌 개인은 스스로를 소외시켜 자신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공동체적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나 정서적 공감을 바탕으로 연대하는 개인은 서로에게 기

대면서 집단 속에서 완성되며 공동체적 삶을 이룩하게 된다.

  ① (나)의 ‘무수하게 모여서’ 된 ‘모래’와 (다)의 ‘맨살 부대끼며 오래 살’아 가는 ‘여러 사

람’은 모두 집단 속에 놓인 개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② (나)의 ‘모른 체 등을 돌리’는 행위와 (다)의 ‘담장을 높이’는 행위는 연대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③ (나)의 ‘봄비를 뿌’려주는 ‘신’과 (다)의 ‘거대한 조직’에서 생겨난 ‘물신성’은 개인이 직

면하게 되는 소외의 원인에 해당한다.

  ④ (나)의 ‘꽃씨’가 ‘싹트는 법이 없’는 ‘모래밭’은 개인들의 황폐한 삶을, (다)의 ‘오랜 중

지의 집성’인 ‘천재’는 집단 속에서 완성되어 가는 개인의 삶을 보여준다.

  ⑤ (나)의 ‘영원한 갈증’은 공동체적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 삶의 모습을, (다)의 ‘합창하는 

숲 속’은 서로에게 기대어 이룩한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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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답] ②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보기>에서 작가는 근대 자본주의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지닌다고 하였고, ‘아리따운 너의 기억’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고향에 대한 기억으로 근대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작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없으

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병든 나’와 ‘병든 학’은 각각 화자와 고향을 의미하고, <보기>에 따르면 이

들 모두가 작품에서 병든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너는 날마다 야위어가

는’에서 ‘너’는 ‘고향’을 의미하고, ‘야위어가’는 것은 <보기>에서 언급한 고향이 퇴락해 가는 것을 의

미하므로 적절하다. ④ ‘어디를 가도 사람보다 일 잘하는 기계’가 늘어나는 상황은, <보기>에서 언급

한 기계화가 가속되는 현실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⑤ ‘나는 힘없는~묻어버린다’의 힘없는 분노와 

절망을 묻어야 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현실에 대한 무력감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2.       [정답] ③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활용하여 작품 비교하기

<보기>에 따르면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소외의 원인은 개인의 독선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봄비를 뿌’려주는 ‘신’은 ‘모래’의 독선적 태도를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신’이,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소외의 원인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나)의 

‘모래’와 (다)의 ‘여러 사람’은 ‘모여’ 있거나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어 <보기>에서 언급한 집단 속 

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의 ‘모른 체 등을 돌리’는 행위와 (다)의 ‘담장을 

높이’는 행위는 <보기>에서 언급한 독선적 태도라 할 수 있고, 이는 연대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속하

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꽃씨’가 ‘싹트는 법이 없’는 ‘모래밭’은 <보기>에서 언급한 황폐한 개인들

의 삶을 보여 주고, (다)의 ‘오랜 중지의 집성’인 ‘천재’는 <보기>에서 언급한 집단 속에서 완성되어 

가는 개인의 삶을 보여주므로 적절하다. ⑤ (나)의 ‘영원한 갈증’은 <보기>에서 언급한 공동체적 삶으

로 나아가지 못한 삶의 모습을 의미하고, (다)의 ‘합창하는 숲 속’은 ‘나무’들이 조화를 이룬 모습으로 

<보기>에서 언급한 서로에게 기대어 이룩한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