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5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김 래 형 T

1.    [미적분]

    역함수가 존재하는 삼차함수 에 대하여 함수 를   
  

 ≥ 
 

로 정의하자. 함수 의 역함수가 존재하고, 그 역함수를 라 할 때, 함수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의 값은?

  (가) 함수 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하다.

  (나)     ′ 

2.    [기하]

    좌표평면 위의 한 점 와 원점 에 대하여 원      위의 서로 다

른 두 점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가)  ∙             (나)  ∙  

 (다) ∠  





2020년 5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김 수 현 T

1.    [고등수학-상]

    두 자연수 와 가 모두 소수이고, 에 대한 이차방정식   의 두 근 

와 가 모두 정수일 때, 의 값은?

2.    [수학1]

    자연수 , 에 대하여 곡선   과 곡선    이 직선   ≥  와 만나

는 점을 각각 P, Q라 하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  의 모든 순서쌍   의 

개수를 구하시오.

   (가) ≤≤, ≤ ≤

   (나) ≥ 인 어떤 실수 에 대하여 PQ ≤이다.



2020년 5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김 창 수 T

1.    [중2수학-상]

    어느 가게에서는 유리잔을 구매해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구매한 전체 유리잔 중 12%는 

운반하는 도중에 깨져 판매할 수 없다고 한다. 800잔의 유리잔을 구매하여 그 비용의 

10% 이상의 이익을 남기려면 한 개의 구매 금액에 몇 % 이상의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하는지 구하시오.

2.    [중3수학-상]

   두 직선   


,    의 교점을 A,   


,   과 축이 만

나는 점을 각각 B, C라 한다. 세 점 A, B, C를 이어 만든 삼각형 ABC의 넓이가 3일 

때, 상수 의 값을 구하시오. (단,  )



2020년 5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김 현 정 T

1.    [중2수학-상]

    어느 공연장에서 공연 티겟을 판매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200명이 줄을 서 있었고 5분

마다 30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줄을 선다고 한다. 티겟 창구가 2개일 때, 줄 서 있는 사

람들이 모두 공연 티켓을 구매하는 데 20분이 걸린다. 12분 이내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이 모두 공연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현재 2개인 티켓 창구에서 적어도 몇 개의 티

켓 창구가 더 추가되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2.    [중3수학-상]

    이차방정식    의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하는 두 자리의 자

연수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2020년 5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노 진 모 T

1.    [중3수학-상]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라 할 때, 

 의 값이 자연수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

      

2.    [고등수학-상]

    에 대한 삼차방정식    의 세 근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2020년 5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오 정 석 T

1.    [고등수학-상]

    한 변의 길이가 인 정사각형 ABCD를 꼭짓점 B가 변 AD  위에 오도록 접을 때, 접

힌 부분인 사각형 BEFC의 넓이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2.    [수학1]

    자연수 에 대하여 두 곡선   log   log이 제1사분면 위의 점 

  에서 만난다. 직선  가 곡선   log 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라 하고, 점 를 지나고 축에 평행한 직선이 곡선   log과 만나는 

점을  점 에서 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라 할 때, 사각형 의 넓이를 

 라 하자.  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의 개수가 3일 때의 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단,  ) 



2020년 5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이 재 호 T

1.    [수학1]

    수열 은       


     ⋯과 같이 정의되고, 수열 

은  


         ⋯과 같이 정의된다.    을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의 순서쌍  의 개수가 8이고,  의 최댓값이 156일 때, 자연

수 의 값은?

2.    [미적분]

    ≤≤일 때, 함수  




sin sin 의 최댓값을 , 최솟값을 

이라 하자. 의 값은? 



2020년 5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이 준 규 T

1.    [고등수학-상]

    이차방정식   의 두 근을    라 하면 이차방정식 

 의 두 근을 


 이다. 이때  


의 값은?  (단,  는 상

수이다.)

2.    [수학1]

    ∠ACB  


인 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 P에 대하여 세 점 A P B를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일 때, 호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2020년 5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장 원 홍 T

1.    [고등수학-상]

    


   


    일 때, 


 


의 값을  의 식으로 나타내시

오. 단, ≠ 

2.    [수학2]

    최고차항의 계수가 인 삼차함수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lim
→∞




 

  (나) 어떤 양수 에 대하여 열린 구간  에 속하는 모든 실수 는          

       ≤≤를 만족시킨다.

     ′

의 값이 자연수일 때, ×의 값을 구하시오.



2020년 5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정 성 진 T

1.    [고등수학-상]

    이차방정식   이 연속하는 홀수인 자연수를 두 근으로 갖고 이차방정식 

  의 한 근이 자연수일 때, 실수  에 대하여 의 값을 구하시오.

2.    [수학2]

    음이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일 때,   이다.

  (나) 모든 양수 에 대하여   


이다.

 

    자연수 에 대하여 




 인 양수 의 개수가 이 되도록 하는 양수 의 

최솟값을 이라 하자. 음이 아닌 실수 에 대하여  




라 할 때, 

×의 값은?



2020년 5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최 민 근 T

1.    [미적분]

    함수  



와 상수 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잡합에서 연속인 함수 

    ≤ 
   

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의 값을 구하시오.

   (가) 함수 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하도록 하는 

       실수 의 개수는 1이다.

   (나) 




 



 

2.    [기하]

    중심이  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1, 2인 반구가 평면  위에 서로 접하도록 놓

여있다. 평면 와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인 평면 가 두 반구와 모두 접할 때, 중

심이 인 반구와의 접점을  , 중심이 인 반구와의 접점을 라 하자. 평면   

와 평면 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라 할 때, cos의 값을 구하시오. 



2020년 5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최 혜 림 T

1.    [수학2]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이차함수 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가   
  

 ≧ 
 일 때, 실수 에 대하여 함수 를 다음과 같

이 정의한다.

  ≥ 인 모든 실수 에 대하여 


의 최댓값을 라 한다.

    방정식   의 모든 실근이 


, 


일 때, 의 값은?

2.    [미적분]

     일 때, 함수  




sin   는  에서 

극댓값 를 갖는다. 의 값은?



2020년 5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김 약 선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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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3 응용어법]

(A) The use of critical thinking has been identified as particularly important in the 
digital age as relatively quick access to a wide range of information means that 
the user needs the ability ①to evaluate critically the validity and relative value of 
information accessed. In the past, the library, a book, or an expert (e.g., a 
teacher) were the student’s source of knowledge, and the value or validity was 
unlikely to be questioned. When the Internet was originally introduced to 
school-based learning programmes, a number of educators were reluctant to use it 
as a teaching resource as the information may not contain correct facts. This view 
reflected the limited information available at the time through the Internet, the lack 
of social media where large numbers of people and experts were developing 
knowledge, ②and about a positivist orientation to schooling (purpose is to learn 
truths). The abundance of information at the touch of a digital technology means 
that learners need to be able to critically evaluate its relevance, validity and 
significance. This type of critical thinking expands the scientific orientation of 
critical thinking using reasoning to evaluate credibility. 

2.     [고2 응용어법]

(B) A man walks into a bank with a gun. “This is a robbery!” He announces. “Give 

me your cash!” After a moment of silence, one of the employees says: “We can't. 

This bank has no cash. This is a cash-free bank.” Then the employee points at a 

poster on the wall that says, “cash-free.” ③Disappointing, the robber lowers his 

gun and prepares to leave. Just before leaving, he turns and asks, “Where else can 

I go?” This really happened in Sweden in 2013. While the idea of a bank without 

cash may seem shocking to some, Swedish people would find it surprising that this 

outdated man tried to rob a bank at all. In Sweden, only half of all banks deal 

with cash. Moreover, even if the robber had succeeded in getting a great deal of 

cash, he ④will have trouble spending it because many places no longer accept 

cash.



2020년 5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김 윤 희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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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3 응용어법]

(A) Jay Gatsby is a fictional character who has everything in life that people think is 

important—except love. Every week Gatsby hosts an extravagant party in hopes of 

attracting his lost love, Daisy, but instead many wealthy young people visit, ①and 
spending their time gossiping. Gatsby badly wants to be reunited with the love of 

his life, Daisy, but she is married. With a friend's help, Daisy and Gatsby finally 

meet, and they become emotionally involved once again. Everything is fine until 

Daisy accidentally runs over a woman while driving Gatsby's car. Gatsby, ②rather 

than abandoning her to her fate, takes the blame for the accident. Tragically, the 

dead woman's husband murders Gatsby. In the end, none of the people who 

attended his beautiful parties care enough about him to attend his funeral.

2.     [중2 응용어법]

(B) Pretend for just a moment ③that you be Wonder Woman. Stand up straight with 

your feet wide apart. Now put your hands on your hips, push out your chest, and 

hold your head up high. Posing like this not only makes you feel great. It can 

even make you more successful! New research shows that standing like Wonder 

Woman for two minutes before an important event can improve your performance, 

④because of our body language affects our hormones. The Wonder Woman pose 

increases the power hormone called testosterone. It also decreases the stress 

hormone called cortisol. The result is a feeling of strength and confidence. 



2020년 5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박 승 배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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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2 응용어법]

(A) A water landing is never an easy job, ①one who only a few airline pilots have 

ever accomplished safely. In addition, Captain Sullenberger had just three and half 

minutes to make it happen. He recalled an airplane that landed in the Indian 

Ocean in 1996 and broke into pieces, killing most of the passengers on board. He 

was determined to avoid such a disaster. To do so, he needed to touch down with 

the wings exactly level, with the nose slightly up, and at a speed that was 

survivable, just above the minimum flying speed but not below it. Most 

importantly, he needed to make all these things happen simultaneously. Ninety 

seconds before hitting the water, Captain Sullenberger made an announcement to 

the passengers and the crew. Three simple words: “Brace for impact.” Sullenberger 

landed his plane between two ferry terminals so ferries and boats quickly came to 

the rescue. Despite his superb control of the plane, the impact was so powerful 

that ②it tears a hole under the airplane's tail. Water began to pour into the cabin.

2.     [고1 응용어법]

(B) We all know that tempers are one of the first things lost in many arguments. It’s 

easy to say one should keep cool, but how do you do it? The point to remember 

is that sometimes in arguments ③the other person is trying to get you being angry. 

They may be saying things that are intentionally designed to annoy you. They 

know that if they get you to lose your cool you’ll say something that sounds 

foolish; you’ll simply get angry and then it will be impossible for you to win the 

argument. So don’t fall for it. A remark may be made to cause your anger, but 

responding ④with a cool answer that focuses on the issue raising is likely to be 

most effective. Indeed, any attentive listener will admire the fact that you didn’t 

“rise to the bait.”



2020년 5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이 가 람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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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2 응용어법]

(A) Buenos Aires is the most populous city in Argentina, and it's also the nation's 

capital. This city has a rich musical heritage as well as a vibrant contemporary 

music scene. Tango music has its roots in both European and African cultures, but 

it was in Buenos Aires ①that tango's representative dance moves were originated. 

Travelers can feel the vigorous rhythm of the tango pulsing throughout the city's 

streets. If you enjoy dancing, join a private or group lesson at a traditional tango 

dance hall. There, you'll get the unique and authentic experience of Argentina's 

musical culture alongside locals. Once your feet are sore from all the dancing, why 

not visit Teatro Colón? This has been ranked among the world's best opera 

houses. Many of the most famous opera singers of the 20th century, including 

Maria Callas, Plácido Domingo, and Luciano Pavarotti, have given performances 

here. In addition, it ②is famous for having had flawless acoustics. That is, the 

sound reaches everyone in the theater perfectly. So, if you want to see world-class 

operas at a theater with superb sound quality, make sure you visit Teatro Colón!

2.     [고1 응용어법]

(B) While there are many evolutionary or cultural reasons for cooperation, the eye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ns of cooperation, and eye contact ③may be the 

more powerful human force we lose in traffic. It is, arguably, the reason why 

humans, normally a quite cooperative species, can become so noncooperative on 

the road. Most of the time we are moving too fast — we begin to lose the ability 

to keep eye contact around 20 miles per hour — or it is not safe to look. Maybe 

our view is blocked. ④Often other drivers are wearing sunglass, or their car may 

have tinted windows. (And do you really want to make eye contact with those 

drivers?) Sometimes we make eye contact through the rearview mirror, but it feels 

weak, not quite believable at first, as it is not “facetoface.”



2020년 5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이 동 혁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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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1 응용어법]

(A) When artists add their own creative touches, ①things that most people consider 

them junk are reborn as beautiful works of art. The giant pictures made from 

trash by environmental artist Tom Deininger are one of a kind. Up close, these 

brightly colored creations look like a mixed-up mess of broken plastic, unwanted 

toys, and bent wire — all things that cannot be recycled. From farther away, 

however, they appear to blend together into marvelous landscapes or other 

paintings. There is also an artist who shows that even disposable cups can be 

reused as artistic material. For years, Gwyneth Leech has turned used coffee cups 

into brilliant art exhibits. After a cup is used by someone, she paints a unique 

design on it and hangs it with many other painted cups in front of a window or 

pretty background. These works from Leech and Deininger are not only pleasing 

to the eye, ②and they also naturally provoke an interest in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people.

2.     [중3 응용어법]

(B) One type of frog living in North America has a very unusual way of hibernating: 

freezing! The North American wood frog appears to be dead but comes alive in 

the spring, just as water changes to ice and back. ③Most of animals die if they 

freeze because its body cells are destroyed under the extreme temperature. So how 

is it possible for the wood frog to survive the freezing? The secret lies in the fact 

that although the water between the cells in the frog's body becomes frozen, the 

water inside the cell does not freeze. Before the winter begins, the wood frog 

stores carbohydrates in its body. As the temperature drops, these carbohydrates 

turn into glucose, something like sugar juice that fills the inside of the cell. 

Glucose ④has much more low freezing point than water. Due to this fact, the 

body cells of the wood frog do not freeze, which in turn allows it to survive icy 

temperature.



2020년 5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이 선 경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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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2 응용어법]

(A) Green spaces in densely populated cities are often few and far between. In 

particularly populous cities like New York and Seoul, common space for citizens 

is never enough. Providing people with greener spaces ①that can enjoy outside 
during the usual working week is something all cities should struggle to 

accomplish. Upcycling or creative reuse of outdated infrastructure can be a great 

solution. An innovative plan for New York's old subway line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upcycling urban infrastructure. Originally built in 1929, the High Line 

was a 13-mile project that ran high across the west of Manhattan. Built at an 

enormous cost, it soon fell out of favor and began to be closed and brought 

down. In 1999, Manhattan residents and property owners started an effort to 

convert the disused rail line into a public park. The High Line Park is now a 

walking bridge, decorated with plants. It runs through the western part of 

Manhattan, ②offers a unique view of the city. It has revived the run-down area 

and breathed new life into the surrounding community.

2.     [고1 응용어법]

(B) was sitting outside a restaurant in Spain one summer evening, waiting for dinner. 

The aroma of the kitchens excited my taste buds. ③My future meal will be 

coming to me in the form of molecules drifting through the air, too small for my 

eyes to see but detected by my nose. The ancient Greeks first came upon the idea 

of atoms this way; the smell of baking bread suggested to them that small 

particles of bread existed beyond vision. The cycle of weather reinforced this idea: 

a puddle of water on the ground gradually dries out, disappears, and then falls 

later as rain. They reasoned that there must be particles of water that turn into 

steam, form clouds, and fall to earth, so that the water is conserved even though 

the little particles are too small to see. My paella in Spain had inspired me, ④four 

thousand years too lately, to take the credit for atomic theory.



2020년 5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이 하 연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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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3 응용어법]

(A) As early as 1907, one prominent Russian zoologist, Ilya Metchnikoff, began to 

question ①that the “all bacteria are bad” orthodoxy might be flawed. During the 

cholera epidemic of 1892 in France, Metchnikoff mixed bacteria together in a petri 

dish and found that some bacteria could stimulate cholera growth, but to his 

surprise found that other bacteria hindered it. This led him to speculate whether 

swallowing some types of helpful bacteria might be useful for preventing deadly 

diseases. He was also struck by the fact that some people lived to a ripe old age 

despite harsh rural conditions and poor hygiene associated with poverty. In 

Bulgaria, he noted, there were peasants in the Caucasus Mountains who lived 

beyond one hundred years. He observed that the oldest villagers were drinking 

fermented yogurt containing the bacteria Lactobacillus bulgaricus. Metchnikoff 

suggested ②that one secret to longevity be consuming healthy bacteria. History 

would prove him right.

2.     [고2 응용어법]

(B) Regardless of whether the people ③existing after agriculture were happier, healthier, 

nor neither, it is undeniable that there were more of them. Agriculture both 

supports and requires more people to grow the crops that sustain them. Estimates 

vary, of course, but evidence points to an increase in the human population from 

1-5 million people worldwide to a few hundred million once agriculture had 

become established. And a larger population doesn’t just mean increasing the size 

of everything, like buying a bigger box of cereal for a larger family. It ④brings 

qualitative changes in the way how people live. For example, more people means 

more kinds of diseases, particularly when those people are sedentary. Those groups 

of people can also store food for long periods, which creates a society with haves 

and have–n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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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의 흐름상 밑줄 친 곳에 문맥상 혹은 어법상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을 골라 수정하시오.

1.     [고3 응용어법]

(A) The mystery of why we are attracted to sad music is a particularly fascinating 

paradox that has puzzled philosophers for centuries, with very little empirical 

research on the subject until the last decade. ‘Negative’ emotions such as sadness 

①are generally held as involving avoidance behaviours according to most models 

of emotion, impelling us to escape from situations or people that make us feel sad, 

thus protecting us from potential danger. We could expect, therefore, that people 

would usually display a preference for listening to happy music. Research supports 

this idea, with findings that people do mostly prefer to listen to up-tempo music 

in major keys, music which is usually perceived as happy. Counterintuitively, 

however, in the case of music or other aesthetic experiences, the evidence suggests 

that we also willingly seek out experiences of sadness, even seeming to enjoy them. 

As David Hume says, “②they are pleased as they afflict, and never so happy as 

when they employ tears, sobs and cries to give vent to their sorrow.”

2.     [고2 응용어법]

(B) In addition to the varied forms that recreation may take, it also meets a wide 

range of individual needs and interests. Many participants take part in recreation ③

as a form of relaxation and releasing from work pressures or other tensions. Often 

they may be passive spectators of entertainment provided by television, movies, or 

other forms of electronic amusement. However, other significant play motivations 

are based on the need to express creativity, discover hidden talents, or pursue 

excellence in varied forms of personal expression. For some participants, active, 

competitive recreation may offer a channel for releasing hostility and aggression or 

for struggling against others or the environment in adventurous, highrisk 

activities. ④The others enjoy recreation that is highly social and provides the 

opportunity for making new friends or cooperating with others in group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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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의 흐름상 밑줄 친 곳에 문맥상 혹은 어법상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을 골라 수정하시오.

1.     [중3 응용어법]

(A) I wish people “Good Luck!”, but I only have a limited belief in luck. Instead, I 

believe we make our own luck. Two people could be given the same situation 

with the same resources and create completely different outcomes. Some might 

regard it as “lucky” or use luck as an excuse, saying “I’m just unlucky,” ①or 

“She’s luckier than me.” I don’t believe it’s luck, however. Rather it’s attitude: 

how you choose to look at the world and interact within it. Your attitude and 

how you view the world is everything in life, and it’s up to you. As every 

moment of every day ②provides you for choices about how to approach life, you 

are in charge, and you can either complain and run away or greet opportunity 

and embrace it with joy. 

2.     [중2 응용어법]

(B) The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insect-eating pitcher plants and ants has puzzled 

scientists for many years. However, an exciting new study has solved the mystery. 

A team of scientists traveled to a rainforest in Borneo. There, they observed ants 

living on pitcher plant close up. They learned ③that ants help pitcher plants are 

more efficient. Second, ants spend most of their time hunting and eating mosquito 

larvae. This is important because mosquito larvae steal nutrients from pitcher 

plants. Third, the ants' droppings are helpful to the pitcher plants. Based on these 

observations, it seems clear that pitcher plants and ants help each other to survive. 

Even though the ants and pitcher plants have completely different aims, they can 

work together. Scientists ④are now busy in looking for more examples of this 

cooperation between species.

*pitcher plant: 통풀(벌레잡이 풀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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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의 흐름상 밑줄 친 곳에 문맥상 혹은 어법상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을 골라 수정하시오.

1.     [중1 응용어법]

(A) Color therapy is one of the oldest natural therapies. It ①was used since ancient 

times. According to color therapists, colors can affect us both mentally and 

physically. That's because color is light of a certain wavelength and energy, so 

each color has unique healing powers. Warm colors, such as red, orange, and 

yellow, are thought to have energizing effects. Color therapists believe red can ②

help increasing blood flow, reduce tiredness, and relieve colds. They think yellow 

helps you feel better when you feel down. They also think it helps when you have 

trouble digesting food.

2.     [초6 응용어법]

(B) Most animals have their own unique way of seeing things. Dogs cannot see some 

colors. They can only see gray, blue, and yellow. Some scientists believe that ③red 

and green appears yellow to dogs. So dogs think red and green tomatoes are all 

yellow! But dogs have better night vision than humans. That is why your pet dog 

easily moves around in the dark. Horses' eyes give them an extremely wide view. 

That is because their eyes are on the sides of their heads. ④It allows him to see 

about 350 degrees around them. so horses can easily sense approaching pred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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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3 응용어법]

(A) Attitudes toward technological progress are shaped by how people’s incomes are 

affected by it. Economists think about progress in terms of enabling and replacing 

technologies. The telescope, whose invention allowed astronomers to gaze at the 

moons of Jupiter, did not displace laborers in large numbers─instead, it enabled us 

to perform new and previously unimaginable tasks. This contrasts with the arrival 

of the power loom, ①which replaced hand–loom weavers to perform existing 

tasks and therefore prompted opposition as weavers found their incomes 

threatened.  Thus, it stands to reason that when technologies take the form of 

capital that replaces workers, they are more likely to be resisted. The spread of 

every technology is a decision, and ②if some people will stand to lose their jobs 

as a consequence, adoption will not be frictionless. Progress is not inevitable and 

for some it is not even desirable. Though it is often taken as a given, there is no 

fundamental reason why technological ingenuity should always be allowed to 

thrive. 

2.     [고2 응용어법]

(B) When he was dying, the contemporary Buddhist teacher Dainin Katagiri wrote a 

remarkable book called Returning to Silence. Life, he wrote, “is a dangerous 

situation.” It is the weakness of life that makes it precious; his words are filled 

with the very fact of his own life passing away. “The china bowl is beautiful 

because sooner or later it will break.... The life of the bowl ③is always existing in 

a dangerous situation.” Such is our struggle: this unstable beauty. This inevitable 

wound. We forget — how easily we forget — that love and loss are intimate 

companions, that we love the real flower so much more than the plastic one and 

love the cast of twilight across a mountainside lasting only a moment. ④It is this 

very fragility that it opens our he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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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의 흐름상 밑줄 친 곳에 문맥상 혹은 어법상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을 골라 수정하시오.

1.     [고2 응용어법]

(A) Scaling up from the small to the large is often accompanied by an evolution from 

simplicity to complexity ①while maintaining basic elements is unchanged or 

conserved. This is familiar in engineering, economics, companies, cities, organisms, 

and, perhaps most dramatically, evolutionary process. For example, a skyscraper in 

a large city is a significantly more complex object than a modest family dwelling 

in a small town, but the underlying principles of construction and design, including 

questions of mechanics, energy and information distribution, the size of electrical 

outlets, water faucets, telephones, laptops, doors, etc., all remain approximately the 

same independent of the size of the building. Similarly, organisms have evolved to 

have an enormous range of sizes and ②an extraordinary diversity of morphology 
and interaction, which often reflect increasing complexity, yet fundamental building 

blocks like cells, mitochondria, capillaries, and even leaves do not appreciably 

change with body size or increasing complexity of the class of systems in which 

they are embedded.

*morphology: 형태 **capillary: 모세관

2.     [고1 응용어법]

(B) What made John Goddard record his dreams on paper? He remembered that a 

friend of his dad's ③regretted not to do all the things he wanted to when he was 

John's age. He thought, "I never want to miss an opportunity to do things that I 

dream of." He carried the wish list everywhere he went and tried throughout his 

life to turn his dreams into reality. When LIFE introduced Goddard's story with 

the title "One Man's Life of No Regrets," he had already realized 104 of his list of 

127 dreams! He had carried out a number of adventurous explorations, including 

the first solo kayak trip down the length of the Nile River and standing on the 

top of Mt. Kilimanjaro. The list also included ④other goals than involved 

excitement or adventure, such as sailing around the world and flying an air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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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국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철학자 악셀 호네트는 현대 사회는 개인이 자아
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병리적 사회가 되
었으며, 그 원인이 무시에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현대 사회가 병리적 사회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사
회적 인정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호네트는 어떤 점에서 사회적 인정이 개인의 자
아실현을 보장한다고 보았을까? 그는 이를 설명하
기 위해 먼저 개인의 자아 형성 과정을 ‘목적격 나
'와 ‘주격 나'의 관계를 통해 밝힌다. 여기서 목적격 
나란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한 타인들의 생각과 기
대를 일반화하여 형성한 자아상을 말한다. 즉 목적
격 나는 사회적으로 개인에게 요구되는 자아상이
다. 그리고 주격 나는 목적격 나에 반응하여 자아
를 형성하기 이전의 자아상으로, 개인이 자아를 형
성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다. 그래서 주격 나
는 목적격 나를 내면화하여 자아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 주격 나가 목적격 나에 반발할 수도 있다. 
주격 나가 목적격 나에 반발할 때는, 주격 나가 새
로운 자아상을 목적격 나에게 주장할 수 있고 목
적격 나가 이를 받아들여야만 개인은 자아를 형성
할 수 있다. 
  호네트에 의하면 개인의 주격 나가 목적격 나에 
반응하여 자아를 형성하는 데는 사회적 관계를 맺
고 있는 주체들, 즉 개인과 타인의 상호 인정이 전
제된다. 그래서 개인은 상호 인정 관계에서 자아를 
형성할 수 있고, 상호 인정 관계에서 자아를 형성
한 개인은 사회적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자기 자신
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긍정적 자기의식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상호 인정 관계에서 
개인이 사회적 무시를 경험하면, 해당 개인은 자신
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의식이 파괴된다.
  호네트는 상호 인정 관계와 이에 따른 긍정적인 
자기의식을 세 가지로 유형화한다. 첫 번째는 원초
적 관계로,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사랑이나 우정과 
같은 정서적 배려를 받음으로써 구체적인 욕구와 
본능을 가진 존재로 인정받는 상호 인정 관계이다. 
원초적 관계에서 정서적 배려를 경험한 개인은 자
신의 욕구와 정서가 충족될 수 있고, 언제든지 보
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인 
자신감을 형성한다. 

하지만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학대나 폭행과 같은 
무시를 경험하면 자신감은 파괴된다.
두 번째는 권리 관계로,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옮
고 그름의 문제들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성적인 인격체로서 법적 권리를 존중받는 상호 
인정 관계이다. 권리 관계에서 법적 권리를 부여
받은 개인은, 사회로부터 타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로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인지하는 자
기존중감을 형성한다. 하지만 개인이 마땅히 충족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법적 권리가 사회로부터 부
정되는 무시를 경험하면 자기존중감은 파괴된다. 
세 번째는 가치 공동체 관계로, 개인이 어떤 가치
나 목적을 공유한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자신의 
개성, 즉 능력과 속성을 인정받는 상호 인정 관계
이다. 개인은 자신이 공동체의 구성원들로부터 가
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때 사회적 연대를 경험
하며, 이를 통해 해당 개인은 자신이 공동체에 기
여하고 있다는 긍지인 자부심을 형성한다. 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속성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
들로부터 부정되는 무시를 경험하면 자부심은 파
괴된다. 
  호네트는 이처럼 세 가지 상호 인정 관계에서 
개인이 긍정적 자기의식을 형성할 때, 개인은 성
공적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
만 상호 인정 관계에서 무시에 의해 개인의 긍정
적인 자기의식이 파괴되면 개인은 자아실현의 기
회를 상실하게 된다. 개인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인정질서에 저항하게 되는
데, 여기서 인정질서란 개인의 자아를 인정 대상
으로 허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판단 기준이나 원칙
이다. 호네트는 개인이 새로운 자아상을 기존 인
정질서에 주장하면 개인은 기존 인정질서와 대립
할 수밖에 없고, 개인의 저항은 기존 인정질서에
서 배제된 사람들의 자아실현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저항으로 확대된다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모든 저항을 ⑤인정투쟁이라고 명
명한다. 특히 그는 권리 관계나 가치 공동체 관계
에서 발생하는 인정투쟁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개인의 권리나 가치의 범위를 확장하여
새로운 인정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
서 호네트는 인정투쟁이 현대 사회를 건강한 사회
로 회복시키는 정당한 투쟁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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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다음 문제의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자료 1]

A씨는 도예가인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전통 도예 기술을 전수받으라는 부탁을 받았다. 

존경하던 아버지께 인정받아 기뻤지만 걱정도 앞섰던 A씨는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버지 덕분에 믿음을 갖고 기술을 익혔다. 결국 A씨는 아버지의 장인정신을 계승한 

도예가가 되었고, 장인정신을 중시하는 도예가 협회로부터 올해의 장인으로 선정되어 

긍지를 느꼈다.

[자료 2]

이민자 B씨는 △△시로부터 이민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상심했다. 하지만 B씨는 이웃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면서 자신이 언제든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 내국인과 동등한 투표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할 수 있었다. 이후 

여러 이민자들이 가세하여 시위가 확대되었고, 결국 △△시는 내국인과 동등한 투표권을 

이민자들에게 승인하였다. 이에 B씨는 자신이 시민으로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다.

 1.    윗글의 '목적격 나'와 ‘주격 나'의 관계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

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료 1]: A씨의 '주격 나’는 가족들의 기대를 일반화하여 '목적격 나'를 형성했

다고 볼 수 있다.

   ② [자료 1]: A씨의 '주격 나’가 ‘목적격 나'를 내면화하여 자아를 형성할 수 있었

던 것은 A씨와 아버지가 상호 인정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자료 2]: B씨의 '주격 나'는 △△시로부터 형성한, 이민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만 투표해야 한다는 ‘목적격 나'에 반발했다고 볼 수 있다.

   ④ [자료 2]: B씨가 시위를 한 이유는 B씨의 ‘주격 나'가 주장한 새로운 자아상이 

△△시로부터 형성한 '목적격 나'에 의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자료 2]: B씨가 내국인과 동등한 투표권을 승인받은 것은 B씨의 '주격 나'가 

주장하는 새로운 자아상을 △△시로부터 형성한 '목적격 나'가 인정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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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료 1]의 A씨와 [자료 2]의 B씨는 모두 원초적 관계에서 정서적 배려를 받

아 자신감을 형성했겠군.

   ② [자료 1]과 달리 [자료 2]에서는, 권리 관계에서 파괴되었던 긍정적 자기의식을 

회복한 것이겠군.

   ③ [자료 1]과 달리 [자료 2]에서는, 기존 인정질서에 대한 개인의 저항이 기존 인

정질서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사회적 저항으로 확대된 것이겠군.

   ④ [자료 2]와 달리 [자료 1]에서는,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개인의 가치 범위가 확

장되어 새로운 인정질서가 형성된 것이겠군.

   ⑤ [자료 1]의 A씨는 도예가 협회로부터 올해의 장인으로 선정됨으로써 자부심을, 

[자료 2]의 B씨는 △△시로부터 내국인과 동등한 투표권을 승인 받음으로써 자

기 존중감을 형성했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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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국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설움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1.    (가)에 사용된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바탕으로 ㉮의 다양한 시적 의미를 <보기>의 ⓐ~

ⓔ에 정리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어 함축적 의미 ㉮의 시적 의미
갈대 흔들리는 존재 ⓐ
하늘 초월적인 공간 ⓑ
바람 막을 수 없음 ⓒ
밤 부정적인 상황 ⓓ
손 만남의 대상 ⓔ

    ① ⓐ : 1연의 '갈대'처럼 흔들리는 존재도 뿌리를 내릴 수 있음을 보면, ㉮는 굳건한 삶

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뜻하겠군.

    ② ⓑ : 1연과 3연에서 '하늘'의 아래를 반복하여 표현한 것을 보면, ㉮는 초월적인 공간

에 대응되는 현실적인 공간을 뜻하겠군.

    ③ ⓒ : 3연에서 '바람'은 막을 수 없다고 한 것을 보면, ㉮는 영원한 운명의 구속을 벗

어날 수 없는 공간을 뜻하겠군.

    ④ ⓓ : 3연에서 '밤'이라는 부정적인 상황이 닥쳐오는 것을 보면, ㉮는 피할 수 없는 시

련에 맞서야 하는 공간을 뜻하겠군.

    ⑤ ⓔ : 3연에서 '손'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는 희망이 예비된 공간을 

뜻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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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국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대(大平盛代)

날러는 엇디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대(大平盛代)

잡사와 두어리마나는
선하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대(大平盛代)

설온 님 보내옵나니 나는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대(大平盛代)

- 가시리, 작자미상

(나)
비 갠 긴 언덕엔 풀빛이 푸른데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울먹이네
대동강 물이야 어느 때 마를거나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

雨歇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洞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 송인, 정지상

2.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별의 정한(情恨)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②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④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⑤ 대조적 상황을 제시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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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수학-상]

     이 유리수 범위에서 적어도 두 개의 일차식이 포함

되도록 인수분해가 되는 정수 의 값의 합은? 

2.    [수학1]

    좌표평면에서 자연수 에 대하여 두 곡선    과   log 으로 둘러싸

인 영역에 속하는 점 중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의 개수를 이라 할 때, 




의 

값은? 

  (가) 좌표와 좌표는 서로 같다.

  (나) 좌표와 좌표는 모두 정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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