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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ㅇ 2014학년도 대비 2015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14학년도 ‘15학년도

전형명칭 수시 적성검사전형 수시 일반전형

고사명칭 적성검사 학업능력고사(KUAT)

출제영역 국어, 영어, 수학, 논리 인문계열 : 국어, 영어
자연계열 : 수학, 영어

문항 수 총 70문항 (20,15,20,15) 총 40문항 (영역별 20문항)

고사시간 90분 80분

문제형태 객관식 4지선다 객관식 5지선다
전형요소
반영비율 적성검사 80%, 학생부 20% KUAT 45%, 학생부 55%

수능 
최저기준

인문계: 국어, 수학, 영어 중 
        1개 영역 80%이상
자연계: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중 
        2개 영역 3등급 이내

인문계: 국어, 수학, 영어 중 
        1개 영역 3등급 이내
자연계: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중 
        1개 영역 3등급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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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어 영 역

20 문항

1. 다음 중 해당 개념을 잘못 풀이한 것은?

① 공리주의: 행위의 목적이나 선악 판단의 

기준을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에 두는 철학적 사상

② 보수주의: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과거의 체제나 사상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나 태도

③ 중상주의: 국가의 보호로 무역, 특히 수출을 

통해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는 사상 및 이에 

기초한 경제정책

④ 쾌락주의: 쾌락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생각하며, 행동과 도덕의 기준을 쾌락 추구에 

두는 윤리적 입장

⑤ 회의주의: 인간의 주관적, 상대적인 감각과 

인식으로는 보편타당한 진리를 찾을 수 

없다고 보는 철학사상

2. 다음의 뜻을 모두 가진 말은?

Ÿ 지치거나 힘이 없어 몸이 늘어지다.

Ÿ 끓이거나 삶은 것이 불어서 커지거나 

잘 익다.

Ÿ 어떤 물질이나 현상 따위가 넓은 범위에 

미치다.

Ÿ 끝 쪽으로 가면서 점점 굵거나 넓적하게 

벌어지다.

Ÿ 몸이나 몸의 어떤 부분이 살이 쪄서 가로 

벌어지다.

① 구르다

② 다르다

③ 모이다

④ 번지다

⑤ 퍼지다

3. 다음 <보기>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한자는?

<보기>

  ☐원    ☐력    가☐    횡☐ 

① 구(救)

② 미(微)

③ 산(産)

④ 재(財)

⑤ 축(祝)

4. <보기>는 띄어쓰기 사례를 사전에서 조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리한 것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어제 ㉠박 과장과 만났다.

시간이 ㉡쏜살같이 흐른다.

비 온 후에 죽순 ㉢돋듯이 생겨난다.

이 일을 ㉣너만큼 잘 할 사람은 없다.

내가 의지할 사람은 오직 ㉤너밖에 없다.

① ㉠의 사례로 보아, ‘김 사장, 이 부장’의 

성과 직함은 띄어 써야 해.

② ㉡의 사례로 보아, ‘사과같이 예쁜 얼굴’의 

‘사과같이’도 붙여 써야 해.

③ ㉢의 사례로 보아, “거대한 파도가 일듯이 

분노가 일었다.”의 ‘일듯이’도 붙여 써야 해.

④ ㉣의 사례로 보아, “감당할 수 없을만큼 

힘들다.”의 ‘없을만큼’도 붙여 써야 해.

⑤ ㉤의 사례로 보아, “계속 해 보는 수밖에 

없지.”의 ‘수밖에’도 붙여 써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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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보기>의 사례가 될 수 없는 어휘는?

<보기> 

  우리말에는 ‘이름’을 ‘성함(姓銜)’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를 통해 높임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① 모친(母親)

② 별세(別世)

③ 생신(生辰)

④ 연세(年歲)

⑤ 치아(齒牙)

6. 밑줄 친 표현이 모두 바르게 쓰인 것은?

① 있다가 단둘이 있을 때 얘기하자.

집에 이따가 심심해서 밖으로 나왔다.

② 말로서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한다.

남편감으로써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다.

③ 방금 다린 차가 바로 그때 딴 찻잎이다.

달이지 않은 와이셔츠라 온통 구김살이 가 

있다.

④ 실력을 늘여서 다음에 다시 도전해 보아라. 

대장장이는 이어 늘리는 솜씨가 있어서 잘 

산다.

⑤ 그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고아로 자랐다. 

여윈 당나귀 귀 베고 무엇 베면 남을 것이 

없다.

7. <보기>에서 설명하는 합성동사의 형성 방법

으로 만든 단어가 아닌 것은?

<보기> 

  합성어는 두 가지 이상의 어간이 붙어서 

생긴 단어이다. 합성어의 종류에는 합성명사, 

합성동사, 합성부사 등이 있다. 이 중 합성동사는 

그 형성 과정에 따라 나뉘는데, 대표적인 

것이 ‘명사+조사+동사’에서 조사가 생략되어 

형성된 것이다.

① 겁나다

② 선보다

③ 앞서다

④ 얕잡다

⑤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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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문장 중 발화

의 표현 방식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보기> 

  의문형의 문장이 반드시 질문의 의미만을 

담고 있지는 않다. 발화 상황에 따라 ‘비난, 

요청, 명령’ 등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금 몇 시입니까?”는 시간을 

묻는 직접 발화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약속 

시간에 늦은 사람에게는 비난이나 질책의 

의미를 나타내는 간접 발화로 볼 수 있다. 

① (현관으로 들어오는 동생에게)

형 : 어디 있다 오니?

동생 : 운동장에서 공 좀 차다 왔어.

② (엉뚱한 말을 하는 친구에게)

친구 1 : 너 지금 어디 아프니?

친구 2 : 내가 착각한 건가?

③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삼촌에게)

조카 : 삼촌 올해 몇 살이야?

삼촌 : 이 장난감 정말 재미있네.

④ (감기 걸린 딸에게 약봉지를 가리키며)

어머니 : 저녁 먹은 지 30분 지났지?

딸 : 지금 먹으려던 참이에요.

⑤ (자정 너머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 : 내일 학교 안 가니?

아들 : 알았어요. 그만 할게요.

9. 다음 글의 제목으로 어울리는 것은?

  많은 경제학자들은 제도의 발달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해 왔다. 예를 들어 

재산권 제도가 발달하면 투자나 혁신에 대한 

보상이 잘 이루어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제도의 발달 수준과 소득 수준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제도는 경제 성장에 영

향을 줄 수 있지만 경제 성장으로부터 영

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그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① 경제 발전과 소득 수준

② 경제 성장과 제도 발달

③ 소득 수준과 제도 발달

④ 소득 수준과 투자 수준

⑤ 제도 발달과 투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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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기>의 (가)와 (나)를 비교하여 탐구한 내

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불휘 기픈 남 매 아니 뮐 
     곶 됴코 여름 하니 

     미 기픈 므른 래 아니 그츨 
     내히 이러 바래 가니           

     -「용비어천가」 원문

(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 때문에 아니 흔들리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습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물 때문에 아니 그치므로,

     내를 이루어 바다로 갑니다.      

     -「용비어천가」 현대어 풀이 

① (가)의 ‘불휘’는 (나)에서 ‘뿌리가’로 쓰이는 

것으로 보아 주격조사 ‘ㅣ’가 생략된 것

이겠군.

② (가)의 ‘기픈’은 (나)에서 ‘깊은’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아 끊어 적기가 이어 적기로 바뀐 

것을 알 수 있군.

③ (가)의 ‘곶’은 (나)에서 ‘꽃’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아 초성에서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겠군.

④ (가)의 ‘됴코’는 (나)에서 ‘좋고’로 쓰이는 

것으로 보아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 것

이라고 할 수 있겠군.

⑤ (가)의 ‘믈’은 (나)에서 ‘물’로 쓰이는 것

으로 보아 원순모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11.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裸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 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 받는 몸으로, 벌 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

-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① ㉠은 생명체가 살기 힘들 정도로 추운 날씨로 

냉혹한 현실을 상징한다.

② ㉡은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는 나무의 모습을 

의인화하고 있다.

③ ㉢은 추운 세상에서 따뜻한 세상으로 

변화해가는 양상을 점층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은 자신을 억압하는 대상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대결을 비유한다.

⑤ ㉤은 치열한 노력의 결과로 꽃을 피워 낸 

나무에 대한 감동의 어조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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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접속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음악에서 연주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18세기부터이다. 이 

시기의 연주는 작곡자가 음악을 통해 전달

하고자 의도했던 감정을 청중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  

연주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주관을 드러내기

보다는 음악 작품이 지닌 감정을 청중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  

연주란 연주자가 소리를 통해 악보를 객관적

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의미했으며, 청중들은 

연주를 통해 작곡자가 제시한 감정을 감상

하였던 것이다. ㉢  이러한 연주의 

개념은 19세기에 들어 바뀌게 된다. 

㉠ ㉡ ㉢

① 따라서 - 다시 말해 - 하지만

② 또한 - 그래서 - 요컨대

③ 그리고 - 하지만 - 그렇지만

④ 그래서 - 요컨대 - 그리고

⑤ 그런데 - 또한 - 그러나

13. 다음 글의 순서로 알맞은 것은?

  (가) 미생물의 종 구분에는 외양과 생리적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들은 미생물의 배양 

방법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모든 미생물에 

적용될 만한 공통적 요소가 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오늘날 미생물 종의 구분에는 유전적 

특성을 이용하고 있다.

  (나)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미생물들 간의 유전체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유전체 유사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전자를 대상으로 유전적 

관계를 살펴봐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유전체의 특성을 화학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다) 일반적으로 동식물에서 종(種)이란 

‘같은 개체끼리 교배하여 자손을 남길 수 있는’ 

또는 ‘외양으로 구분이 가능한’ 집단을 뜻한다. 

그렇다면 세균처럼 한 개체가 둘로 분열하여 

번식하며 외양의 특징도 많지 않은 미생물

에서는 종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까?

  (라) 하지만 유전적 특성을 이용한 방법을 

이용해도 서로 다른 미생물이 같은 종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별하기 어렵다. 특정 

유전자가 해당 미생물의 전체적인 유전적 

특성을 대변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① (가)-(나)-(다)-(라)

② (가)-(다)-(라)-(나)

③ (다)-(가)-(라)-(나)

④ (다)-(나)-(라)-(가)

⑤ (라)-(나)-(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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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실패를 강조하는 교육관에 대한 비판’의 

글을 써 보자.

<과제의 초고>

  우리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속담이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격언을 

자주 듣는다. ㉠하지만 고생과 실패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관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패의 가치를 강조하는 기성세대들의 

시대에는 대개 고난과의 투쟁만이 성공을 

가져다주었다. ㉡실패와 성공은 인생에서 

비슷한 비율로 생겨난다고 한다. 기성의 

가치관으로 지금의 청소년을 가르치려는 

것은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기성세

대의 ㉢기대에서 기인한다.

  인생 경험이 많은 기성세대는 실패를 통해 

더욱 강인해질 수 있겠지만 자라나는 청소년

들은 실패의 경험으로 자칫 좌절에 빠질 

수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실패보다는 성공을 

통해 성장한다. 성공을 통해 얻게 되는 미래에 

대한 안전 의식은 자신감과 도전 의식을 

갖게 하여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운영

하게 해 준다.

  ㉣그런데 이제는 실패보다는 성공을 

강조하는 교육관이 필요한 때이다. 너무 어려운 

과제 보다는 능력에 맞는 과제를 내 주어 

학생들로 하여금 실패의 ㉤경험 보다는 

성공의 경험을 많이 맛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4. ‘과제의 초고’에서 글쓴이가 활용한 방법이 

아닌 것은?

① 자신의 주장과 일치하는 해결방안을 제시

한다. 

② 대조의 방식을 통해 주장의 설득력을 

강화한다.

③ 논제와 관련된 속담과 격언을 사용하여 

글을 시작한다.

④ 기존의 논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논점을 제시한다.

⑤ 논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들어 내용의 

신뢰성을 높인다.

15.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앞뒤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래서’로 고쳐 쓴다.

② ㉡은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③ ㉢은 맥락에 맞지 않는 표현이므로 

‘편견’으로 고쳐 쓴다.

④ ㉣은 앞의 내용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는 

부분이므로 ‘그러므로’로 고쳐 쓴다.

⑤ ㉤은 명사에 조사가 붙은 것이므로 ‘경험

보다는’으로 붙여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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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학의 성립 초기부터 사회학의 주된 입장은 

인간을 사회적 규범이나 구조에 의해서 규정되는 

피동적 존재라고 보는 것이었다. 미드(Mead)에 

의해서 주창된 상징적 상호 작용주의는 이러한 

입장에 반발하여 인간의 능동적 측면을 부각하기 

위해 등장했다. 그는 상징적 상호 작용주의의 

핵심 원칙을 의미, 언어, 사고라는 세 가지로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삶에서 소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

  상징적 상호 작용주의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몸짓, 행동 등의 모든 기호에는 의미가 

있고, 또 인간은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사물에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대상과 의미를 

주고받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인간의 사회적 행위란 사회, 즉 

공동체와 의미를 매개하는 상호 작용과 마찬가지다. 

결국 인간이 가진 사물과 상징에 대한 의미는 

본래부터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 

속에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세계와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구성된다는 것이다.

  상징적 상호 작용주의는 언어의 상호 교환이 

가지는 의미와 그러한 교환에 따른 결과에 

관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진 

사물과 상징에 대한 의미라는 것이 언어라는 

상징을 사용함으로써 협상되고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새끼 고양이’라는 단어가 

본래부터 ‘작은, 부드러운, 사랑스러운’이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미는 

㉠                                      

                                         

  상징적 상호 작용주의에서는 사고를 다른 사람의 

역할과 입장에 대해 생각하는 과정으로 이해한

다. 개인은 성장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자아를 공동체의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가 내면화된 자아로 성장시키게 된

다. 이러한 자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역할과 

입장을 경험하고, 사회가 자신에게 어떤 행위

는 기대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데 이때에야 비

로소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 속에 사회화된다

고 한다.

  결국 상징적 상호 작용주의는 우리 인간이 

언어라는 상징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언어의 상호 작용이 인간의 자아를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말해 준다. 언어의 인간 자아에 대한 개입이 

장기간에 걸쳐 특정한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진

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한 인간이 어떠한 자아를 

구축할 것인지의 문제는 결국 그 공동체 내 상호 

작용 행위자가 서로에게 어떠한 상징과 언어를 

사용하고, 어떠한 경험이 주어지며, 동시에 

공동체에서 그러한 경험을 어떻게 평가 내리느

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6.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고 변화시키는 절대

적인 언어 작용의 산물인 것이다.

② 사물과 언어의 필연적인 연관성에 의해 

형성되는 상호작용의 산물인 것이다. 

③ 사회 속에서 그 단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얻어진 상호교환의 산물인 것이다.

④ 사회의 구조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산출

하는 언어의 상징성의 산물인 것이다.

⑤ 인간의 자아 성장에 따라 언어 이해의 

수준이 달라지는 발달과정의 산물인 것이다.

17. ‘상징적 상호 작용주의’에 대한 이해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의 행동은 그에게 작용하는 사회의 

구조를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 

② 개인은 자아 형성 과정에서 공동체의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한다.

③ 인간의 언어와 행동은 공동체 내의 지속

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구성된다.

④ 소통을 통해 인간은 언어를 만들고, 언어는 

다시 인간의 자아를 규정한다.

⑤ 개인은 사회화를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예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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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초기의 독서는 소리 내어 읽는 음독 

중심이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쓰인 글이 

완전해지려면 소리 내어 읽는 행위가 필요

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초기의 두루마리 책은 

띄어쓰기나 문장 부호 없이 이어 쓰는 연속 

기법으로 표기되어 어쩔 수 없이 독자가 

자기 목소리로 문자의 뜻을 더듬어가며 읽어 

봐야 글을 이해할 수 있었다. 흡사 종교의

식을 치르듯 성서나 경전을 진지하게 암송

하는 낭독이나, 필자나 전문 낭독가가 낭독

하는 것을 들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책을 읽는 

낭독-듣기가 ㉠보편적이었다.

  그러던 12세기 무렵 독서 역사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유럽 수도원의 필경사*들 

사이에서 시작된 소리를 내지 않고 읽는 

묵독의 발명이었다. 공동생활에서 소리를 

최대한 낮춰 읽는 것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두루마리 책을 완전히 

㉡대체하게 된 책자형 책은 ㉢주석을 참조

하거나 앞부분을 다시 읽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목독을 도왔다. 묵독이 시작되자 

낱말의 간격이나 문장의 경계 등을 표시할 

필요성이 생겨 띄어쓰기와 문장부호가 

발달했다. 이와 함께 반체제, 에로티시즘, 

신앙심 등 개인적 체험을 기록한 책도 점차 

등장했다. 이러한 목독은 꼼꼼히 읽는 

분석적 읽기를 가능하게 했다.

  음독과 묵독이 ㉣공존하던 18세기 중반에 

새로운 독서 방식으로 다독이 등장했다. 

금속 활자와 인쇄술의 보급으로 책 생산이 

이전의 3~4배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출판되었다. 이전에 책을 접하지 

못했던 여성들이 대거 독자로 ㉤유입되었고, 

독서 조합과 대출 도서관 등 독서 기관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전 시대에는 제한된 

목록의 고전을 여러 번 정독하는 집중형 

독서가 주로 행해졌던 반면, 이제는 분산

형 독서가 행해졌다. 이것은 필독서인 

고전의 권위에 대항하여 자신이 읽고 싶은 

것을 골라 읽는 자유로운 선택적 읽기를 

뜻한다.

  이와 같이 오늘날 행해지는 다양한 독서 

방식들은 장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씩 

등장했던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당대의 

지식사를 이끌었던 흔적들이 남아 있다.

* 필경사: 글씨 쓰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18. 윗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효과적인 책읽기를 위한 여러 독서법을 

설명하고 있다.

② 여러 독서법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③ 여러 독서법의 등장 배경을 시대 순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책의 형태가 변화한 과정을 시대 순으로 

설명하고 있다. 

⑤ 독서법이 지식의 발전과정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19. 윗글의 내용으로부터 추론할 수 없는 것은?

① 다양한 내용의 책을 읽는 데 분산형 독서가 

효과적이다.

② 분산형 독서는 고전이 전에 가졌던 권위를 

약화시켰다.

③ 18세기 중반 이전에는 여성 독자의 수가 

제한적이었다.

④ 책의 형태가 변화하면 독서의 방식도 따라서 

변화한다.

⑤ 책자형 책의 출현으로 인해 낭독의 확산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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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편: 일정수의 대상에 공통하여 예외가 

없는 일

② ㉡대체: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바꾸어 

대신함

③ ㉢주석: 낱말이나 문장의 뜻을 보다 쉽게 

풀이한 글

④ ㉣공존: 함께 같이 있는 것 또는 함께 같이 

사는 것

⑤ ㉤유입: 옮겨 움직임. 또는 움직여서 자리를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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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영 역

20 문항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the 1970s and 1980s, greater 

numbers of working women meant that 

men were no longer the sole 

breadwinner. A father's emotional 

involvement with his family also 

became more             . Forty years 

ago, almost no husbands were present 

in the delivery room when their wives 

gave birth. Today, it is generally 

expected for male partners to attend 

childbirth classes, be there for the 

delivery, and to take more responsibility 

for child rearing than their fathers or 

grandfathers did.

① conventional

② important

③ monetary

④ changeable

⑤ limited 

2. 다음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children first learn to read, 

they want books that immediately catch 

their attention. As they get older, 

children begin to ask questions about 

their world, such as how and why 

things happen. Children become 

curious, wanting to discover the new, 

the interesting, and the exciting.  For 

your children, look for the books the 

main characters of which are your 

child's age or a bit older and which 

have a straightforward plot and use 

realistic language. Parents who follow 

these tips can suggest better books to 

their children. 

① Criticize

② Advise 

③ Describe

④ Emphasize

⑤ Adv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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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글에 드러난 필자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After a shipwreck, I found myself 

alone in a small life raft at sea. Soon I 

discovered that I was not alone. A 

tiger was also on the life raft. I did 

not know what to do. After a time I 

recognized the gaze. I had grown up 

with it. It was the gaze of a contented 

animal looking out from its cage the 

way you or I would look out from a 

restaurant table after a good meal. He 

looked exactly as if he were asking me 

a question.  There being no immediate 

threat, my breath slowed down, my 

heart stopped knocking about in my 

chest, and I began to regain my 

senses. I did not want him to die at 

all, because if he died I would be left 

alone with despair. 

① pleased → disappointed

② shocked → angry

③ frightened → calm

④ worried → sorrowful

⑤ jealous → excited

4. 다음 글의 빈칸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word taboo comes from the 

Tongan language and is used in 

modern English to describe verbal and 

nonverbal behavior that is forbidden or 

to be avoided. In spite of what some 

may think, taboos are not universal; 

they tend to be specific to a culture or 

country, and usually form around a 

group's values and beliefs.     (A)    , 

what is considered acceptable behavior 

in one country may be a serious taboo 

in another.      

① Otherwise

② In addition

③ In contrast

④ Nevertheless

⑤ Ther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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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Not everybody is convinced that 

pumping up our food with foreign 

genes is a (a) bad idea. Many people 

say these genetically modified (GM) 

foods may end up harming the          

(b) environment and humans. They fear 

that plants with new genes (c) forced 

into them will accidentally crossbreed 

wild plants and create pesticide- resistant 

superweeds. They also say GM foods 

could carry genes that (d) trigger allergies 

or other side effects. Already, there's 

evidence that some GM corn crops 

may be (e) harmful to the caterpillars 

that turn into monarch butterflies.      

                       *pesticide 살충제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6. (A), (B)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cient Egyptian writings and 

drawings show that Cleopatra owned a 

royal palace on an island named 

Antirhodos. The island was near 

Alexandria, the capital city of Egypt 

during Cleopatra's reign in the first 

century B.C. Although the city of 

Alexandria still exists today, floods and 

earthquakes buried Antirhodos under 

water more than 1,600 years ago. But 

it wasn't (A) dismissed / lost / unearthed 

for good. In 1996 undersea explorer 

Franck Goddio found it beneath just 18 

feet of water, off the shore of 

Alexandria. The ruins of what appears 

to be her palace (B) laid / lay / locked 

buried in layers of mud, seaweed and 

garbage. 

(A) (B)

① dismissed ...... laid

② unearthed    ...... locked

③ lost ...... lay

④ lost ...... laid

⑤ unearthed ...... 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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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An example of image processing is 

fingerprint recognition. Fingerprints of 

a number of known criminals (a) are taken. 

The print is a black and white image. 

These fingerprints are stored in 

computer databases. (b) When a fingerprint 

is found at a place (c)  where a crime has 

been committed, it is compared with 

those (d) to store in the computer databases. 

Fingerprint experts provide a method 

of comparison of the prints, and this 

(e) is used by a computer program for 

comparing fingerprints.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8.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Everyone knows that too much wine 

can have many bad effects on the 

body. Doctors discovered recently that 

a small amount of red wine may have 

at least one good effect. It may lower 

the level of cholesterol in the blood. 

However, new research now proves 

that this is not the result of the 

alcohol in the wine. Instead, scientists 

have learned that there is a special 

chemical that lowers cholesterol. This 

chemical is present in purple grape 

juice and perhaps in other grape 

products. So people with high 

cholesterol                       .

① can get the same benefit without 

drinking wine

② should drink a lot of wine

③ need to go to the doctor

④ should take regular exercise 

⑤ must not drink red w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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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Shopping is, at its best, both an end 

and a means. It is a means for people 

to acquire the goods needed for living. 

Unless we were in a society where 

people produced everything for themselves, 

some form of specialization and trading 

is necessary. Shopping in some form is 

thus a necessary activity. We can say 

more than that, however. Meeting in 

the marketplace to exchange goods can 

be a healthy and humane activity that 

is valuable for its own sake. That is, 

shopping is not just a means toward 

meeting needs. Instead, it is a social 

activity, whereby people meet and 

interact. Shopping can help meet the 

need for human sociability.

①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는 쇼핑을 통해 

인간은 건강해질 수 있다.

② 노동의 분화와 전문화는 별개의 것이다.

③ 생존을 위한 물품들은 적극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다.

④ 적당한 쇼핑은 다른 활동을 위한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다. 

⑤ 쇼핑은 물품 구매를 위한 경제활동임과 동시에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사교 활동이다.

10.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Cattle have the ability to convert 

grasses into flesh. They can do this 

because, unlike humans who possess 

only one stomach, they possess a 

second stomach called a rumen, in 

which resident bacteria convert 

cellulous into protein and fats. In 

today's feedyards, however, cows fed 

with corn and other grains are eating 

food that humans can eat, and they are 

quite inefficiently converting it into 

meat. Since it takes anywhere from 

seven to sixteen pounds of grain to 

make one pound of beef, we actually 

get far less food out than we put in. 

It's a protein factory in reverse. 

         *rumen 혹위(반추 동물의 제1위)

① 가축 사육장 오폐물에 대한 새로운 처리 방식

② 가축 사육장 운영의 내재적인 불합리함

③ 풀을 영양분으로 바꾸는 소의 능력

④ 소 사육에 대한 도덕적 문제

⑤ 사육장 소고기 섭취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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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I confine my bike riding in New York 

City to the bike paths because riding 

in the streets is too dangerous and can 

cause serious bike accidents. I'd love 

to bicycle more in the city. When I 

meet neighbors bringing their bicycles 

up the elevator in our apartment 

building, I try to strike up a conversation 

about where they've been and how 

they feel about bicycling in a big city. 

Almost everybody tells me that they 

realize it's dangerous, but they love it, 

so they do it anyway. Don't you think 

we should make it safe to do so to get 

more people out of their cars and onto 

bicycles? 

① 대도시에서 자전거 타는 것을 규제하라.

② 자전거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③ 대도시에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라. 

④ 자전거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⑤ 아파트에 자전거 보관소를 더 많이 설치하라.

12.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Similarly, humans can climb walls by 

using ladders and ropes.

  (a) Robert Full, a biologist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 

watches as a small lizard called gecko 

walks up a vertical wall with ease. 

(b) Although the wall is very smooth, 

the small spotted creature does not 

slip or even strain as it runs to the 

ceiling. (c) It might as well be walking 

on flat ground. (d) Squirrels and birds 

can climb the trunks of trees but only 

by digging sharp claws into the rough 

exterior of the tree. (e) But until the 

right person thought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gecko, no one had even 

come close to understanding how to go 

straight up a smooth surface.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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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련이 없는 문장은?

  An earworm, which is a catchy tune, 

begins when a person hears a tune on 

the radio, on television, or in a movie. 

(a) Later a piece of the tune returns 

to the person's mind and begins 

repeating itself. (b) This earworm may 

stay with the person for days, starting 

at odd times when the mind is at rest. 

(c) It may also appear when the person 

has an experience that he or she 

associates with the tune. (d) Earworms 

have become so frequent that the 

study of this phenomenon has now 

become a topic of academic research. 

For example, a person might hear a 

tune while watching an exciting 

basketball game. (e) Later, while the 

person is playing basketball, the tune 

might return as an earworm.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14.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ile shopping malls have changed 

American life, not all of their effects 

have been positive. Most shops and 

services found in malls are parts of 

large corporations. These businesses 

have taken away customers from 

smaller shops in the area and forced 

them to close. That has meant fewer 

individually owned businesses and less 

local control over jobs. In addition, 

malls are harmful to the environment. 

They have sometimes been built on 

land that is important for the survival 

of birds and wild animals; thus, they 

contribute to the general loss of 

nature. And finally, malls are usually 

far from any town center, so people 

must use cars to get there. This 

results in increased air pollution and 

heavy traffic of the roads near the mall.

↓

Malls have (A)           effects on local 

business and on the (B)          

(A) (B)

① positive ------ transportation

② positive ------ environment

③ neutral ------ transportation

④ negative ------ environment

⑤ negative ------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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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Locating problems in underground 

utilities is important,             . 

Fixing them is the bulk of the job. 

Fixing and updating underground 

utilities in a city is very complicated. 

It's not just a matter of digging a hole, 

pulling out bad pipes, and installing 

good ones. The city and its neighborhoods 

must continue functioning during the 

many months it takes to put things 

right. 

  A company named Insituform has 

developed technology that can fix a 

pipe from the inside before it breaks, 

without any digging. They fill a tube 

with a special kind of resin, which is a 

sticky substance, turn it inside out and 

send it through the pipe. Then, they 

heat the water inside the pipe. The 

resin expands outward, attaches to the 

interior surface of the pipe, and then 

hardens. This creates a new pipe 

inside the old pipe. 

  The company actually used this 

technique on the sewers under one of 

the most famous buildings in the 

United States,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The pipes dated from 

around the time of the Civil War (mid 

1800s) and needed extensive repair. 

For security reasons the government 

decided not to dig up the lawn, but 

rather to work underground and under 

tourists' feet.

* resin 수지

15.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Effective Technology to Fix Underground 

Pipes

② Complexities of Digging Holes and 

Repairing Old Pipes

③ A Company Named Insituform

④ A Long History of the Sewers of the 

White House

⑤ Diverse Kinds of Underground Utilities 

in Cities

16. 위 글의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nd it leads to a comfortable digging

② but it's not enough

③ and it makes both ends meet

④ but it makes matters complex

⑤ and it usually continues for a few days

17. 위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① 지하파이프를 찾는 것이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② 백악관의 하수관은 미국에서 가장 노후화 

되었고 부분적 수리가 필요하다.

③ 지하파이프를 수리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 

것이 항상 필요하다.

④ 수지는 열이 가해지면 외부로 팽창하는 

성질이 있다.

⑤ 수지를 채운 튜브는 뒤집지 않고 그대로 

파이프에 넣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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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The reason for spamming is to make 

money, but most people seem to hate 

spam and usually delete (a) it without 

reading it. Thus, it is hard to see how 

spamming could prove profitable. 

(B)  

  Spammers can also make money 

individually by defrauding the people 

who receive their spam. A common 

trick is to promise some service for a 

very low price, but then refuse to 

deliver (b) it after the customer has 

paid for (c) it. Clearly, such types of 

spammers are not good citizens, and 

honest companies should not become 

involved with them. If they do, they 

can lose not only money but also loyal 

customers. In cases like these, only 

the spammers profit.

(C)

  For example, a business that wants 

to advertise its services with spam 

might be inexperienced, so (d) it will 

typically contract with a "professional" 

spammer to do the work for them. 

Spammers usually charge a lot of 

money for their services. Because 

spammers do not need much money to 

work, they will almost always make a 

profit, whether the company that hired 

them does or not.

(D)

  There is a difference, however, 

between the companies who advertise 

with spam and the people who actually 

send (e) it; the company is less likely 

to make money than the spammer.

18. 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B) - (D) - (C)

② (C) - (B) - (D)

③ (C) - (D) - (B)

④ (D) - (B) - (C)

⑤ (D) - (C) - (B)

19. 다음 중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스팸업자들은 스팸광고를 원하는 회사에 

항상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 한다.

② 스팸광고를 원하는 회사는 전문적 지식 

부족으로 전문 스팸업자들과 계약을 맺는다.

③ 스팸으로 광고하는 회사보다도 스팸    

업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번다.

④ 정직한 회사들은 스팸업자들과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

⑤ 스팸으로 광고를 하는 회사는 그들의 

돈과 고객 모두를 잃을 수 있다.

20. 다음 중 밑줄 친 각각의 it이 가리키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 it - spam

② (b) it - service

③ (c) it - trick

④ (d) it - business

⑤ (e) it - s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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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학 영 역

20 문항

1.      일 때,   의 값

은?

①


②  


③ 


④


⑤ 


2. 실수 전체의 집합의 두 부분집합 A, B를

              ,    

             ≤ 라 하자.

집합 A, B 가 

      ∪    는 실수와

      ∩     ≤ ≤ 

를 만족할 때,   의 값은?

①  ②   ③  ④   ⑤  

3. 유리수 가      을

만족할 때,  의 값은?

①  ②  ③  ④  ⑤ 

4. lim
→∞  


  


⋯ 

 
의 값은?

①  ②  ③  ④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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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 양수이고      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②    ≥

③     


④    ≥ 


⑤     


6. 직선   

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축과 이

루는 각을 와 라고 할 때, sin 

cos 
의 값은?





  






① 


② 


③  ④ 


⑤ 


7.  ≥ 인 실수 와 양의 정수 에 대하여

곡선   cos 이 구간  에서 축

과 만나는 횟수를  라 할 때,   을 구하

면?

①  ②  ③  ④  ⑤ 

8. 점  로부터

원        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①    또는    

②    또는    

③    또는    

④    또는    

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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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 양의 정수이고 변수  가

   를 만족할 때, 

log log의 최댓값은?

① 


② 


③ 


④  


⑤ 


10. 포물선 y=x2-ax와 직선 y=x-2a+1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며 두 교점이 모두 

x축의 위쪽(  )에 있을 때, a의 값의 범

위는?

①   


②   

③ 

   ④   

⑤   


11. 4개의 꼭짓점    를 갖는 어느 그래

프의 각 꼭짓점 사이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

는 행렬이 아래와 같다. 

   















   
   
   
   

꼭짓점 에서 중간에 한 꼭짓점을 거쳐 꼭

짓점 로 가는 경로의 수을 라 하고, 꼭짓

점 에서 중간에 한 꼭짓점을 거쳐 꼭짓점 

로 가는 경로의 수를 라 하며, 꼭짓점 

에서 중간에 한 꼭짓점을 거쳐 꼭짓점 로 

가는 경로의 수를 라 할 때,   의 값

은?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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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 때,    을 만족시키

는 자연수 의 최솟값은? 

①  ②  ③  ④  ⑤ 

13. 물통 에는 리터의 물이, 물통 에는

  리터의 물이 담겨있다. 물통 의 물의 

1/3을 에 부은 후, 다시 의 물의 1/3을 

에 부었을 때, 물통 에 담긴 물의 양을 라

하자. 이 과정을 번 반복할 때,   과 

사이의 관계식은? (≥ )

①     

 

②     

  



③     

 

④     

  



⑤     


 

14. 모든 실수 에 대하여 

부등식 cos  sin   

을 만족하는 의 범위는?

①    ②    

③    ④   

⑤   

15. 철수는 주사위 한 개를 10번 던져서 5이상이 

나오는 횟수만큼 영희로부터 횟수당 100원을 

받기로 하였다. 철수가 영희로부터 900원 

이상을 받을 확률이 



일 때, 의 값은?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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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높이가 인 지점에서 공을 자유낙하 시켰을 

때, 바닥에 닿은 공은 높이 에 비례하여 

만큼 튀어 오른다(  ). 또, 의 높이

로 튀어 오른 공이 다시 낙하하여 바닥에 

닿은 후 만큼 튀어 오르고 반복적으로  

이러한 상하운동이 계속된다고 하자.   

높이가 9m인 지점에서 공이 처음으로 자유

낙하운동을 시작한 후 공이 반복적으로 튀

어 오르는 상하운동을 계속하여, 공이 총 이

동한 거리가 45m일 때, 공이 처음 낙하하였

을 때 바닥으로부터 튀어 오른 거리는? 

① 


②  ③ 


④  ⑤ 6

16. 함수       ≤ 
     

에 대하여 

닫힌 구간  에서의 평균변화율을 라 

하자.   일 때,   의 그래프로 옳은 

것은?

①

 

 





②



 





③ 



 

④ 

 





⑤ 



 

18. 삼차방정식      의 한 근을 ,

이차방정식      의 한 근을 라

할 때,  


  의 값은?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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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좌표평면에 그림과 같이 원점 와 두 점 

 ,  그리고 축 위에서 원점 와 점   

사이를 움직이는 점 가 있다. 점 를 지

나고 직선 와 수직인 직선이 축과 만나

는 점을 라 할 때, 세 점  ,  , 를 꼭

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의 넓이의 최댓

값은? 





  







①  ② 


③  ④ 


⑤ 

20. 그림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의 시각 

에서의 속도 의 그래프이다. 어두운 네 

부분의 넓이를 그림과 같이  , 로 나타낼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에서   까지 점 는 

    움직이는 방향을 세 번 바꾼다.

ㄴ.   일 때와   일 때의 

    점 의 위치는 같다. 

ㄷ.   에서   까지 점 의 

    이동거리는 이다.

ㄹ.   에서   까지 점 의 

    이동거리와   에서   까지 

    점 의 이동거리는 같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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