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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1

※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Some fuels are derived from the fossilized remains of plants and animals, and they take 
more than 80 percent of worldwide energy consumption. Despite modern society's heavy 
dependence on fossil fuels for energy, most people are aware that the supply of these fuels is 
finite. Researchers are looking for alternative energy sources, including solar and nuclear 
power. Solar panels catch energy directly from the sun and convert it into electricity. Unlike 
the burning of fossil fuels, the process of converting solar energy into electricity produces no 
emissions. Today, however, solar power generation system is responsible for roughly one 
percent of the overall energy consumption, primarily because the cost of the panels is still 
very high. And price is only one issue. Darkness also causes solar panels (A) _______ collect 
less energy, which requires one to have additional power sources available. Some scientists 
think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can be found in “space”. With no nighttime at a certain 
orbit, a space-based solar power station could operate continuously. These stations would send 
the power back to the earth, which could then be turned into electricity for consumption. 
Advocates of solar space stations say this technology would require a lot of money initially, 
but eventually it could provide continuous, clean energy that would be (B) ________ than 
other fuels.

1. What does "fossil fuels" mean?
2. What can be substitutes for fossil fuels? 
3. What ar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solar power? 
4. Fill in the blank (A) with a suitable word. 
5. Translate the phrase "With no nighttime at a certain orbit" into Korean. 
6. Why does the author of this passage mention "space"? 
7. What does "advocates" mean in the last sentence? 
8. Fill in the blank (B) in the last sentence with a suitable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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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이 간행되어 문학지면이 확대되고, 동인지 <창조>가 발간되었다.

(나) <문장>이라는 문학잡지를 통해 순수서정을 지향하는 시인들,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등이 등단

하여 우리 문학을 풍성하게 했고, 윤동주, 백석과 같은 시인들도 많은 시를 썼다.

(다) 한용운 시인의 시집 <님의 침묵>과 김소월 시인의 시집 <진달래꽃>이 간행되었으며, 계급주의

계 열 인 문 사 회

2012학년도 한국항공대학교 수시 1차 심층면접 문제

영 역 2

1.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다음 단어와 그 뜻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① 시나브로 -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② 식경(食頃) - ‘밥을 먹을 동안’이라는 뜻으로, 잠깐 동안을 이르는 말.

③ 숙맥(菽麥) - 사리 분별을 못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

④ 부상(扶桑) - 서쪽에 있다는, 해가 지는 상상의 연못.

⑤ 마름 - 지주의 위임을 받아 소작지를 관리하던 사람.

(2) 다음 어휘와 관계있는 단어를 적으시오

天高馬肥 -말

烏飛梨落 - 까마귀

胡蝶之夢 - 나비

堂狗風月 - ( )

(3) 다음 예문에서 어법이 틀린 곳을 바르게 고치시오.

- 선생님, 박 선배는 보고서를 내일 제출하신대요.

- 인간은 자연에 지배되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한다.

- 이번 토요일에 내 여자 친구를 소개시켜 줄게.

(4) 다음은 우리나라의 표준어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서울의 중류사회에서 쓰이는 말이다.

- 방언에 비해 수준이 높다.

- 공용어의 자격을 부여받은 말이다.

- 국가가 정한 말이므로 어떤 자리에든 사용해야 한다.

- 복수 표준어도 있다.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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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단체인 카프(KAPF)가 결성되었다.

(라) 잡지 <소년>이 발간되고, 소설 <혈의 누>, <은세계>, <금수회의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소

설이 등장, 시대를 대변하는 등장인물을 통해 당대 사회의 현실을 그리려 하였다.

(마) <창작과비평>, <문학과지성> 등의 잡지가 발간되고, 민족사를 새롭게 재인식, <장길산>, <토

지>, <객주> 등 민중의 삶에 근거한 대하역사소설이 나와 문학의 지평을 확대하였다.

(바) 그렇게 얼마쯤 아늑한 졸음기 속을 헤매고 났을 때였을까. ㉠나는 웬일인지 문득 다시 잠기가

서서히 엷어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어렴풋한 선잠기 속에 도란도란 조심스런 ㉡노인의

말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사말로 갑자기 웬 눈이 그리도 많이 내렸던지 잠을 잤으면 얼마나 잤겠느냐만은 그래도

잠시 눈을 붙였다가 새벽녘에 일어나 보니 바깥이 왼통 환한 눈 천지로구나……. 눈이 왔더라도 어

쩔 수가 있더냐. 서둘러 밥 한술씩 끓여다가 속을 덥히고 그 눈길을 서둘러 나섰더니라…….”

가)

살어리 살어리랏다

㉠쳥산애 살어리랏다

멀위랑 다래랑 먹고

쳥산애 살어리랏다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나)

從둉容용한댜 이 氣긔像샹, 闊활遠원하댜 뎌 境경界계,

이도곤 ㉣가잔 데 또 어듸 잇닷 말고.

紅홍粧장 古고事사랄 ㉤헌사타 하리로다.

江강陵능 大대都도護호風풍俗쇽이 됴흘시고,

(1) (가), (나), (다), (라), (마)를 시대순으로 열거하시오.

(2) (바)는 소설의 한 대목이다. 이 소설의 서술자와 ㉡노인의 관계는?

(3) (바) 소설의 서술자가 ㉠과 같은 반응을 보인 이유는?

(4) (바) 소설을 쓴 작가의 작품으로, 소록도를 배경으로 한센병 환자들의 삶을 그린 소설은?

(5) (바) 소설은 (가), (나), (다), (라), (마) 중 어느 시대에 가까운가?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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節졀孝효旌졍門문이 골골이 버러시니

比비屋옥可가封봉이 이제도 잇다할다.

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탤지어의 ①손수건.

②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③푯대 끝에

애수는 ④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⑤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라)

시(詩) 한 편에 삼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두 말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삼천 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이 한 권 팔리면

내게 삼백 원이 돌아온다

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됫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1) 가) 시의 ㉡라와의 의미를 말하고,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를 나)에서 찾으시오

(2) 다) 시의 어떤 시어가 가) 시의 ㉠쳥산에 대응되는가?

(3) 다) 시의 ①손수건, ②순정, ③푯대, ④백로, ⑤마음 중 원관념이 다른 하나는?

(4) 가) 시의 ㉢한, 나) 시의 ㉣가잔, ㉤헌사타의 뜻을 말하시오?

(5) 라) 시에서 시적 화자로 하여금 ㉥과 같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구체적 소재 세 개를 제시

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