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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등교사신규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국    어

2차 시험 1교시 2문항 50 시험 시간 120분

수험생 유의 사항

1. 문제지(초안 작성 용지 포함)와 답안지의 전체 면 수와 인쇄 상태를 확인하시오. 답안지는 문항당 2쪽(교시당 4쪽), 초안 작성 용지는 교시당 

4쪽입니다. 답안은 문항당 2쪽 이내로만 작성하시오.

2. 답안지 모든 면의 상단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성명과 수험 번호를 기재하고, 수험 번호, 문항별 답안지 쪽 번호를 해당란에 ‘●’로 

표기하시오. ‘●’로 표기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시오.

(예시) 1번 문항, 2번째 답안지 표기

문항 1

전용 답안지

쪽 번호 표기란

①   ●  

3. 답안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작성하시오(연필이나 사인펜 종류는 사용할 수 없음.).

4. 수학, 과학 과목 등 필요한 경우 답안지 가운데 선을 그어 좌우의 2단으로 나누어 답안을 작성해도 됩니다.

5. 답안지에는 문항 내용을 일절 옮겨 적지 마시오. 단, 하위 문항이 있을 경우, 하위 문항의 번호(1-1, 1-2)를 답안지 앞부분에 쓰고 답안을 작성

하시오. 

6. 각 문항 답안 작성 후 마지막 문장 뒤에는 반드시‘끝’자를 쓰시오.

7. 답안 초안 작성은 문제지의 맨 뒷부분에 있는 초안 작성 용지를 활용하시오.

8. 답안 수정 시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에 두 줄(〓)을 그으시오.

9.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니 유의하시오.

∙ 문항당 답안지 2쪽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

∙ 답안란 이외에(뒷면 등) 작성한 부분

∙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

∙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

∙ 답안란에 개인 정보를 노출한 답안지 전체

∙ 답안란에 개인 정보를 암시하는 표시가 있는 답안지 전체

10. 시험 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은 부정 행위로 간주됩니다.

11.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빈 답안지도 성명, 수험 번호, 문항별 답안지 쪽 번호를 기재ㆍ표기한 후, 4쪽 모두 제출하시오.



국  어 (5면  2면)

1. 다음 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30 】

(가) 의사소통 기술은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발달해 왔다. 문명사  에서 볼 때, 산업 사회의  

매체는 다수의 수용자들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달하는 의사소통의 양  능력을 확 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매체는 

방향 의사소통까지 완 히 가능하게 해  수는 없었다. 기존의  매체는 불가피하게 소수의 송신자와 다수의 수용

자라는 구도를 제한다는 에서 불완 한 매체 다.

최근 등장한 인터넷, 문자 다  방송, 방향 이블 텔 비  같은 신매체(新媒體)는 인간의 직 인 의사소통과 거의 

유사한 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해 다. 한 신매체는 첨단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의 능력을 월하는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신매체는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수용자 간 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의사소통의 방식을 근본 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상은 단순히 수용자가 다양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범 가 확 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보를 선택하고 리하는 주도권이 송신자에서 수용자로 

넘어가게 되어 수용자가 의사소통의 생산자이자 주도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수용자의 주도권이 강화되었다고 해서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수용자의 미래가 낙 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이에 한 논의는 정보화 사회의 주체가 과연 구인가 하는 문제에 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흔히, 정보화 사회를 

수용자가 주도하는 사회라고 한다. 만일 이러한 인식이 옳다면, 신매체의 수용자는 자신의 메시지를 창출하여 타인에게 

달하는 능동 인 수용자여야 하며, 이때 신매체는 인간의 의사소통 능력을 배가시키는 하나의 도구여야 한다. 즉, 정보화 

사회의 수용자는 능동 인 주체라는 것이다. 

데카르트에 의하면, 주체란 물  상이나 다른 정신세계와 면하는 하나의 의식을 말한다. 이때의 주체는 외부의 고

정된 사상(事象)과 마주하면서 사유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신매체와 마주하고 있는 수용자는 극 인 주체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체성을 상실한 수동  객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신매체는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보다 더 많은 정보

량과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매체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항상 인간보다 우 에 서서 인간의 

의사소통을 지배하게 되고, 인간은 그것에 해서 수동 일 수밖에 없다.

한, 신매체를 사용할 때 인간은 그 매체의 언어 양식과 메시지 체계에 순응해야만 한다. 신매체 사용에 있어 수용자는 

소통 내용은 물론 소통 양식에 있어서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 즉,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 형식은 기계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는 에서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억압하는 결과를 래할 것이다. 산업 사회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높

이기 해 발 시킨 물질문명이 오히려 인간을 삶으로부터 소외시켰던 것처럼, 정보화 사회에서 인간은 신매체에 의해 체 

사회에 한 이해를 상실한 수동 이고 주체성이 결여된 존재로 남게 될 것이다.

(나) 과학 기술, 특히 최근의 정보 통신 기술은 우리 삶을 명 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과학 기술에 의한 인간 소외를 극복

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고양되는 정보 사회를 구 하기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문제에 답하기 하여 정보 

기술을 바라보는 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술 결정론이 있다. 기술 결정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기술이 그것을 통제하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독립 이고 

비인간 인 힘이라고 본다. 이 견해에 따르면, 기술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 기술은 자율성을 가져 그 자체의 법을 

따르고 일체의 통을 폐기해 버린다. 

둘째, 기술 결정론과 상반된 기술 립론이 있다. 기술 결정론과는 달리, 기술 립론은 기술이 인간의 목 에 따라 좌

우되는 립 인 힘이라고 본다. 이 견해에 따르면, 기술 체계는 단지 도구일 뿐이다. 따라서 그것은 인간의 자유를 태롭

게 하지도 않고 인간의 운명을 어떤 결정된 방향으로 고정시키지도 않는다. 기술이 어떤 목 을 해 사용되는가는 으

로 인간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셋째, 기술 유토피아주의가 있다. 이 에서는 어떤 특정 기술 체계가 우리의 생활양식과 직장의 여건을 개선해 으

로써 이상 세계를 만들어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낙  견해는 인간성이 기술의 부정 인 측면을 거의 없애고, 이 도구를 

인간 조건의 개선을 해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넷째, 기술 실주의가 있다. 이 에서는 기술 체계가 그 자체의 힘을 가지고 있고, 정치 ․사회  실을 변화시켜 

왔으며, 인간의 행동에도 향을 미친다는 사실 모두를 인정한다. 기술이 삶과 일의 양식을 어느 정도 결정해 주는 면이 있

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방향을 수정하거나 그 작용을 억제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기술이 보편  선이나 인간  가치

와 갈등을 일으킬 때, 우리는 어떤 특정한 기술 신을 진시키거나 억제하는 방법을 고안해 낼 수 있다. 



국  어 (5면  3면)

이와 같은 네 가지   어떠한 것을 취해야 할까? 재 필요한 은 기술 실주의다. 인간의 자유가 기술의 력과 

그것의 자율 인 경향에 의하여 약화된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다고 해서 인간의 자유가 완 히 말살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여러 소 트웨어들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으며, 사생활 보장과 

같은 기본 인 인간 권리를 보호하기 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과학 기술의 지배력을 극복하고 자유를 

확보하기 한 선택권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다. 

1-1. 을 비 으로 읽는 수업을 하고자 한다. <조건>에 따라 수업 내용을 한 편의 로 논술하시오. [15 ]

<조  건>

(1) 심 내용 악하기에 한 교사의 시범 보이기 내용을 제시할 것. 단, (가) 체의 문단별 심 내용을 포함할 것.

(2) (가) 는 (나)를 제재로 하여 비  읽기의 지도 내용 3가지를 선정하고 각각을 설명할 것.

(3) 비  읽기의 독서교육  의의를 서술할 것.

1-2. 쓰기의 인지  과정을 고려하여 학생을 상으로 수업을 하고자 한다. <조건>에 따라 수업 내용을 한 편의 로 논술

하시오. [15 ]

<보 기>

◦학습 목표 : 독자를 고려하여 설명하는 을 쓸 수 있다.

◦쓰기 과제 : (가)와 (나)를 참고하여 친구들에게 신매체 사용의 장․단 을 설명하는 을 써 보자.

<조  건>

(1) ‘쓰기의 인지  과정’에 한 작문교육  의의를 서술할 것.

(2) <보기>를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할 때, 쓰기 과정의 ‘재고와 조정’에서 지도할 내용 3가지를 제시하고 각각을 설명할 것.

(3) 분석  평가 방법의 차를 설명하되, <보기>를 참조하여 설정할 수 있는 평가 요소를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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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에 나타난 정서를 악하여 문학의 효용을 이해하는 수업을 하고자 한다. <조건>에 따라 수업 설계에 필요한 내용을 

한 편의 로 논술하시오.【20 】

(가) 生死路隱 生死 길은

此矣有阿米次肹伊遣  있으매 머뭇거리고,

吾隱去內如辭叱都 나는 간다는 말도

毛如云遣去內尼叱古 몯다 이르고 어  갑니까.

於內秋察早隱風未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이에 에 떨어질 잎처럼,

一等隱枝良出古 한 가지에 나고

去奴隱處毛冬乎丁 가는 곳 모르온 .

阿也 彌陀刹良逢乎吾 아아, 彌陀刹에서 만날 나

道修良待是古如 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월명사, ｢제망매가｣(김완진 해독) -

(나) 잘두하네 잘두하네 오하월신 덴호리야

단호리 단참 매어를 주구서 오하월신 덴호리야

삼천리 방방에 곳곳마다 오하월신 덴호리야

풍년(豊年)이 들었으니 오하월신 덴호리야

건  김풍헌 거동을 보소 오하월신 덴호리야

노 가리를 달아를 놓며 오하월신 덴호리야

춤만둥실 추는구나 오하월신 덴호리야

올해두 풍년 내년에두 풍년 오하월신 덴호리야

년년년년 풍년이 오면 오하월신 덴호리야

우리농부가 신이 나서 오하월신 덴호리야

태평성 (太平聖代)를 립시다 오하월신 덴호리야

-｢논매기 노래｣ -

(다) 숙향이 다섯 살 되던 때에 병란(兵亂)이 일어나 형주를 침노(侵擄)하니 백성들이 피란하 다. 김생도 가족을 데리고 

강릉으로 가다가 도 에서 도 을 만나 행장노복(行裝奴僕)을 다 잃어버리고 다만 부인과 함께 숙향을 업고 가다가 도

이  가까이 오는지라 생이 능히 달아나지 못하고 부인더러 말하기를,

“사세(事勢) 하니 숙향을 바 틈에 감추어 두고 갔다가 도 이 간 후에 데려감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장씨가 울며 말하 다.

“첩은 숙향과 함께 죽을 것이니 낭군은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생이  말하 다.

“어  그 를 버리고 홀로 가리오? 차라리 셋이 함께 죽읍시다.”

장씨가 거듭 말하기를,

“장부가 어  아녀자를 하여 죽음을 취하겠습니까? 빨리 가십시오.”

  하 다. 생이 종내 응하지 아니하니 장씨가 어쩔 수 없이 숙향을 반야산 바 틈에 앉히고 던 옥지환 한 짝을 숙향의 

옷 안 고름에 채우고 찬밥을 표주박에 담아 주며 말하기를,

“이것을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일 와서 데려갈 것이니 울지 말고 기다려라.”

  하니 숙향이 발을 구르며 울며 말하기를,

“모친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하며 따르거늘, 김생이 무수히 달랠 즈음에 돌아보니 도 이 멀지 아니 하거늘 숙향을 어쩔 수 없이 그 바 틈에 버리고 

장씨를 이끌고 산골짜기로 달아났다. 도 이 다다라 숙향을 보고 물었다.



국  어 (5면  5면)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모는 어디 가고  혼자 앉아 울고 있느냐?”

숙향이 그 말을 다 일러 말하니 도 이 죽이려 하 다. 그런데 그  한 늙은 도 이 말리며 말하기를,

“부모를 잃고 우는 아이를 죽여 무엇 하겠는가? 내가 그 아이 상(相)을 보니 훗날 귀히 될 것이니 죽이지 말게.”

  하고, 업어다가 마을 근처에 놓고 갔다.

  숙향이 어 할 바를 몰라 길가의 가시덤불 에 앉아서 부모를 부르며 울고 있노라니 행인들이 불 히 여겨 밥도 주고 

 물도 주며 로하여 말하기를,

“ 를 데리고 가고 싶으나 내 자식도 간수(看守)하기가 어려우니 불 은 하다마는 어쩔 수가 없구나.”

  하 다. 

    이 때는 추구월(秋九月)이었다. 한풍(寒風)이 하여 밤이 되자 몸이 추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노라니, 홀연 황새 

한 이 날아와 날개로 덮어 주므로 마음속으로 이상히 여겼으나 그 따스한 기운에 잠을 자고 깨어나 보니 날이 이미 밝

았는지라 부모를 생각하여 부르짖으며 울었다. 문득 까치가 날아와 숙향의 무릎 에 앉아 울고 날아가거늘 숙향이 괴이

하게 여겨 까치 가는 데로 따라가 여러 산을 넘어 한 곳에 다다르니 큰 마을이 있는지라 숙향이 울고 헤매었다. 이를 보

고, 마을 사람이 물었다.

“ 는 어떤 아이인데 울고 다니느냐?”

숙향이 말하 다.

“부모님께서 ‘내일 와서 데려가마.’ 하더니 아직까지도 오지 아니하기에 속 없이 울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이 말하기를,

“ 는 필시 난 에 잃은 아이구나.”

  하고 먹을 것을 주고 갔다. 숙향이 갈 바를 몰라 주 하는데, 홀연 잔나비가 삶은 고기를 물어다가 주기에 받아먹으니, 

배고  것을 진정할 수 있었다.  

  -｢숙향 ｣ -

<조  건>

(1) (가)～(다)에 나타난 정서를 작품 내  근거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지도 내용으로 제시할 것. 

(2) 정서에 주목하여 (가)～(다)의 효용을 설명하되, 당  문학 향유 맥락과 련지을 것.

(3) (다)를 제재로 고  문학의 정서가 지닌  효용을 학습자가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학습 활동 2가지를 제시하고, 지도상의 

유의  2가지를 이유와 함께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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