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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등교사신규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국    어

2차 시험 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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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답안지 모든 면의 상단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성명과 수험 번호를 기재하고, 수험 번호, 문항 번호, 문항별 답안지 쪽 번호를 해당

란에 ‘●’로 표기하시오. ‘●’로 표기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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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답안 좌측 상단에 문항 번호와 답안지 쪽 번호, 과목명을 직접 쓰고 답안을 작성하시오. 

(예시) 국어 과목의 1교시 1번 문항, 2번째 답안지 표기

문항 번호 및 쪽 번호 표기란

● ②

(문항 번호)

  ① ●  

(문항 쪽 번호)

 ↑                  ↑
( 1 )번 문항의      ( 2 )번째 답안지   과목명( 국 어 )  

5. 수학, 과학 과목의 답안지는 가운데 선을 그어 좌우의 2단으로 나누어 답안을 작성해도 됩니다.

6. 답안지에는 문항 번호 외에 문항 내용을 일체 옮겨 적지 마시오. 단, 하위 문항이 있을 경우, 하위 문항의 번호(1-1, 1-2 등)를 답안지 

앞부분에 한 번 더 쓰고 답안을 작성하시오. 

7. 답안은 문항별로 답안지의 새로운 면에 작성하고(단, 하위 문항은 이어서 작성해도 됨.), 해당 문항의 답안 작성이 완료되면 답안 마지막 

문장의 뒤에 반드시 <끝>이라고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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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답안 수정 시에는 해당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수정 내용을 쓰시오.

10.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연필로 작성한 부분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

답안란 이외에 작성한 부분

답안란에 개인 정보를 노출한 답안지 전체

답안란에 개인 정보를 암시하는 표시가 있는 답안지 전체

문항당 답안지 2쪽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

11. 답안지 교체 시 시험 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은 부정 행위로 간주됩니다.

12.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빈 답안지도 성명, 수험 번호, 문항 번호, 문항 쪽 번호를 기재ㆍ표기한 후, 순서대로 정리하여 4쪽 모두 제출하시오.



국  어 (5면  2면)

3. 다음 <자료>를 읽고 논술하시오.【30 】

<자  료>

(가) ① 장군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 모두를 슬 게 했다.

투가 끝나고 난 후 곳곳에서 주검이 발견되었다.

② 그녀는 반짝거리는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며칠째 목거리가 낫지 않아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나) ⓛ 나는 책값을 지불하고 서 에서 나왔다.

요즘은 공책 값이 보다 훨씬 비싸다.

② 그는 목표를 향해 조 씩 나아갔다.

바람에 촛불이 하나씩 꺼져 간다.

(다) ① 갈비 : 갈비 요리를 문으로 하는 식당들이 모여 있는 곳.

반짝세일 : 짧은 시간 동안만 물건을 싸게 는 일.  

② 무추 : 뿌리는 무이고 잎은 배추인 신품종.

컴시인 : 컴퓨터의 원시인.

③ 명퇴 : 명 퇴직.

아나바다 : 아끼고 나 고 바꾸고 다시 쓰자.

(라) ① 부교→뜬다리,  해로→바닷길,  코 킥→구석차기

② 에어컨→찬바람틀,  컴퓨터→슬기틀,  홈런→담넘이

 

(마) 단어 형성법 교육은 지식, 기능, 태도 교육을 통해 단어 형성법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궁극 으로는 학습자의 어휘력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에서 단어 형성법 교육은 국어의 단어 형성에 한 체계 인 지식뿐만 아니라 

기존의 어휘를 분석하는 활동과 창의 으로 새말을 만들거나 기존의 단어를 한 순화어로 바꿀  아는 활동을 포함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우리말을 사랑하고 스스로 언어문화를 창조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바)【과제 : ‘결혼할 사람을 구하는 일’을 의미하는 단어를 만들어 보자.】

학생 A : 뭐가 좋을까, 아, ‘짚신구함이’가 좋겠다.

학생 B : “짚신도 제짝이 있다.”에서 만들었구나. 그럴 듯한데. 하지만 ‘-이’는 ‘～를 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많이 쓰이잖아. 

이럴 때는 ‘-기’를 쓰는 것이 좋지. 

학생 A : 그럼, ‘짚신구하기’로 할까?  

학생 B : 좀 길다고 생각돼. 차라리 ‘짚신질’은 어떨까? 

학생 A : ‘싸움질’, ‘부채질’ 같은 단어를 분석해 도 그 고, 뭔가 좀 나쁜 뜻 같아. 한자어인 ‘질’이 들어가서 그런가? 

한자어는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겠지. 

학생 C : 나도 ‘질’이 들어가면 좋지 않은 것 같아. ‘짚신’이라는 말도 방 와 닿지 않아.

학생 A : ‘짝꿍모집’은 어때. 그걸로 할까?

학생 B : ‘모집’은 한자어니까 고유어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모집’이라면 여러 명을 모은다는 뜻이 되어 맞지 않아. 

‘짝꿍구하기’로 하자.

학생 C : 좀 길기는 하지만 그게 당하겠다.

학생 B : 음……. 그래, 일단 그걸로 하자.

학생 A : 좋아,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학생 C : 나도 그래, 다음에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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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가), (나)의  친 단어 들이 지니는 한  맞춤법상의 차이와 사 (辭典) 등재상의 차이를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신

조어인 (다)와 순화어인 (라)가 만들어진 방식에 하여 서술하시오. (25±3행) [18 ]

<조  건>

1) (가)를 분석할 때, 한  맞춤법상의 차이는 분철  연철 여부를 고려하고, 사  등재상의 차이는 어떤 것이 표제어가 

되는지를 고려할 것.

2) (나)를 분석할 때, 한  맞춤법상의 차이는 띄어쓰기를 고려하고, 사  등재상의 차이는 어떤 것이 표제어가 되는지를 

고려할 것.

3) (다)의 ①, ②, ③을 비교하면서 차이 을 분석할 것. 

4) (라)의 ①, ②를 비교하면서 차이 을 분석할 것.

3-2. (마)를 참고하여 아래의 ㉠～㉢에 한 문장을 넣어 ‘평가 요소표’를 완성한 후, (바)의 ‘학생 A’를 평가 요소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근거를 (바)에서 찾아 서술하시오. (20±2행) [12 ]

(1) 평가 요소표

평가 목표 평가 역 평가 요소

단어 형성법에 한 지식, 단어의 

분석  생성 능력, 이에 한 

태도를 평가한다. 

지식 ∙국어의 단어 형성법의 특질을 이해할 수 있다.

기능
∙(                               ㉠                                )

∙(                               ㉡                                )

태도 ∙(                               ㉢                                )

(2) ‘학생 A’에 한 평가와 평가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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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학 작품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과 의미를 소통의 에서 이해하는 수업을 하고자 한다.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30±3행)【20 】

(가) 잃어 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녁으로

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윤동주, 길

(나) 방울재 허칠복(許七福)이가 고향을 떠난 지 삼 년 만에 미쳐서 돌아와 징을 두들기며 을 막은 뒤부터 려드는 낚

시꾼들을 쫓아 댔다.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징을 두들기는 칠복이의 모습은 나무탈을 쓴 도깨비 같다고들 했다. 

  그리고 그가 그 게 된 것은 고향을 잃은 서러움, 아내를 빼앗긴 원한 때문이라고들 했다.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고향에 여섯 살 난 딸아이를 업고 불쑥 바람처럼 나타난 그는, 물에 잠겨 버린 지 삼 년

째가 되는 방울재 뒷동산 각시바 에 댕돌같이 앉아서는, 목이 터져라고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는가 하

면, 혼자서 고개를 끄덕거려 가며 오순도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얼거리다가도, 불컥 고개를 쳐들어 하늘을 찔

러 보고, 창자가 등 에 달라붙도록 큰 소리로 웃어 고, 느닷없이 징을 두들기며 겅 겅  도깨비춤을 추었다. 

( 략)

  구네 집에는 매운탕집을 하는 방울재 사람들이 모두 모 다. 그들은 장사가 안 되는 날이면, 옛날 방울재 윗당산머

리 구네 사랑방에 모여 놀던 버릇 로 밤만 되면 찾아왔다. 

  하나, 이날 밤 모임은 좀 달랐다. 이날 밤에는 칠복이 문제로 모인 것이었다.

   “당장 쫓아 버려야 . 옛정도 좋지만 살고 야 헐 꺼이 아닌감!” 

  올 에, 혼기가 다 찬 두 딸과 풍에 걸려 기동을 못 하는 병든 아내를 끌고 방울재로 다시 돌아온, 회갑 에 앉은 

강 감이 아까부터 와락와락 성깔을 부려 가며 큰소리 다. 

   “차마 워치크롬 쫓아낼 거여.” 

  구 다. 옛날에 아랫집에서 처마 맞 고 살아온 정 때문에, 강 감의 의견에 찬성을 하지 못했다. 

   “ 구 말도 일리가 있재잉. 고향에 찾아온 사람을 워치기 쫓아낼 거요잉.”  

  덕칠이도 칠복이와 가깝게 지내 왔던 터라, 쫓아내자는 데에는 어딘가 마음이 꺼림했다.

   “제정신 갖고, 먹고 살겄다고 헌담사 워떤 무지막지헌 놈이 고향 찾어온 사람을 쫓아내자고 허겄어?” 

   “암, 그러고 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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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옴짝달싹 못허게 묶어 놓으면 으쩌겄소?” 

  덕칠이 다. 그는 구의 치를 살피며 말했다. 

( 략)

  신작로에 당도해서 조  기다리자 읍으로 들어가는 헌털뱅이 버스가 왔으며, 그들은 서둘러 차를 세우고 칠복이를 

어넣었다. 

   “징헌 고향 다시는 오지 말어.” 

  구가 천 원짜리 두 장을 칠복이의 호주머니에 푹 쑤셔 넣어 주며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칠복이가 무슨 말인가 하는 것 같았으나 부르릉 버스가 굴러가는 바람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버스가 어둠 속에 묻히고 자동차 불빛이 보이지 않게 되어서야 말없이 돌아섰다. 

  한사코 가기 싫다는 칠복이 부녀를 억지로 버스에 태워 쫓아 보낸 그날 밤, 방울재 사람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후두둑후두둑 빗방울이 굵어지고 땅껍질 벗겨 가는 소리가 드세어질 무렵, 구는 잠결에 아슴푸 하게 들려오는 징소리

에 퍼뜩 놀라 일어나 앉았다. 

   “아니, 이 밤 에 무신 징소리당가?” 

  그는 마른기침을 토해 내고 삐그덕 방문을 열어, 송곳 하나 박을 틈도 없이 꽉 들어찬 어둠의 여기 기를 쑤석여 보았다. 

어둠 속 어디선가 딸을 업은 칠복이가 휘주근하게 비에 젖은 채 바보처럼 벌쭉벌쭉 웃으면서 불쑥 나타날 것만 같았다.

-문순태, 징소리

(다) 나는 ‘징소리’를 읽고 무나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불 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칠복이의 마지막 모습이 생각난다. 

나 에는 소원 로 고향에 돌아왔을까? 돌아왔다면 마을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는 칠복이가 고향에서 친구들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러기를 바란다.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학생의 반응일지 에서

<조  건>

1) 문학을 소통으로 보는 문학교육의 을 설명할 것.

2) (가)와 (나)에 나타난 갈등 양상을 각각 분석하되, 문학 소통과 련지어 의미를 해석할 것.

3) ‘작품 해석의 결과를 자기 삶의 문제에 용할 수 있다.’는 학습목표로 수업한 후에 한 학생이 (다)의 을 썼을 때, 이 

학생에게 지도할 내용 2가지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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