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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1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 시험지의 내용을 보지 마십시오.
2 시험지의 빈 공간은 자유로히 사용해도 됩니다.
3 답안지는 1 장입니다. 답은 모두 답안지에 한글로 기입하십시오.
4 외국어 작문의 검사시간은 45 분입니다.
5 소리 내어 읽어서는 안됩니다.
6 시험지에는 수검번호와 성명을, 답안지에는 수검번호를 기입하십시오.
7 문제내용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8 시험지를 교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受検番号
수검번호

氏名
성명

東京学芸大学附属国際中等教育学校
TOKYO GAKUGEI UNIVERSITY INTERNATIONAL SECONDARY SCHOOL

다음 글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2081 년의 막이 올랐다.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세상이 왔다.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다는 것도 법률상 그렇다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평등했다. 남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었다. 남보다 잘생긴 사람도 없었다. 남보다 힘이
세거나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이런 평등함은 헌법 제 211 조, 제 212 조,
제 213 조 수정조항과 미합중국 평등부 장관의 끈질긴 단속 끝에 거둔 성과였다.
：
조지는 평균 이상으로 똑똑하기 때문에 귀에 자그마한 무선기를 장착하고
다녔다. 상시 장착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 주파수는 정부의 송신기에
맞춰져 있었다. 송신기는 20 초마다 조지처럼 똑똑한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소리를
보내면서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유리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다.
：
Kurt Vonnegut, Jr., Harrison Bergeronより改変

그 댄서는 쓰고 있는 가면이 보기 흉한 것으로 보아 엄청 아름다운 여성임에
틀림없었다. 그리고 그녀가 들고 다니는 가방은 몸무게 200 파운드* 이상 나가는
남자가 들고 다니는 가방만큼 커다란 것이어서 그녀가 모든 댄서 중에서도 가장 힘도
세고 우아하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200 파운드=약 90 킬로그램
Kurt Vonnegut, Jr., Harrison Bergeron에서 개편

질문
이 글에 그려진 사회구조에 대해 당신은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당신의 의견과 그
이유를 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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