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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 literature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A : littérature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A: Literatura – Nivel Superior – Prueba 1

Instructions to candidates

 y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y Write a guided analysis of text 1.
 y Write a guided analysis of text 2.
 y Use the guiding question or propose an alternative technical or formal aspect of the text to focus 

your analysis.
 y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40 marks].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y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y Rédigez une analyse dirigée du texte 1.
 y Rédigez une analyse dirigée du texte 2.
 y Utilisez la question d’orientation ou proposez une autre manière d’aborder le texte en 

choisissant un aspect technique ou formel sur lequel concentrer votre analyse.
 y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examen est de [40 point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y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y Escriba un análisis guiado del texto 1.
 y Escriba un análisis guiado del texto 2.
 y Utilice la pregunta de orientación o proponga otro aspecto técnico o formal del texto en el que 

centrar su análisis.
 y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40 pun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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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질문을 참고하여 다음 텍스트를 분석하시오.

1. 

다음은 전성태의 단편소설이다. 주인공 게리는 남들과 다른 외모 때문에 미국인 행세를 하며 
학원 영어 강사를 하고 있다. 

이미테이션이미테이션

어디를 가든 그의 별명은 양키 아니면 튀기였다. 아이노코라고 소리 죽여 말하는 어른들도 
있었다. 아랍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미 쪽 사람을 닮았다는 이도 있고, 얼굴이 
그을리는 여름 같을 때는 동남아에서 왔느냐는 말도 들어보았다. 다국적인 외모인 
셈이었는데, 확실한 것은 오리지널 한국인처럼 생기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게리는 농사를 짓는 전형적인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머니가 못 만날 
사람을 만나서 낳은 것도 아니었다. 근처에 미군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도회지를 나가본 적도 없었다. 그렇다고 외국인이 관광을 오는 고장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어린 시절 게리는 꽤나 집요하게 어머니를 괴롭혔다. “하이고, 니가 아조 에미를 
볶아묵는구나.” 그때마다 어머니는 자신의 눈을 까뒤집어 보였다. “어짜냐? 니 에미도 좀 
놀짱한 기가 있제? 엄마가 뭔 숭한 짓을 했겄냐. 그란다고 우리가 널 어디 다리 밑에서 
줏어왔겄냐. 분명히 니는, 느그 아부지하고 나하고 하룻저녁에 맹근 잘난 내 새끼다. 니 
테레비전 보작시믄 큰 상 받는 사람들 있지야? 잉. 노벨상 말이여. 그거 받는 사람들 다 니 
안 탁했드냐. 두고 봐야, 니는 틀림없이 큰 인물 될 거잉께.” 그래도 소용없었다. 얼굴이 좀 
못나도 좋으니 남들처럼만 보였으면 싶었다. 머리만이라도 검게 염색을 해달라고 조른 
적도 있었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시력이 좋은데도 안경을 썼다. 

그는 머리가 좀 굵어서는 족보를 뒤적이고 조상들의 내력을 캐보기도 했다. 그는 
조상들이 남도 섬에서 죽 살다가 증조부 때 육지로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역사 
시간에 배운 하멜과 그의 동료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그의 고향 일대를 떠돈 
사람들이었다. 그는 어떤 심증으로 무릎을 쳤다. 꼭 그들이 아닐 수도 있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 하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 그들 중 어떤 이가 조상들의 섬에서 
지내다가 돌아갔을 수도 있고 아예 뿌리 내리고 살았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 확신이 들자 
그는 책상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었다. 이튿날 그는 학교 과학 선생을 찾아갔다. 선생님, 
대를 거듭하고 나서 특정 유전자가 발현될 수 있습니까? 돌연변이처럼 갑자기 말이에요. 
선생은 빤히 쳐다보더니 느닷없이 출석부로 머리를 때렸다. 내가 네 부모가 아닌데 어떻게 
아냐? 자식, 쓸데없는 생각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교무실의 다른 선생들이 킥킥 웃었다. 

고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였다. 국사 과목 교사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었다. 키가 훤칠한 그는 젊어서 한때 정치가의 꿈을 키운 사람이기도 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의 절반을 세태를 개탄하는 장광설로 채우곤 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학생을 
일으켜 세워서 그날 배워야 할 단락을 읽게 하는 것으로 때우곤 했다. 그날은 두번째 맞는 
수업 시간이라 학생끼리도 아직 낯설고, 국사 선생의 장광설을 들어야 하는지도 모르던 
때였다. 대학생들이 총리의 얼굴에 계란을 투척하고 밀가루를 뿌린 사건이 한창 시끄럽던 
때라 교사는 삼강오륜과 빨갱이 운운하며 열변을 토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교과서를 읽으라고 지목받은 학생이 게리였다. 

“자, 오늘 십이 쪽이가? 누가 읽노?...... 오늘이 삼월 구 일이니까네, 삼십구 번!” 
게리는 교과서를 읽을 수가 없었다. 다른 게아니라 교과서의 내용 때문이었다. ‘우리 

민족은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국가로서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문장이 
버티고 있었다. 그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시간에도 아이들의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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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 over / Tournez la page / Véase al dorso

선생이 우리는 생김새가 서로 같고 같은 말과 글을 사용하는 단일민족이라고 설명하는데 
한 아이가 게리를 바라보며 “에이 아닌데……”하고 말하는 바람에 온 교실이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다. 그날 담임 선생은 게리를 뺀 반 아이들을 책상 위에 무릎 꿇려놓고 수업을 
하지 않았다. 친구의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놈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게리로서는 아이들의 웃음보다 훈계가 더 쓰라렸다. 

“왜 안 읽노?”

– 이 작품에서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으며 그 효과는 어떠한지 
논의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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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질문을 참고하여 다음 텍스트를 분석하시오.

2. 

  저작권 문제로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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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문제로 삭제됨 



Disclaimer:

Texts used in IB language assessments are taken from authentic, third-party sources. The views expressed within 
them belong to their individual authors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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