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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1.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학 자체 규정
우리대학은 2014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대입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
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에 대해 선행학습 자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대입전형 선행학습 자체영향평가위원회 운영 내규’를 제정하였다.
‘대입전형 선행학습 자체영향평가위원회 운영 내규’를 제정·시행함으로써 ‘선행학습 자
체영향평가위원회’에 대한 근거 틀을 마련하고, 내실 있는 평가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입전형 선행학습 자체영향평가위원회 운영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서 위임한 사
항과 자체영향평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체영향평가의 정의)
“자체영향평가”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대입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
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
는 경우 점검·분석·영향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자체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2조에 따라 본교의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
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입학처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입학부처장, 입학기획팀장, 전임교원 및 교내 전문가, 관련 분야에 전문성
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입학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원장, 입학부처장 및 입학기획팀장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전임교원 및 교내 전문가, 외부 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
제5조 (기능)
① 위원회는 본교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요소를 분석․평가하기 위해‘공교육 정상
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매뉴얼을 활용하여 자체영향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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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심의한다.
1.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내용, 방법 및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
3. 자체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체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영향평가의 시기 및 반영)
① 자체영향평가는 해당 대학별 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한다.
② 자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결과의 공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
월 31일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8조 (기타 사항)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절차 및 진행과정
대입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위한 제 규정을 바탕으로 우리대학의 선행학습 영향
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단계

내용

세부 내용

일정

1단계

선행학습
자체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선행학습 자체영향평가 전담자를 지정하여 교수,
고교 교육과정 전문가, 현직 고교 교사, 학부모 등
이 참여하는‘선행학습 자체영향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

15년 12월

자체영향평가

선행학습 영향평가 매뉴얼을 활용하여 2016학년도
전형 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

15년 12월
~
16년 1월

2단계

3단계
4단계

자체영향평가
자체영향평가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연구보고서 작성
대교협 제출

16년
1월~ 2월

자체평가 연구 보고서를 대교협에 제출

5단계

대입전형 반영

자체평가 결과는 차차기 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차기 학년도 전형 운영에 반영 가능
한 평가내용은 적용(특별법 제10조 제2항,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6단계

평가결과 공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반영계획 공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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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3월

Ⅱ. 고교교육과정 내 출제를 위한 대학의 노력
우리대학은 수험생의 대입전형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입전형에서 선행학습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험생, 교사, 학부모 등의 교육 수요자 맞춤형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별 고사(면접 및 필기고사, 논술고사) 출제본부 운영에 있어서도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논술고사
우리대학은 2007년부터 계열별(인문계, 자연계)로 논술전문위원을 위촉하여 고교 교
육과정을 분석하고, 그 범위와 수준 내에서 고등학생들의 잠재역량을 평가하기에 적
합한 문제유형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논술전문위원은 논술 관련 자문 및 상담, 개별
고교 방문 및 대학초청 논술특강, 논술 모의고사 운영, 논술 자료집 및 소식지 제작
등을 통해 고교 현장의 목소리를 대입전형에 반영하고 고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
는 논술고사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대학은 일선 고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논술고
사 문제를 출제하고자 고교 교사 논술전형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논술전형 자
문위원은 계열별·과목별·지역별로 다양한 고교 교사(15명)로 구성하였으며, 논술문제의
고교 교육과정 적합성 및 난이도의 적합성, 문항의 명료성과 가독성, 선행학습 및 사
교육 영향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논술 모의고사에서 본 논술고사까지 출
제 유형 및 방식, 출제문제, 출제의도 및 예시답안, 채점기준 등이 고교 교육과정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받아 논술고사 출제에 반영하고 있다. 이 때 논술전문
위원이 정확한 평가와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출제위원이 작성한 출제의도 및 예시답
안, 채점기준 등을 논술자문위원에게 제공한다.
고교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논술전형을 운영하기 위해 논술고사 출제 시 논술전문
위원 및 다년간 논술 출제, 채점의 경험을 지닌 전임 교원이 참여하며 특히 고교 교
사가 논술검토위원으로 출제 과정에 참여한다. 고교 논술검토교사는 출제본부에 입소
하여 출제문제가 고교 교육과정 안의 범위인지, 난이도, 유형 등이 적절한지 등을 검
토하고 그 의견이 논술고사 출제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구분

운영 내역

고교 교사

- 논술전형의 고교 교육과정 적합성, 출제의도 및 난이도 검토

논술전형

- 논술고사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차년도 전형 개선사항 자문

자문위원회

- 고교 교사 자문위원 15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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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운영 내역
- 계열별, 담당 과목별, 지역별로 다양한 구성
-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논술전형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 논술고사 문제 출제 시 과목별 고교 교사가 논술 검토위원으로 참여하
여 고교 교육과정 수준 준수 여부, 출제의도 및 난이도 적절성 검토

고교
논술검토교사
운영

- 계열별, 과목별 논술지도 교사의 대입 참여기회 확대
전형명

운영기간

논술우수자

2015.11.19.-22.

비고
고교 교사 6명
(인문 4명, 자연 2명)

- 논술전문교수(인문1,자연1)를 위촉하여 고교 교육과정에 적합한 논
논술전문위원
운영

술문제 연구
- 지속적인 논술전형 개선안 연구를 통한 차년도 전형 계획
- 온·오프라인 논술전형 상시 상담 및 논술 자료 제작/배포
온라인 상담 159건 (2016.2.28. 기준)
- 논술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논술전형 준비 워크숍

논술지도교사
연수 프로그램

논술지도 교사 242명 참석(2015.7.12.)
- 논술출제위원이 고교 논술 담당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논술전형에
대한 출제경향 및 준비전략 안내
- 대규모 온라인 논술 모의고사 실시

논술 모의고사
운영

- 수험생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료로 응시 기회 제공
- 제출 답안에 대한 채점 및 피드백을 통해 실질적인 전형준비 정보 제공
- 오프라인 모의논술 1회(수도권 5개교, 290명)
- 온라인 모의논술 1회(전국 645개교, 2,700명)
- 논술전문교수(출제위원)가 계열별(인문/자연) 동영상 제작

온라인
논술
특강

논술
특강

- 논술전형 출제경향 및 준비전략 동영상을 제작하여 입학처 홈페이지 탑재
- 논술전형 특징 및 주요사항 소개, 전년도 논술 결과 분석, 모의논술
문제 분석 및 우수사례 소개, 논술전형 준비방법 안내
- 동영상 8,720명 수강(2016.2.28. 기준)
※ 논술동영상 입학처 홈페이지 및 유튜브 탑재

오프

- 논술전문위원(출제위원)이 논술전형의 출제경향 및 준비전략 안내

라인

- 대학 초청 토요논술특강(2015.7.-8.): 수도권 지역 고교생, 교사,

논술
특강

학부모 1,545명
- 고교 방문 논술특강(2015.7.-8.): 수도권 지역 5개교, 452명
- 기출문제 분석 및 모의 논술고사 우수사례, 개선사례, 예시답안을
포함하는 논술자료집과 논술소식지를 고교에 배포하여 실질적인 채

논술자료집
및
소식지 제작

점 가이드 제공
- 논술자료집 제작 및 배포: 전국 851개교, 5,600부
- 논술자료집 다운로드 횟수: 23,694회(2016.2.28. 기준)
- 2016학년도 논술전형 준비 자료집 제작 배포
- 대교협 및 각 시도 교육청 논술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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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접고사
우리대학은 2007년에 입학사정관제 시범대학으로 지정된 이래 지속적으로 전임사
정관들을 선발 및 교육하여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와 학생부 평가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임사정관들을 위한 체계
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고교 유형 및 학생부 기재사항에 대한
내용이 주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에서 전문화된
입학사정관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전임사정관의 입학사정관 경력은 평균 약 3년으로 학생부 평가나 고교 현장
이해도가 높으며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와 이의 변화과정에 따른 중점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한 위촉사정관 교육에서도 고교 교육과정 및 학생부종합평가에
대한 이해가 주요 커리큘럼이었으며 이를 통해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숙지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년간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경험을 가진 교수위촉사정관이 학생
부종합전형 면접고사 출제위원 및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구분

운영내역
- 전임사정관의 평균경력 39개월로 학생부평가 및 학교 현장 이해도가
높고,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여 교육전문가로서의 역량 보유

전문가로서의
전임사정관 및
위촉사정관

- 2007년 입학사정관제 시범대학 지정을 시작으로 다년간에 걸친 연구
를 통해 기본, 심화, 전문가 교육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교육시스
템을 구축ㆍ운영
- 고교 교육과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이해, 고교 유형, 학교생활
기록부 교과와 비교과 정성평가 등 이론교육을 통해 고교 교육과정
에 대한 전문성 함양
- 고교 교육과정 수준 내 문제출제 안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이해

면접 출제위원
사전교육

- 고교 현장 및 고교 유형별 교육과정의 이해
- 대학별 면접평가 및 전형방법, 전형요소의 이해
- 전년도 결과분석을 통한 출제의도, 평가기준에 대한 논의
-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한 대학별 고사(면접)의 선행학습 유발요인 점검

교육과정 내
문제출제 및

- 고교 교육과정 내 면접출제를 위해 고교 교육과정 전문가(입학사정관,
위촉사정관 경력 교수)의 참여 확대

교육과정전문가

- 교과서 내 면접문제 출제

면접출제 참여

- 고교현장의 이해도가 높은 입학사정관이 면접 출제위원으로 참여

전형준비
워크숍

-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워크숍: 학생부종합전형의 전형요소별 준비전략
안내(서류/면접평가)
- 수도권 지역 고교생, 교사, 학부모 3321명 참여(20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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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운영내역
- 학생부, 자기소개서 등 실제 전형과 동일한 자료로 모의면접을 진행하여

고교방문

입시준비에 실질적인 도움 제공

모의면접

- 천안, 대구, 대전 24개 고교, 359명 참여(2015.5.-8.)
-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출제 경향성 파악 및 준비 안내

면접문제
홈페이지 공개

- 입학처 홈페이지에 이전 기출문제 탑재
- 2015학년도 면접문제 탑재

3. 연구 및 기타
우리대학의 전형개선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자체연
구를 통하여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평가 역량을 개발하고 있으며, 매년 자체적으
로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점과 유지해야 할 점을 전형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2008년부터 대학별 고사를 개선하기 위해 전형결과 분석, 전형 개발 연구를 포함한
자체 연구가 실시되었다. 특히 2008년부터 2010년 시행 예정이었던 고교 교육과정
연계 전형에 대한 연구가 해당 고교 유형을 중심으로 개시되었으며 2009년에도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입학사정관제 서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자료 분석을 통
한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논술고사, 재
외국민전형과 관련해 2010년에는 학생부 교과영역기반 학업역량 평가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2011년에는 대입 사교육 영향평가 환류시스템을 갖추어 대입전형에 사교
육 요소의 포함여부 및 영향평가 연구를 실시하였다. 2012년에는 대입전형요소와 고
교 교육과정 연계를 중심으로 인천지역 고교 교사들의 대입지도 경험에서 나타나는
사교육적 요소에 관해 연구가 이루어졌고, 2013년, 2014년에도 선행학습 및 사교육
유발요인에 대한 연구가 연속성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특히 일반적인 사교육 유발 요
인이 아닌 구체적으로 인하대학교 입학전형과 관련된 사교육 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
써 보다 구체적인 개선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도

2008년

연구주제
1.
2.
3.
4.
5.
6.
7.
8.
9.

전형 결과 분석
신입생 학업성취도 평가조사
법률자문위원회 대학입학관련 외국판례연구
전형개발연구
입학사정관제 전형Ⅰ: 특별전형
입학사정관제 전형Ⅰ: 고교 교육과정 연계 전형
입학사정관제 전형Ⅰ: 외국인 전형
학생부 비교과영역 평가연구
비교과 영역 활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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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연구주제

2009년

1. 입학사정관제 전형별 서류평가기준 연구
2. 대학 인재상과 입학사정관제

2010년

1. 입학사정관전형 상담 및 진학 안내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온라인 모듈
개발 및 유용성에 대한 검토
2.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영역 기반 학업역량(academic competency) 평가를 위
한 시뮬레이션

2011년

1. 대입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연구
2. 진로유형 모색을 위한 대학 모집단위 특성에 관한 연구
3. 고등학교 반영교과 이수유형과 대학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연구

2012년

1. 인천지역 고교 교사들의 대입지도 경험에서 나타나는 사교육적 요소에 관한
연구 – 대입 전형요소와 고교 교육과정 연계를 중심으로
2. 융합교육 사례분석 및 입학사정관제 적용방안 연구
3.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특성 탐색
4. 교직 인적성 평가 기반의 사도전형 개발

2013년

1.
2.
3.
4.

2014년

1. 인하대학교 선행학습 및 사교육 영향평가
2. 대학 전공 특성에 따른 인재상 도출

2015년

1. 인하대학교 선행학습 및 사교육 영향평가
2. 모집단위별 인재상 종단연구

사교육영향평가
입학사정관전형 평가 도구의 타당도 연구
교직 인ㆍ적성 평가도구 활용방안 모색
우수 교원 핵심역량 개발 및 평가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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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 및 대학별 고사 운영 현황
1. 수시모집 전형별 모집인원 및 전형방법
전형명

학생부위주
(종합)

모집
인원

학생부종합

807

고른기회

110

농어촌학생

137

특성화고교출신자

51

특성화고졸재직자

50

서해5도지역출신자

3

단원고특별전형

5

학생부위주(교과)
논술위주

논술우수자

전형 방법
1단계: 학생부교과100 (3배수 내외)
2단계: 1단계성적70 + 면접30

서류종합평가100

403

1단계: 학생부교과100 (3배수)
2단계: 1단계성적70 + 면접30

939

논술70 + 학생부교과30
[전모집단위]
1단계: 필기고사100 (5배수)
2단계: 1단계성적 + 서류심사(P/F)

재외국민

68
[의예과]
1단계: 필기고사100 (10배수 선발)
2단계: 1단계성적60 + 면접40 + 서류심사 (P/F)

재외국민
해외전교육과정
북한이탈자

적정
인원
적정

필기고사100 + 서류심사 (P/F)

인원

2. 대학별 고사 운영 현황
2016학년도 우리대학 수시모집은 크게 학생부위주(종합), 학생부위주(교과), 논술위
주, 실기위주 4가지로 구분된다. 학생부위주(종합)로 1,163명(학생부종합 807명, 고른
기회 110명, 농어촌 137명, 특성화고교출신자 51명, 특성화고졸재직자 50명, 서해5도
지역출신자 3명, 단원고특별전형 5명)을 선발하고, 학생부위주(교과)로 403명을 선발
한다. 그리고 논술위주(논술우수자) 939명, 실기위주 42명(특기자 35명, 실기우수자 7명)
을 선발하여 총 2,547명을 선발한다.
그 중 대학별 고사를 운영하는 전형은 논술우수자(논술),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및
재외국민전형(면접, 필기고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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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대학별 고사 운영 현황>

대학별 고사 유형

운영 여부

선발 인원

논술

○

939

영향평가
대상 여부

비고(사유)

○

적성고사
학생부교과전형
면접·구술고사

○

476

○

학생부종합전형
재외국민전형(의예과)

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체검사
실기고사

○

42

X

기타

○

정원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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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전형 필기고사

Ⅳ. 논술고사의 선행학습 영향 분석
우리대학 논술고사는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려는 의
도를 반영하여 출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사회
과(사회, 경제, 사회문화, 법과 정치 등), 도덕과(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등), 국어과
(국어, 독서와 문법, 화법과 작문 등) 등 고교 수업이나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해 봤거
나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제를 논제로 선정하였고 어휘(개념), 문장, 글 구조의 수준을
고교생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 앞서 나열한 고등학교 교과서의 표현과 내용을 활용하
여 제시문을 만들었으며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한 수험생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 어
려움이 없도록 논제의 요구사항과 답안 작성 조건을 명료하게 제시하였다. 또 채점기
준, 모범답안은 물론 상세한 제시문 해설, 자료 해설을 포함한 상세한 해설 자료를 공
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대학 논술고사는 정상적으로 고교 교육을 이수한 수험생들
에게 선행학습을 유발할 요인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2016학년도 우리대학 논술고사의 각 문항별 선행학습영향에 대한 자체평가
위원회의 평가내용이다.

1. 2016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인문계열)
1) 2016학년도 논술우수자_인문계열(오전/오후)
① 논술우수자 인문계(오전) 문항1
문항 및 제시문

■ 문항 1 [70점]
[문항 1–가] (가)를 요약하시오. (300±50자, 20점)
[문항 1–나] 중견기업 A사에서는 미래 산업의 흐름에 맞춰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자
한다. <다음>의 두 가지 유형 중 어느 것을 따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조건>에 맞게 논술하라. (800±80자, 50점)
< 다

음 >

집중형

분산형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킨다.

여러 분야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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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건 >

1. 서론과 결론은 쓰지 말고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할 것.
2. 둘 중에 하나만 택하여 자신의 선택을 첫 문장에서 밝히고, 그 선택을 정당화하는
논거 두 가지를 (나) ~ (마)에서 찾아 제시하되, 두 개 이상의 제시문을 활용할 것.
3. 자신의 선택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쓰고 이를 재반박할 것.
4.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 제시문 >
(가)

분업과 특화는 시장의 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화폐의 등장은 물물 교환의
기능을 더욱 확대시켜 오늘날과 같은 시장의 탄생을 유도하였고, 시장은 특화된 분
업의 논리를 요구하였다. 사람들은 특화를 통해서 전문성 심화와 노동 생산성 증가
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분업의 원리가 기존의 생산 과정에 도입됨으
로써 보다 많은 양의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었다. 시장 탄생의 초기 단계에 이루어
진 이러한 변화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오늘날 산업의 여러 영역을
관찰해보면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움직임, 즉 기술의 메가 트렌드를 발견할 수 있는
데 복잡화와 융합화가 주목을 끈다. 오늘날 기업은 이러한 메가 트렌드에 어떻게 대
응해야 할 것인가?
오늘날 각종 기구나 시스템을 살펴보면 각 구성 부분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는 반
면에 시스템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오늘날 자동차는 수백 개의 서로 다른 부품
들로 만들어진다. 소프트웨어는 훨씬 더 복잡해져서 10년 전의 기기를 운용하기 위
한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코드는 몇 천 줄이었는데 오늘날 웬만한 프로그램도 백만
줄이 넘는다. 기기들이 네트워크화되고 복잡해질수록 소프트웨어는 더 복잡해진다.
나아가 예전에는 독립적으로 작동되던 시스템이 점차로 상위의 포괄적인 구조 속으
로 통합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교통 인프라 구조, 생산 네트워크 등이 그런 예이
다. 각각의 기계와 시스템은 보다 상위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점차 확대되어 간다.
현재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에서도 이러한 메가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
다. 나노공학, 생명공학, 정보통신공학, 그리고 인지과학 분야에서는 각각의 기술들
이 포괄되어 훨씬 거대한 규모로 융합된다. 원자와 유전자, 비트와 뉴런은 무생물과
생물, 정보와 사고를 아우르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들이다. 우리는 원자가 어떻게 복
잡한 분자를 형성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들 분자들이 어떻게 무기적, 유기적인 구조
로 결합하게 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점차로 자연의 원칙들을 새로운 물질과
생체 시스템, 그리고 마이크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아가 언젠가는 개개 신경세포들이나 신경계, 혹은 신체의 활동을 전체적인 신진대사
를 이용하여 조종할 수 있을 것이다. 나노-생명-정보-인지 영역의 모든 연결고리에
서 융합의 경향은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특화와 분업이라는 초기 시장의 요구는 복잡화와 융합화라는 오늘날의 메가 트렌
드에도 여전히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구나 시스템이 오늘날처럼 복잡해진 상황
에서 여러 분야를 섭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특정 분야의 기술개발과 생산에
매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일 수 있다. 또한 융합은 근본적으로 분업을 전제로 한
다. 여러 분야의 특화된 지식이 하나로 모아질 때 비로소 융합이 가능해지는 것을
감안하면 특정 분야를 깊이 있게 추구하는 것이 융합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비교 우
위에 있는 특화된 상품과 기술이 있어야 판매나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 논리도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다. 복잡화와 융합화의 시대에 특화
와 분업만을 추구하는 것은 고립을 자초하는 것일 수도 있다. 작은 기기라고 할지라
도 여러 분야의 부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전체를 보는 안목이 없다면 결국 한
부분만을 담당하는 제한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어떤 기업에서는 다양한 분야
를 융합시켜 더 큰 모듈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특화만을 고집한다면 더 이상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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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불가능해진다. 더욱이 시장 상황이 바뀌어 전문화된 상품이나 기술에 대한 수요
가 없어진다면 그 기업은 살아남기 어렵다.
고등학교 사회, 경제 활용
(나)

생태계에서는 자연의 법칙에 의하여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생물 종이 다양할수록 그 생태계는 안정되며, 생물 종 다양
성이 감소될수록 그 생태계는 불안정하다. 또한 다양성이 감소될수록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약화되므로 심지어 생태계 파괴의 위험까지도 초래하게 된다. 농작
물은 이러한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으로 보인다.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
작물의 선택과 재배의 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물 또한 이
러한 법칙의 예외가 아니다.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바나나는 캐번디시라는 종이다. 이 품종은 재배하기 쉽고
맛이 좋아 거의 모든 바나나 농장에서 기르는 품종이 되었다. 그런데 이 품종의 바
나나가 곰팡이 때문에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 곰팡이에 감염되면 바나나 나
무의 잎사귀가 누레지면서 과일이 말라 썩어버리게 된다. 아직까지 치료제가 개발되
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곰팡이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자연 상태에는 다른 품
종의 바나나도 많지만 현재 거의 모든 농장에서 이 품종의 바나나를 재배하고 있으
니 곰팡이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되면 결국 시장에서 바나나는 자취를 감추고 극
히 일부의 사람들만 바나나를 먹게 될 것이다.
영국인들의 지배 하에서 가난에 허덕이던 아일랜드 인들에게 쉽게 잘 자라고, 다
른 곡물에 비해 생산량도 월등히 많은 감자는 신의 축복이었다. 아일랜드 지역은 감
자를 재배하는 데 최적의 기후와 토양을 가졌다. 또한 빵과 달리 씻어서 삶거나 굽
기만 해도 먹을 수 있는 간편한 조리법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감자 농사에만 매달렸
다. 그런데 감자는 빈곤으로부터 탈출하는 데 주요한 역할도 했지만 바로 이 감자
때문에 아일랜드는 엄청난 시련을 겪기도 했다. 1845년부터 1850년 사이에 감자 역
병이 돌아 모든 감자가 죽어가게 되자 감자가 유일한 식량이던 사람들 또한 감자처
럼 죽어나갔다. 100만 명 이상의 아일랜드 인들이 굶어죽었고 100만 명 이상의 주민
이 기근을 피해 북미 대륙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낙관론을 펼칠 수도
있다. 캐번디시 바나나 이전에 그로스 미셸 종의 바나나도 이와 똑같은 사례를 겪었
다. 그로스 미셸 종이 곰팡이에 감염되어 멸종되자 캐번디시 바나나로 대체해 문제
를 해결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앞으로 더 심
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인간을 공포로 몰아넣는 전염병도 다 해결하지 못한 마당에
동식물의 전염병을 앞으로도 계속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자연의
법칙을 더 근본적으로 거스르는 유전자 변형 작물과 가축은 점점 늘어가는 상황이다.
고등학교 환경과 녹색성장 활용
(다)

전략이란 본래 군사 용어인데 기업에 적용하면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종합 계획을 의미한다. 기업을 둘러싼 환경, 특히 고객의 욕구가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단기적 경영 계획 이외에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필연적으로 수립하게 된다. 기업 차원에서는 조직 규모의 확장과 축
소를 시도하기도 하고, 새로운 산업으로의 진출을 도모하기도 한다. 기업 차원의 대
표적인 전략에는 다각화 전략과 축소 전략이 있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차원의 전략도 수립되는데 차별화 전략, 원가 우위 전략, 집중화 전략이
그것이다. 이러한 여러 전략 중 축소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은 ‘히든 챔피언’이라 불리기도 한다.
히든 챔피언은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는 수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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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가리키는 말이다. ‘작지만 강한 기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들 기업
은 비록 규모는 작아도 틈새시장을 적절히 공략하고 파고들어 세계 최강자 자리에
오른 회사들이다. 기업이 클수록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규모가 큰
기업을 마다할 사업주는 없다. 그러나 많은 매출이 반드시 더 큰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조건 기업의 몸집만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좁은 범
위에 초점을 맞추고 특정 시장에만 주력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다른 시장이 제공하는
매력적인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히든 챔피언은 선택과 집중, 그리고 포
기를 통해 세계 최강자의 자리에 오른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포기는 결국 한 몸이다. 선택은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선택을 해야 집중이 이루어지니 선후관계가 있을지언정 결과는 같다. 변속장치 제조
업체 게트라크는 이러한 전략을 잘 보여준다. 이 회사는 2011년에 온전히 변속장치
에만 전념하기 위해 매출액의 1/6을 차지하는 차축사업을 매각했다. 그리고는 “우
리는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순수한 변속장치 전문기업이 되겠다는 목표에 부합
하고자 결연한 자세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쿠키 생산업
체인 그리슨-드 뵈켈레어의 본래 사업분야는 생과자였는데 이 부문의 수익성이 떨어
지자 회사의 본래 사업분야마저 단호하게 포기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식기세척기 시스템을 제작하는 빈터할터 가스트로놈 또한 성공적인 전략을 보여준
다. 기업이나 기관용 식기세척기는 학교, 병원, 구내식당, 공공기관, 병영, 교도소,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쓰이기 때문에 시장이 매우 넓다.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했
을 때 이 회사의 점유율은 5% 이하에 불과했다. 그러나 호텔과 레스토랑만 선택하여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자 호텔/레스토랑 분야에서는 15~20%의 점유율을
보이게 되었다. 히든 챔피언들은 선택과 포기를 동시에 함으로써 집중하고, 집중을
통해 마침내 차별화까지 달성한다.
고등학교 기업과 경영 활용
(라)

경제학자 파레토의 이름을 딴‘ 파레토(Pareto)의 법칙’혹은‘80 대 20 법칙’은
경제학계뿐만 아니라 현실 비즈니스에서도 성공 법칙의 하나로 인정받는다. 이 법칙
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보편적인 경험법칙으로 알려져 있다.
‘매출의 80%는 20%의 고객이 만들어 낸다.’
‘매출의 80%는 20%의 상품이 만들어 낸다.’
파레토의 법칙은 경제나 비즈니스의 세계뿐만 아니라 자연계에서도 빈번히 발견된
다. 사실 파레토는 자신의 밭에서 완두콩을 키우다가 이 법칙을 발견했다. 콩 수확
량의 80%는 20%의 실한 콩깍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꿀벌의 세계 역
시 열심히 일하는 꿀벌 20%와 평균치만 달성하는 60%, 놀고먹는 20%로 나뉜다고 한
다. 재미있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20%만을 모아 새 벌집을 만들어주면 그 20%가 다
시 열심히 일하는 20%와 기타 80%로 나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기업 환경에서는 파레토의 법칙이 반대로 적용되기도 한다.‘역 파
레토의 법칙’이라 할 수 있는‘롱 테일(Long Tail) 법칙’이 그것이다. 전통적인
서점은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된다. 현실세계의 서점은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80 대 20의 법칙에 따라 잘 팔리는 책 20%를 어떻게 선택해 진열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은 상황이 다르다. 가상공간의 서점인 아마존
에서는 무한대에 가까운 수의 책을 진열할 수 있으니 책의 수를 제한할 필요도 없고
80 대 20으로 나눌 필요도 없다. 아마존 서점에서도 잘 팔리는 책과 그렇지 않은 책
은 존재한다. 그런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에 단 몇 권밖에 팔리지 않는‘흥행성
없는 책’들의 판매량을 합하면 놀랍게도‘잘 팔리는 책’의 매출액을 추월한다. 아
마존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모든 물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판매 사업까지 그 영역
을 확장한다.
롱 테일 법칙은 ‘압축하지 않는다, 줄이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는 전략을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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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삼는다. 이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손실 위험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우리 문화와 경제는 수요곡선의 머리 부분에 있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히트 상품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줄이거나 버린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물리
적 공간의 제약이 줄어들고 유통의 장애물이 사라지는 시대에는 머리가 아닌 꼬리
부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꼬리 부분에는 구매가 가능한 다양한 상품
이 있고, 그 상품을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인접한 다른 판매장으로 이끌 수 있다. 이렇듯 꼬리를 마르지 않게 공급하면 수요는
이 공급을 따르게 된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하에서 롱 테일 전략은 새로운 가능성
을 열어줄 수 있다.
고등학교 경제 활용
(마)

만물의 영장이라 스스로 일컫는 인간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
든 생물들은 진화의 최종적인 승자다. 그렇다고 현재의 생물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오늘날의 모습으로 진화하면서 살아남은 것은 아니다. 다만 특정한 형질이 자연에
의해 선택되면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마치 생물이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응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진화의 양상에서 나타난 상동과 상사, 혹은 적응 방산과 적응 수렴
이 그것이다.
상동기관은‘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지는 동일한 기관’을 뜻하고, 상사기관은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다양한 부위나 기관’을 뜻한다. 사람의 팔, 말의 앞다리,
새의 날개, 고래의 지느러미는 상동기관이다. 새의 날개와 나비의 날개는 상사 구조
의 예이다. 상동과 상사는 방산과 수렴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같은 기관이 환경에
맞춰 다른 모양과 기관으로 변형되었으니 이는 방산에 해당된다. 반대로 본래 다른
기관이 환경에 맞춰 같은 기능을 하도록 진화되었으니 이는 수렴에 해당된다.
현생인류로 진화하기까지 인간은 어떠한 능동적인 행위도 할 수는 없었으나 오늘
날처럼 고도의 지적 능력과 복잡한 사회조직을 갖춘 상황에서는 능동적인 진화를 선
택할 수 있다. 특히 자연에서보다 훨씬 더 엄혹한 선택이 이루어지는 경쟁사회에서
는 더더욱 그러하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생존을 위해서 줄을 타야 한다면 썩은 동아
줄은 모두 버리고 새 동아줄을 잡는다. 줄을 타기 위해서 가벼워야 한다면 몸집을
줄인다. 이러한 생존 싸움에서 우연은 통하지 않는다.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처한 존
재만이 그 이후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복잡하고 세분화된 첨단 산업 분야의 싸움터에서 승리한 전사들의 모습은 서로 닮
아 있다. 이길 수 있는 싸움터를 선택한 것은 물론 그 분야에 적합한 가볍고 빠른 몸
놀림을 보이고 있다. 거대한 융합의 싸움터에 나선 전사 역시 출발점이 다른 각각의
무기를 유사한 모습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들이 보이는 상동과 상사의 모습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전장의 상황에 맞게 능동적으로 방산하거나 수렴한 결과인 것이다.
고등학교 과학 활용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적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내용
적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내용

제2009-41 사회과 → 2010년 개정 고시(2010-24호) 사회과 / 1. 사회
3.내용 가.내용 체계: 국제거래와 세계화
제2009-41 사회과 / 7. 경제
3.내용 가.내용 체계: 경제생활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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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내용

적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내용

적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내용

제2007-79 제2장 국어과 교육과정 / 1.국어 <10학년>
-읽기- 성취기준 (3)여러 글을 읽고 전제나 가정을 비교 분석하고
평가한다.
-쓰기- 성취기준 (3)시사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관점을 명료하게 드
러내는 시평을 쓴다.
제2009-41 국어과 / 1. 화법과 작문 I
–작문- 3.내용 중 <지식> 작품의 기능과 가치 / <기능> 작문의 맥락
의 파악, 작문 내용의 생성, 작문 내용의 조직과 전개, 작문 내용
의 표현, 작문 과정의 재고와 조정
제2009-41 국어과 / 2. 화법과 작문 II
-작문- 3.내용 (1)글의 유형 (나)설득을 위한 글쓰기 ①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의견이나 관점을 명료히 세운다. ②주장
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논거를 제시한다. ③ 설득력 있는 표
현 전략을 활용하여 글을 쓴다.
제시문이 활용한 고등학교 교과서

해당 제시문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가)

사회

서태열 외

금성

2011

313

(나)

환경과 녹색성장

이상원 외

천재교육

2011

90-94

(다)

기업과 경영

이기호 외

교학사

2011

55-57

(라)

경제

김종호 외

씨마스

2012

232

(마)

과학

안태인 외

금성

2011

180-181

자체평가위원회 문항 분석
○ 고교 교육과정 수준 준수 여부
본 문항의 평가영역에 관해 살펴보자면,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익히고 훈련하는 능
력을 평가하는 데에 중심이 놓여 있으므로 고교 교육과정 수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어진 글의 핵심을 파악하여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여 표현하거나(문항1가) 제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설득력
있는 글로 완성하는(문항1-나) 활동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특히 읽기, 쓰기 영
역)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다. 특히 <화법과 작문>에서 학생들은 요약하기를 집중
적으로 학습한다. 또, 요약하기와 논술하기는 <독서와 문법> 성취기준“(17) 글의 구성
단위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라는 항목과 <국어
II>의 내용 성취기준인“(7) 핵심적인 정보를 선별하고 맥락에 맞게 정보를 조직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와“(8) 작문 맥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타당한 근
거를 제시하여 주장하는 글을 쓴다”에 부합하는 활동이다. 마지막으로, 고교 국어과
교육과정 행동 영역 평가 목표 중“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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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등이 있어 고등학생들은 고등 사고 능력을 훈련하게 되어 있는데 이 능력을 토대
로 학생들은 논술문을 작성할 수 있다. 실제로 비슷한 유형의 과제가 수능 국어과 시험
에서 다루어지는데(예: 2016학년도 수능 국어 (A형) 홀수형 7번이 가장 적절한 요약 진
술 찾기이며 비문학지문이 제시되는 문항들은 논술 제시문처럼 다양한 영역(인문, 사
회, 과학, 기술, 예술)의 글 독해 평가이다.) 특히‘쓰기’영역은 실제 답안 작성을 요
구하는 논술고사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즉, 요약하기와 논술[논증]하
기는 고등학교 국어과의 교육과정에도 충실한 유형이다. 다만 읽기와 쓰기의 난이도가
너무 높을 경우 국어과 교육과정 수준을 준수하지 못할 수 있을 텐데 이 문항은 대체로
60분 이내에 교과서를 활용한 7,000자 정도의 글을 읽고 300자, 800자 정도의 답안 두
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난이도가 고등학교 학생의 수준에 적절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
육과정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본 문항의 내용적 수준에 관해 살펴보자면,
미래지향적 투자에 있어 특정 분야에 집중할 것인가, 여러 분야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수험생이 <사회‧문화>(‘관료제’중‘전문화’), <사회>(‘국제 거
래와 세계화’중‘특화와 분업’), <경제>(‘경제생활과 금융’중‘합리적 자산관리’)
등의 교과목에서 배운 주제이며 실제로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뉴스에서도(기업
의 동향, 정부의 지원 정책 등)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친숙하게
느꼈을 것이다. 더군다나 본 문항은 다섯 개의 제시문을 모두 고등학교 교과서를 활용
하여 작성함으로써 수험생이 한 번 읽었을 때 쉽게 이해 가능한 어휘, 문장, 글 구성의
수준을 준수하고 있다. 제시문에서 활용한 교과서 중 <환경과 녹색성장>, <기업과 경
영>과 같은 교과서는 일반적으로 잘 가르치지 않는 교과서라는 검토의견이 있었다. 그
렇지만 해당 교과서 내용에 관한 사전지식이 없더라도 한 번 읽었을 때 제시문의 내용
이 쉽게 파악되도록, 즉 글 독해의 난이도 조정 차원에서 교과서 내용을 제시문에 활용
했다는 점을 더 많은 검토위원들이 이해하고 있었다.
○ 문제 유형의 적절성
인하대학교는 수험생이 미리 준비를 하고 새로운 유형에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 최
대한 문제의 유형과 형식을 전년도 논술, 변화가 있을 경우에라도 모의논술과 같게 유
지하는데 문항1의 형식은 오랫동안 인하대학교가 유지해 온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
다. 그리고 이 방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험생의 수준에
맞추어져 있다. 우선, 수험생이 논제와 출제의도, 즉, 답안의 주제와 답안 작성 시 지
켜야 할 조건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논제를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하였고 (문항
1-가: ‘(가)를 요약하시오’ / 문항1-나: ‘<다음>의 두 가지 유형 중 어느 것을 따르
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조건>에 맞게 논술하라.’) 상세한 내용은 <다음>
과 <조건>으로 분리하였다. 선택의 대상이 되는 두 가지 유형이 뚜렷이 대비되도록 두
유형의 의미를 각각의 박스 안에 간략하게 제시하였고 답안 작성 시 글자 수 낭비를 방
지하기 위해‘집중형’,‘분산형’과 같은 제목을 달아 두었다. 다음으로, 글자 수 범
위, 답안 작성 시 유의해야 사항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수험생이 답안 구성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게 하였는데 가령‘자신의 선택을 첫 문장에서 밝히고’라는 조건은 두괄
식 구성을 하게 유도하고‘그 선택을 정당화하는 논거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신의
선택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쓰고 이를 재반박’하라는 조건은 글을 둘 또는 세 부분
으로 구성하게 유도한다. 논거의 수 역시 2개로 명시하여 소주제 하나당 어느 정도 깊
이로 서술해야 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하였다. 조건이 너무 많아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는데‘서론과 결론을 쓰지 말고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
만 작성할 것’이나‘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과 같은 조건은 학생들이
논술 답안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항을 풀기 위해
지켜야 하는 조건은 논거에 관한 것 하나와 반론, 재반론에 관한 것 하나로 축소된다.
또, 앞의 두 가지와 같이 기본적인 조건은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검토의견
도 있는데, 인하대학교에서 이런 조건까지 명시하는 이유는 입시 논술에 익숙하지 않는
수험생이 있을 것에 대비하려는 것도 있지만 그 두 가지 기본 조건도 평가기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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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임을 수험생에게 알려주려는 것이 더 크다. 이 때문에 인하대학교 논술은 수험생
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는 친절한 문제를 출제한다고 평가받는다.
한편, 이 문항은 이해 분석 능력, 통합적 사고력, 구성 및 표현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데 요약형인 문항1-가는 통합적 사고력이나 구성 및 표현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은 유형이 아닌가 하는 검토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요약이라고 해도 서로 다른 소주
제를 담고 있는 단락들 사이의 논리적인 연관 관계를 파악하고 단락별 핵심 내용들 사이
의 중요도를 가늠하여 자연스럽게 읽히는 하나의 완결된 글을 자신의 표현으로 완성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요약형 문항도 통합적 사고력이나 구성 및 표현력을 충분
히 평가할 수 있는 유형이라는 검토 의견이 더 많았다. 실제로 (가)를 요약할 때 둘째
단락의 핵심 요약과 그 내용을 좀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셋째, 넷째 단락의 핵심
내용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수험생을 고민했어야 했을 것이고 그 과정의 결과물인
답안 평가를 통해 수험생의 통합적 사고력이나 구성 및 표현력을 평가할 수 있었다. 다
른 한편, 요약형 논제가 논술형 논제에 비해 이 두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향후 인하대학교에서 고민해야할 사항으로 남겨 둔다.
○ 문제 난이도의 적절성
친절하고 명료하며 예측 가능한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험생이
이 문항을 풀 때 겪었을 법한 어려움을 검토위원들이 지적했는데 다음과 같다. 우선, 문
항1-가는 요약형 답안을 작성하는 것인데 1,750자 정도의 제시문 (가)를 300자 내외로
요약하는 것은 1/6 정도로 축약하는 것이라서 조금 어려웠을 수 있다고 지적한 검토 의
견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검토 의견은 대체로 그렇지만 (가)의 길이가 수능 비문학 지문
에 준하는 길이이며 제시문의 내용이 단락별로 잘 정리되어 있어 핵심을 파악하기가 쉽
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상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에서 ‘메가트렌드’라는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해 줬더라면 하는 아쉬
움을 표한 검토 의견도 있었는데 (가)에 이 용어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용어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어도 글의 핵심내용 파악에는 큰 어려움이 없
기 때문에 대부분의 검토 의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논술형인 문항1-나도 정상적으로 고교 교육을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난이도이며 이는 각 제시문의 내용이 명료하며 어휘, 글 구성이 고교생의 독해
수준에 적합하기 때문이라는 검토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제시문 (라)와 (마)는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있어 수험생들이 고민을 했을 것으로
지적한 검토 의견이 있었다. (라)에는‘파레토 법칙’과 ‘롱 테일 전략’이 함께 언급
되어 있기 때문이고 (마)에는 상동, 상사, 방산, 수렴 등 일반적인 인문계 학생들로서
는 다소 낯선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라)의 주된 논지는 분산형을 지
지하는 논거로 활용할 수 있지만‘파레토 법칙’이 소개된 부분을 활용하여 집중형의
논거를 만들 수도 있으므로 자료를 활용하여 자기주장의 논거를 만들 능력이 있는 학생
이라면 두 개념이 한 제시문 안에 들어 있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의 경우 진화생물학의 사례를 끌어와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선택’을 강조하
고 있는 글이므로 세부사항에 빠지기보다 글 전체의 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낯선 용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며 네 개념에 대한 설명이 글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반론과 재반론을 요구하는 것이 난이도를 높이는 요인이라는 검토 의견들
도 있었다. 고교 수준에서 해결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려는 의도는 지키되 이런 정도의
난이도는 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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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논술우수자 인문계(오전) 문항2
문항 및 제시문

■ 문항 2 [30점] [논제] 아래에 제시된 5개의 <자료> 중 적절한 것을 근거로 들어
<다음>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해 서술하시오. (600±100자, 30점)
< 다

음 >

오늘날 세계 경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무역을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국의 경제 사정의 변화뿐 아니
라 다른 나라의 경제 사정에 따라서도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천
연자원이 부족하고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무역에 의존하는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한 나라의 경제가 어느 정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지에 대해 표시하는 지표를 무역
의존도라 한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현재
이와 같은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심화되었다는 점과 여기에 수출이 수입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이고, 수출 증가 현상을 주도하고 있는 세 가지 요인을 제시하시오.
고등학교 사회, 경제 활용
< 자

료 >

<자료 1>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연도
2000
2005
2010

GDP
(단위: 십억 달러)
561.8
( - )
898.0
(336.2)
1,094.3
(196.3)

무역액
(단위: 십억 달러)
상품
상품
총계
수입액
수출액
323.4
153.9
169.5
( - )
( - )
( - )
538.2
252.9
285.3
(214.8)
(99.0)
(115.8)
879.7
415.9
463.8
(341.5)
(163.0)
(178.5)

GDP 대비 무역액 비중
(단위: %)
상품
상품
총계
수입액 수출액
58
27
30
(-) ( - )
( - )
60
28
32
(2)
(1)
(2)
80
38
42
(20)
(10)
(11)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괄호 안의 값은 직전 시점과의 차이를 나타내며, 반올림으로 인해 표에 나와 있는 수치와
실제 계산 값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 우리나라의 수입⋅수출 지수 추이
수입

수출

연도

수입액지수
(총액 기준)

수입물가지수

수출액지수
(총액 기준)

수출물가지수

2000

37.0

63.0

36.5

110.8

2005

60.8

77.8

61.5

106.1

201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각 수치는 2010년을 기준연도로 보고, 100을 기준으로 환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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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 우리나라의 대외채권⋅채무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 4> 우리나라의 수입⋅수출액 품목별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1) 각 수치는 각 연도의 수입과 수출 총액을 100으로 보고 계산한 백분율 값임.

<자료 5>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별 수입⋅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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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적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내용
적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내용
적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내용
적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내용
적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내용
적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내용

제2009-41 사회과 → 2010년 개정 고시(2010-24호) 사회과 / 1. 사회
3.내용 가.내용 체계:<10학년> 국제 거래와 세계화
제2009-41 사회과 / 7. 경제
3.내용 가.내용 체계: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제2009-41 사회과 / 8. 사회‧문화
3.내용 가.내용 체계: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제2009-41 국어과 / 1. 독서와 문법 I
3. 내용 가. 내용체계 –독서- <기능> 독서의 수행 중 사실적 독해, 추
론적 독해
제2009-41 국어과 / 1. 화법과 작문 I
–작문- 3.내용 중 <지식> 작품의 기능과 가치 / <기능> 작문의 맥락의
파악, 작문 내용의 생성, 작문 내용의 조직과 전개, 작문 내용의 표현,
작문 과정의 재고와 조정
제2009-41 국어과 / 2. 화법과 작문 II
-작문- 3.내용 (1)글의 유형 (나)설득을 위한 글쓰기 ①관련 자료를 수
집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의견이나 관점을 명료히 세운다. ②주장을 뒷
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논거를 제시한다. ③ 설득력 있는 표현 전략을
활용하여 글을 쓴다.
제시문이 활용한 고등학교 교과서

해당 부분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다음>’의
내용

사회

이영민 외

비상교육

2011

322

경제

박형준 외

천재교육

2012

169

자체평가위원회 문항 분석
○ 고교 교육과정 수준 준수 여부
본 문항의 평가 영역에 관해 살펴보자면,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익히고 훈련하는 능
력을 평가하는 데에 중심이 놓여 있으므로 고교 교육과정 수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어진 자료에서 요구된 서술에 필요한 적절한 자료를 선별하고 그 내용을 파
악하여 자기 서술의 근거로 활용하는 활동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다. <사회>의“① 사실과 가치의 의미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
는 사례에서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한다. ② 다양한 자료(예: 통계,
지도, 신문기사 등)를 활용하여 사회 현상을 분석한다.”라는 성취기준에 따라 고등학
생들은 수업 시간에 다양한 수치 자료들을 접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연습을 한다.
<화법과 작문> 내용 성취기준의“(11)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을 쓸 때에는 다양한 경로에
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능력, 수집한 자료에서 가치 있는 정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항목에 따라 고등학생들은 국어과
수업 시간에도 자료 독해, 선별 능력을 기르고 이를 바탕으로 한 글쓰기 활동을 한다.
<작문>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의견이나 관점을 명료히 세운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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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논거를 제시한다. 설득력 있는 표현 전략을 활용하며 글
을 쓴다”라는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들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글쓰기 능력을 기르기
도 한다. 실제로 비슷한 유형의 과제가 수능 국어과 시험에서 다루어지는데(예: 국어
(B형) 작문 문항 중‘자료 활용하기’5지 선다형 문항) 논술고사에서는 자료 독해뿐 아
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 능력까지를 평가할 수 있다. 즉, 자료 읽기와 그것을
근거로 글을 쓰는 과제는 고등학교 사회과, 국어과의 교육과정에 충실한 유형이다. 다
만 읽기와 쓰기의 난이도가 너무 높을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준수하지 못할
수 있을 텐데 이 문항은 대체로 60분 이내에 5개 정도의 표나 그래프를 분석하여 600자
정도의 답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난이도가 고등학교 학생의 수준에 적절하기 때문에 고
등학교 국어과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본 문항의 내용적 수준에 관해 살펴보자면, 본 문항은 전반적으로 무역의존도를 중심
으로 무역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무역이라는 주제는 고등학생들이 교과 수업 시간에
많이 접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점점 더 국가 간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현대에 우리 사
회가 늘 고민해야 할 문제로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학생들이 자주 접하는 소재이기도 하
다. 구체적으로, <사회>(‘국제 거래와 세계화’), <경제>(‘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등의 교과 내용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주제이다. 실제로 이 두 과목의 교과서에서 해
당 부분을 활용하여 논제의 <다음> 부분을 작성하여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논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된 자료들은 한국은행, 통계청 등 공신력이 있으며 실제 교과서에도 자주 게재되
는 자료를 활용하여 고등학생들이 교과 수업 시간에 배워 알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배치되지 않는 맥락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 실제 이런 기관에서 제공하는 복
잡한 수치 자료를 고등학생들이 해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략화 하였다(예를 들어 항
목수를 간소화하고 수치의 자릿수를 최대 네 자리로 조정함.). 표의 경우 단순 계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전 시점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수치를 미리 제시하였고 그래
프의 경우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자주 봐 온 막대그래프, 꺾은선그래프 등 전형적인 유
형을 사용하였다. 실제값과 상대값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석을 통해 상대값
임을 설명해 두었다. 무역 의존도, GDP(국민총생산), 지수, 채권 등의 용어들은 공통과
목인 <사회>를 통해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어서 <경제>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
도 모두 이해 가능한 개념이다. 이처럼, 평가영역과 내용 차원 모두에서 본 문항은 고
교 교육과정 수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문제 유형의 적절성
인하대학교는 수험생이 미리 준비를 하고 새로운 유형에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 최
대한 문제의 유형과 형식을 전년도 논술, 변화가 있을 경우에라도 모의논술과 같게 유
지하는데 문항2의 형식은 모의고사를 통해 공개한 형식을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이 방
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험생의 수준에 맞추어져 있다.
우선, 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을 통해 교과서 내용을 활용한 배경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험생이 정확하게 무엇에 대해 답해야 하는지와 그 답안의
조건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밑줄을 그어 표시했
고 글자 수 범위, 서술 근거 마련의 조건(‘5개의 <자료> 중 적절한 것을 근거로 들
어’) 등을 [논제] 부분에서 간명하게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수험생은 주어진 5개의 자료 중 밑줄 친 부분
에 대한 서술의 근거로 적절한 것을 고르고 고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기
서술의 근거로 삼으면서 짜임새 있는 글을 작성해야 한다. 이 과정 속에서 수험생의 이
해 분석 능력, 통합적 사고력, 구성 및 표현력을 평가할 수 있다. 이 문항이 통합적 사
고력을 평가하는 데 적절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검토 의견이 있었는데 밑줄 친
서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를 선별하고 하나의 자료뿐 아니라 자료와 자료
사이의 관계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통합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항이라 평가한 검토 의
견이 훨씬 더 많았다. 또, 구성 및 표현력을 평가하는 문항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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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는 의견이 있기는 했지만 대체로 600자 안에 밑줄 친 각 부분에 대한 서술을 적절
하게 구분하고 수치 자료를 서술문으로 옮기면서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작성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수험생이 구성 및 표현력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쪽이었다.
셋째 서술의 주제인 수출 증가 현상을 주도하는 요인과 관련하여 <자료2>를 근거로 삼
기 위해서는‘총 수출액=물가×물량’이라는 배경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검토 의견
이 있었는데 총액이‘가격×양’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고등학생 수준에서 어렵지 않게 생
각해낼 수 있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GDP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했다는 검
토의견도 있었는데 GDP가 무엇인지는 주로 고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 <사회>에서 다
루고 있을 뿐 아니라 고등학생 수준에서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필요 없는 자료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유형일까 하는 검토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해 보인다. 다만, 위에서 밝혔듯, 논술고사가 통합력 사고
력을 평가하는 시험인 만큼 단순히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자료를 선별해 내는 과정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5학년도 논술에서부터 이런 유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많은 검토위원들이 이해하고 있
었다. 제외해야 하는 자료의 수가 1개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수험생의 시간 낭비를 초
대했거나 쓸데없이 수험생을 불안하게 만드는 유형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 문제 난이도의 적절성
위와 같은 이유로 검토의견은 대체로 고등학교 수준에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형
식과 주제의 문항이라 하였다. 밑줄을 통해 요구사항을 명확히 표시한 점, 주어진 자료
들이 중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향성이 일정하게 나
오는 자료들이라서 혼동의 여지가 별로 없었음.) 제외해야 하는 자료 역시 제목만으로
도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라는 점 등도 추가로 지적되었다. 제외해야 하는 표가 너무
쉽게 제외되는, 매력 없는 오답이라는 의견까지 있었다. 위에서 썼듯, <자료2>는 다소
어려운 자료였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수출물가지수’의 의미를 수험생이 모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실제 채점에서는 용어 문제가 아니라‘수입보다 수출’이라는 비교
개념에 주목하지 않아 수험생들이 서술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경우가 많았다. 용어에 관
해서는, <사회> 과목을 통해 배운‘물가’와‘지수’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별 어려움
이 없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600자 내에 세 물음에 대한 답을 다 적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600자 정도의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인하대학교에서 수치자료문항에서 오랫동안 유지한
조건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그것이 어느 정도 분량인지 기출문제를 통해 감을 익혔을
것이며 통상적으로 글자 수의 10%를 여유분으로 부여하는데 이 문항은 간결하게 서술하
는 수험생들의 능력 수준을 감안하여 10%가 넘는 100자를 여유분으로 부여하고 있어 실
제 답안 작성 시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하자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수업을 받은 수험생이라는 큰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문항이며 자료 선별이나 <자료2> 해석 등이 난이도를 적절히 높여 변별력도 갖
춘 문항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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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논술우수자 인문계(오후) 문항1
■ 문항 1 [70점]
[문항 1–가] (가)를 요약하시오. (300±50자, 20점)
[문항 1–나] 인류사회의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그 결과가 인간의 정신능력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다음>의 두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800±80자, 50점)
< 다

음 >

강화론

약화론

기술의 발전은 인간 개개인의 정신능력을

기술의 발전은 인간 개개인의 정신능력을

강화시킨다.

약화시킨다.
< 조

건 >

1. 서론과 결론은 쓰지 말고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할 것.
2. 둘 중에 하나만 택하여 자신의 선택을 첫 문장에서 밝히고 그 선택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시하되, (나) ~ (마) 중 두 개 이상의 제시문과 (가)를 활용할 것.
3. 자신의 선택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쓰고 이를 재반박할 것.
4.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 제시문 >
(가)

최근 인간의 정신에 대한 흥미로운 주장이 제시되어 토론이 한창이다. 정신의
작동 범위가 뇌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인간 정신의 능력에 대해 논하기 위
해서는 그런 능력을 가진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토
론이다. 다소 생소한 토론이지만, 다음 물음을 생각해 보면 문제의 윤곽이 드러난
다. ‘내가 공들여 정리한 노트에 적힌 내용이 내 정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까?’ 대학에서는 시험에 학생이 자기 노트를 가져와서 보는 것이 허용되는 일
이 있다. 그것은 교수가 그 시험을 치르는 학생의 정신 능력의 범위에 학생의 노트
까지 포함시키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 예는‘내 정신 능력의 범위’가 반드시 ‘내
머리가 가진 능력’에 국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암시한다.
인간은 도구를 활용하는 존재다. 전화번호들을 저장해 두거나 길을 찾을 때 사용
하는 스마트폰도, 기억해야 할 약속이나 그 날의 단상을 기록하는 수첩도 나의 도구
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런 도구들은 내 몸의 일부분이 아니면서도 나의 일부분으
로 작용한다. 다음 예는 신체의 일부가 아닌 외부의 사물이 자신의 일부분일 수 있
음을 보여준다. 누군가 당신에게 “375 곱하기 86을 계산할 수 있나요?”라고 물으
면 당신은 필경 “물론이죠!”라고 답하겠지만, 그가 곱셈의 답이 얼마인지 물으면
얼른 대답하지 못하고 375와 86을 아래위로 나란히 적은 뒤‘육오 삼십, 육칠 사십
이, ……’이렇게 셈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32,250이라는 답을 얻었다면, 당신
은 이 계산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 물음에 부정의 답을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머릿속으로 이 계산을 해내는 사람은 드물다. 인간의 계산 능력을 머릿속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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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할 수 있는 셈에 한정한다면 그 범위는 아주 제한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
로 훨씬 더 복잡한 계산도 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은 곱셈을 하는 동안 그 종이와
연필이 당신의 일부분이었음을 말해 준다. 계산을 한 것은 당신인 반면, 종이와 연
필 없이는 그 일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진화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인류가 모든 생각을 뇌에 담는 대신 다양한 방
식으로 인지 과정의 일부를‘뇌 바깥에 내려놓는’전략을 취한 덕분에 두뇌의 제한
된 용량을 뛰어넘는 비약적인 정신적 진보를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오늘날 인
류가 가진 정신적 능력의 범위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십억 개의 뇌가 가진 역
량의 합보다 훨씬 크다. 정신의 작동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지
만, 내 정신이 가진 능력이 내 뇌의 능력보다 크고 그 범위가 가변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점점 더 똑똑해지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첨단기술은 인간의 정신이
지닌 능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다. 계산기 사용이 보편화된 나라의 많은 학생
이 간단한 사칙연산조차 어렵게 느낀다는 통계가 보고되었다. 내비게이션 기기를 이
용하는 요즘 운전자들은 지도만 가지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일을 전보다 더 어려워한
다. 이처럼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은 다양한 첨단도구들이 발달하고 우리 생활에 널
리 활용될수록 인간 자신의 능력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그런 기술이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정작 인간 정신의 고유한 능력과는 무
관하다는 지적도 있다. 시각을 통해 주변 환경의 구조를 파악하거나 주어진 정보를
종합하여 최적의 이동 경로를 계산해내는 등의 일은 다른 동물들이 더 잘 한다. 인
간 정신 고유의 능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항목은 옳고 그름과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능력, 즉 가치 판단의 능력일 것이다. 미술에 조예가 없는 사
람일지라도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같은 작품을 대할 때 그 깊은 아름다움에
탄복하는 경험을 하곤 한다. 가사도 없는 곡인데 단지 그 아름다움에 취해 몇 번이
고 다시 들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를 인식하는
이러한 미적 판단의 능력이 인간 정신의 고유한 요소라면, 도덕적 판단의 능력은 또
하나의 그런 요소다. 예컨대 우리는 권력이 부당한 방식으로 약자에게 폭압을 행사
하는 것을 볼 때 불끈 솟구치는 정의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것은 옳지 않다!”라
고 외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인간 정신만의 고유한 힘이다. 만일 첨단기술의 현란
함에 미혹되어 이런 인간 정신 고유의 면모에 대한 관심이 점점 희미해진다면, 기술
은 인간의 정신을 왜소하게 만드는 위험한 동반자일 것이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활용
(나)

기술은 인류 전체 차원의 역량을 증대시켰다. 그러나 과연 개인의 역량이 똑같
이 그렇게 증대되었을까? 집단 차원의 역량과 개인의 역량이 같은 운명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은 과학의 진보를 살펴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과학적 진보를 향유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인류 혹은 사회의‘집단정신’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신이
아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진보에 일생을 바쳐 기여하지만
각 과학자가 결국 얻게 되는 지식은 세계의 특정한 부분에 대한 제한된 관점의 지식
일 뿐이다. 오늘날의 전문가들은 자신의 그 제한된 영역에 대하여 한 움큼의 지식을
얻지만 그 대신 다른 모든 영역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소외된다.
어떤 이는 전문적인 과학 지식은 그럴지 몰라도 기술의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할는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는 기술을 이용하면서 기술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기술은 엄격히 말해 그 사용자의 손 안에 있지 않
다. 누구나 휴대폰을 사용하지만, 휴대폰의 구조와 작동 원리, 그리고 그 다양한 이
용과 결부된 공학적 지식의 모든 항목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휴대폰
이 고장 나면 우리는 당황한다. 서비스센터에 가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것은 따지
고 보면 수많은 공학자들의 집합적 지성에 의한 해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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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술을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 정도의 차이가 있을망정 기술에 의
해 길들여지고 그것에 의존하게 된다. 사용자는 결국 기술이 이끄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것은 지배와 종속의 관계다. 우리는 니체의 경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879년 니체는 건강이 악화되어 교수직에서 물러났다. 시력도 나빠져 책상에서 시
선을 고정하고 있는 일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 되었고, 때로는 심한 두통이 그를 괴
롭혔다. 그는 글 쓰는 시간을 줄였고, 조만간 아예 글쓰기를 그만두어야 하는 건 아
닌지 두려워했다. 이런 그가 최신 몰링 한센 타자기를 주문한 일은 훌륭한 선택처럼
보였다. 그것은 당시 타자기 중 가장 첨단의 제품이었다. 얼마동안 타이핑 기술을
익히고 나자 니체는 눈을 감고도 손가락 끝의 감각만으로 글을 쓸 수 있었다. 머릿
속의 생각을 종이에 옮기는 일이 다시 수월해진 것이다. 그런데 니체 연구자들은 타
자기를 활용한 것이 그의 글쓰기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 그의 문장들
은 전보다 짧아졌고, 그의 글에서는 전신 메시지 비슷한 짧은 경구의 나열로 이루어
진 부분이 자주 눈에 띄었다. 다양한 수사를 동원해 심층적인 생각을 전개하던 방식
에서 한층 단순하고 파편적인 스타일로 변했다. 타자기는 니체에게 준 것도 있었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특유의 깊은 사고와 진중함도 함께 앗아갔던 것이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독서와 문법Ⅰ 활용
(다)

일반적으로, 미술은 아름다움을 다루는 감성적인 작업이라 믿고, 과학은 합리적
이고 이성적인 지식을 통하여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믿는다.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표현하는 미술은 개인에 따라 다양하고 가변적인 반면, 과학은 객관적이고
실험으로 확인하는 실증적, 과학적 경험이 중심이 된다. 그러나 미술과 과학은 자연
을 포함한 우리 세계를 재현하고 해석하며 진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역사적으로 예술은 끊임없이 과학적 탐구 정신을 자극하였고, 과학 또한 예술
의 힘을 빌리고자 하였다. 그런 점에서 예술이나 과학은 삶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이
기 위해 헌신한 문화 활동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술의 매체는 벽화에 사용된 숯, 동물, 식물, 광물질 등의 자연적인 재료에서부
터 시작되어 실용성과 영구성을 가진 매체로 점차 확대되었다. 또 미술가는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정확한 관찰과 탐구 정신을 예술적 상상에 결합시켜 새로운 표현
재료를 탄생시켰다.
알타미라와 라스코 동굴벽화에서는 채색을 위한 안료를 자연에서 채취하였고, 이
집트에서는 천연 광물 안료를 사용하였으며, 중세기의 서양회화에서는 템페라, 프레
스코 기법 등이 응용된 벽화가 주류를 이루었다. 유화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르네
상스 시대에 와서부터이다. 또 동양의 서예와 수묵화와 같은 독특한 미술 표현 형식
도 진(秦) 이전부터 발전해 온 천연 안료와 먹, 붓 그리고 종이 등 새로운 재료의
부단한 발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19세기에는 산업 혁명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여러 가지 안료를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만들기 시작하였고, 영국에서 주석으로 만든 금속 튜브가 발명되면서 물감
의 보존과 이동이 매우 편리하게 되었다. 인상주의 화가들이 야외에서 자유롭게 풍
경을 묘사하게 된 것도 이러한 튜브 물감의 개발과 연관이 깊다. 또 20세기 들어 비
디오, 컴퓨터, 레이저 등을 활용한 최첨단 과학의 기술과 이론을 활용한 미술이 활
발히 전개되었는데, 그 결과 비디오 아트, 홀로그래피 아트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미
술이 나타나게 되었다.
조형 예술에 있어서도 과학의 발달은 새로운 표현 재료와 자유로운 표현 방법을
제공하였다. 19세기의 흙, 돌, 나무에서 청동과 석고, 유리까지, 그리고 19세기 이
후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플라스틱과 같은 합성수지 등의 생산 기술에 따른
새로운 매체의 탄생은 역사적으로 미술에 신선한 느낌을 불어넣고, 새로운 미술을
창조해 왔다.
특히 최근 디지털 매체에 의해 이미지의 복제, 편집, 변형 등을 통한 표현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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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해지고 응용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미술의 표현기법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예
술가의 상상력도 전례 없이 더 확장되고 누구나 미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고등학교 미술과 삶 활용
(라) ‘ 인간능력향상’이란

과학기술의 힘을 활용하여 인위적으로 인간 신체와 정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일컫는다. 인간은 이미 오랜 역사를 통해 스스로의 능력을
발전시켜 왔다. 진화의 과정을 통해 환경에 대한 적응의 능력을 키워 왔을 뿐만 아
니라 갖은 도구들을 사용하여 인간 능력의 한계를 극복해 왔다. 이제 이런 과정은
새로운 절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부의 도구를 사용하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 인간 능력 자체를 향상하는 길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들어 한층
가속되고 있는 나노기술, 바이오 기술, 인지정보 기술의 혁명이 대표적인 경우다.
나노기술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힘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세포 보다
훨씬 작은 미세한 분자 수준에서도 기계적인 조작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조작을
통해 새로운 특성을 지닌 나노물질들은 물론 새로운 기능성을 지닌 특정한 구조의
신물질들을 제조해 낼 수 있다. 그 예는 나노튜브, 나노볼에서 특정 유전자나 단백
질, 인공 세포, 나노신경칩, 새로운 기능성 화합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가까운 미래에, 나노기술이 개발한 신물질이 약학과 의학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생체공학 기술과 인지정보 기술이 결합함으로써 머잖아
지각 능력과 기억력 등 인간의 다양한 인지 능력을 인위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공 신체기관이나 인공 적혈구를 통한 인간 신체능력 향상, 신경칩을 통한
기억력 강화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물론 그 부작용에 대한 경계와 공정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사회적 비용의 부
담에 관한 고민도 생길 것이다. 그러나 기술을 통해서 인간 개체가 지닌 능력 자체
를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런 변화에 대한 수용 여
부와 상관없이, 이제 기술의 발전이 인간 존재 자체의 역량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변화가 눈앞에 와 있다. 어쩌면 그런 변화를 꺼리는 것은 단지 새로운 것을 두려워
하고 옛 것을 그리워하는 고루한 정신의 징표일 뿐이다.
독서와 문법Ⅱ 활용
(마)

이스라엘 하이파대학교의 신경생물학자 로젠블럼은 기억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했다. 그의 연구는 생명체의 기억이 컴퓨터 메모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준다. 그
는 “뇌에서 장기 기억의 형성 과정은 컴퓨터 같은‘인공적인 뇌’에서 일어나는 과
정과는 명확히 다르다. 인공적인 뇌가 받아들인 정보를 즉각 저장하는 반면 인간의
뇌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나서 한참 뒤에 처리하는데, 기억의 질은 이 때 정보가 어
떻게 처리되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말한다. 컴퓨터를 이용한 인공 기억의 가치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을 인터넷에 옮겨 영구 저장할 수 있게 되리라는 가
능성에 환호한다. 그러나 이는 생명체의 기억이 지닌 고유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다.
우리 기억의 형성 과정에는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이라는 유기체가 지닌 고유의 강함
과 연약함 같은 우연적 속성들이 개입한다. 우리 기억의 다양한 특성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도 결국 이런 요소들이다. 기계에 기억을 옮겨 저장한다
고 할 때 우리는 어느새 인간 정체성의 고유한 요소들을 빠뜨리거나 변형하게 된다.
결국 그렇게 인간 존재의 신비한 면들과 수천 년의 문명 속에서 인간이 축적해 온
역사적, 문화적 특성들도 사라지거나 희미해진다.
우리 조상들은 수 천 편의 시를 암송할 수 있었다. 그 같은 능력은 물질문명이 훨
씬 발달한 현대인의 능력을 능가한다. 중세까지만 해도 학자들은 수십 년의 독서를
통해 이룩한‘머릿속 도서관’에 의존했고, 머릿속의 도서관에서 필요한 문헌의 장
과 글귀를 찾아내 활용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때 전적으로 컴
퓨터 기반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 책을 읽다가 남기고 싶은 메모 역시 컴퓨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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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한다.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 덕분에 우리는 과거의 위대한 학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우리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이
라고 믿고 있던 옛날의 인지적 능력을 집단화하고 객체화해 버렸다. 즉 우리는 집단
적, 객관적 기억을 얻는 대신 개인적, 주관적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인공 기억에 아무리 많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진짜로 중
요한 알맹이와 선정적인 쭉정이를 가려내고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여전히
인간의 고유 기능이다. 인간 고유의 사고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컴퓨
터와 인터넷에 저장된 그 막대한 양의 정보는 값진 정보의 원천이 아니라 인간의 정
신을 지배하는 괴물일 뿐이다.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Ⅰ 활용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적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내용
적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내용
적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내용
적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내용
적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내용

적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내용
적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내용

제2009-41 도덕과 / 2. 윤리와 사상
3.내용 가.내용 체계: 윤리 사상과 사회 사상의 의의
제2009-41 도덕과 / 1. 생활과 윤리
3.내용 가.내용 체계: 과학‧생태‧정보 윤리
제2009-41 국어과 / 3. 독서와 문법 I
3.내용 가.내용 체계: –독서- 독서의 맥락, 독서의 역사와 가치 /
매체자료의 비판적 수용
제2009-41 국어과 / 3. 독서와 문법 II
3.내용 가.내용 체계: -독서- 목적에 따른 글 읽기 / 제재에 따른 글 읽기
제2007-79 제2장 국어과 교육과정 / 1.국어 <10학년>
-읽기- 성취기준 (3)여러 글을 읽고 전제나 가정을 비교 분석하고
평가한다.
-쓰기- 성취기준 (3)시사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관점을 명료하게 드
러내는 시평을 쓴다.
제2009-41 국어과 / 1. 화법과 작문 I
–작문- 3.내용 중 <지식> 작품의 기능과 가치 / <기능> 작문의 맥락
의 파악, 작문 내용의 생성, 작문 내용의 조직과 전개, 작문 내용의
표현, 작문 과정의 재고와 조정
제2009-41 국어과 / 2. 화법과 작문 II
-작문- 3.내용 (1)글의 유형 (나)설득을 위한 글쓰기 ①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의견이나 관점을 명료히 세운다. ②주장
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논거를 제시한다. ③ 설득력 있는 표현
전략을 활용하여 글을 쓴다.
제시문이 활용한 고등학교 교과서

해당 제시문

도서명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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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가)

윤리와 사상

박효종 외

교학사

2012

10-12

(나)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12

150-155

(나)

사회‧문화

김영순 외

교학사

2012

207-213

(나)

독서와 문법 I

이삼형 외

지학사

2012

330-339

(다)

미술과 삶

오병욱 외

교학사

2011

85-87

(다)

미술과 삶

장연자 외

천재교육

2011

64-65

(다)

미술과 삶

조우호 외

지학사

2011

36-39

(라)

독서와 문법 II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12

140-144

(마)

독서와 문법 I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12

70

자체평가위원회 문항 분석
○ 고교 교육과정 수준 준수 여부
본 문항의 평가 영역에 관해 살펴보자면,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익히고 훈련하는 능
력을 평가하는 데에 중심이 놓여 있으므로 고교 교육과정 수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어진 글의 핵심을 파악하여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여 표현하거나(문항1가) 제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설득력
있는 글로 완성하는(문항1-나) 활동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특히 읽기, 쓰기 영
역)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다. 특히 <화법과 작문>에서 학생들은 요약하기를 집중
적으로 학습한다. 또, 요약하기와 논술하기는 <독서와 문법> 성취기준“(17) 글의 구성
단위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라는 항목과 <국어
II>의 내용 성취기준인“(7) 핵심적인 정보를 선별하고 맥락에 맞게 정보를 조직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와“(8) 작문 맥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타당한 근
거를 제시하여 주장하는 글을 쓴다”에 부합하는 활동이다. 마지막으로, 고교 국어과
교육과정 행동 영역 평가 목표 중“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
고” 등이 있어 고등학생들은 고등 사고 능력을 훈련하게 되어 있는데 이 능력을 토대
로 학생들은 논술문을 작성할 수 있다. 실제로 비슷한 유형의 과제가 수능 국어과 시험
에서 다루어지는데(예: 2016학년도 수능 국어 (A형) 홀수형 7번이 가장 적절한 요약 진
술 찾기이며 비문학지문이 제시되는 문항들은 논술 제시문처럼 다양한 영역(인문, 사
회, 과학, 기술, 예술)의 글 독해 평가이다.) 특히‘쓰기’영역은 실제 답안 작성을 요
구하는 논술고사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즉, 요약하기와 논술[논증]하
기는 고등학교 국어과의 교육과정에도 충실한 유형이다. 다만 읽기와 쓰기의 난이도가
너무 높을 경우 국어과 교육과정 수준을 준수하지 못할 수 있을 텐데 이 문항은 대체로
60분 이내에 교과서를 활용한 7,000자 정도의 글을 읽고 300자, 800자 정도의 답안 두
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난이도가 고등학교 학생의 수준에 적절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
육과정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본 문항의 내용적 수준에 관해 살펴보자면, 기술의 발전이 인간(사회)에게 미치는 영
향에 관한 문제는 <윤리와 사상>(‘윤리 사상과 사회 사상의 의의’), <생활과 윤
리>(‘과학‧생태‧정보 윤리’), <독서와 문법I>(‘독서의 역사와 가치’,‘매체자료의
비판적 수용’), <독서와 문법 II>(‘과학 분야의 글 읽기’) 등의 교과목에서 배운 주
제이며 실제로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뉴스에서도(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치매,
기술 발전에 의한 삶의 질 향상(최근의 사물인터넷까지) 등)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친숙하게 느꼈을 것이다. 더군다나 본 문항은 다섯 개의 제시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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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고등학교 교과서를 활용하여 작성함으로써 수험생이 한 번 읽었을 때 쉽게 이해
가능한 어휘, 문장, 글 구성의 수준을 준수하고 있다. 제시문에서 활용한 교과서 중
<미술과 삶>과 같은 교과서는 일반적으로 잘 가르치지 않는 교과서라는 검토의견이 있
었다. 그렇지만 해당 교과서 내용에 관한 사전지식이 없더라도 한 번 읽었을 때 제시문
의 내용이 쉽게 파악되도록, 즉 글 독해의 난이도 조정 차원에서 교과서 내용을 제시문
에 활용했다는 점을 더 많은 검토위원들이 이해하고 있었다.
○ 문제 유형의 적절성
인하대학교는 수험생이 미리 준비를 하고 새로운 유형에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 최
대한 문제의 유형과 형식을 전년도 논술, 변화가 있을 경우에라도 모의논술과 같게 유
지하는데 문항1의 형식은 오랫동안 인하대학교가 유지해 온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
다. 그리고 이 방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험생의 수준에
맞추어져 있다. 우선, 수험생이 논제와 출제의도, 즉, 답안의 주제와 답안 작성 시 지
켜야 할 조건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논제를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하였고 (문항
1-가: ‘(가)를 요약하시오’ / 문항1-나: ‘<다음>의 두 가지 유형 중 어느 것을 따르
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조건>에 맞게 논술하라.’) 상세한 내용은 <다음>
과 <조건>으로 분리하였다. 선택의 대상이 되는 두 가지 유형이 뚜렷이 대비되도록 두
유형의 의미를 각각의 박스 안에 간략하게 제시하였고 답안 작성 시 글자 수 낭비를 방
지하기 위해‘강화론’,‘약화론’과 같은 제목을 달아 두었다. 다음으로, 글자 수 범
위, 답안 작성 시 유의해야 사항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수험생이 답안 구성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게 하였는데 가령‘자신의 선택을 첫 문장에서 밝히고’라는 조건은 두괄
식 구성을 하게 유도하고‘그 선택을 정당화하는 논거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신의
선택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쓰고 이를 재반박’하라는 조건은 글을 둘 또는 세 부분
으로 구성하게 유도한다. 논거의 수 역시 2개로 명시하여 소주제 하나당 어느 정도 깊
이로 서술해야 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하였다.
조건이 너무 많아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는데‘서론과
결론을 쓰지 말고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할 것’이나‘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과 같은 조건은 학생들이 논술 답안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조건이
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항을 풀기 위해 지켜야 하는 조건은 논거에 관한 것 하나와 반
론, 재반론에 관한 것 하나로 축소된다. 또, 앞의 두 가지와 같이 기본적인 조건은 굳
이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검토의견도 있는데, 인하대학교에서 이런 조건까지 명
시하는 이유는 입시 논술에 익숙하지 않는 수험생이 있을 것에 대비하려는 것도 있지만
그 두 가지 기본 조건도 평가기준에 포함될 것임을 수험생에게 알려주려는 것이 더 크
다. 이 때문에 인하대학교 논술은 수험생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는 친절한 문제를 출제
한다고 평가받는다.
한편, 이 문항은 이해 분석 능력, 통합적 사고력, 구성 및 표현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데 요약형인 문항1-가는 통합적 사고력이나 구성 및 표현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적합하
지 않은 유형이 아닌가 하는 검토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요약이라고 해도 서로 다른
소주제를 담고 있는 단락들 사이의 논리적인 연관 관계를 파악하고 단락별 핵심 내용들
사이의 중요도를 가늠하여 자연스럽게 읽히는 하나의 완결된 글을 자신의 표현으로 완
성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요약형 문항도 통합적 사고력이나 구성 및 표현력
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유형이라는 검토 의견이 더 많았다. 실제로 (가)를 요약할
때 다섯 개의 단락 각각의 핵심을 파악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속에 크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입장이 들어 있음을, 그리고 각 입장이 제기하는 질문(쟁점)이 약간 다르다는 점
(인간 능력의 범위 문제 / 인간 정신의 고유한 능력 문제)을 파악하여 전체적인 논리의
흐름을 살려 답안을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수험생의 통합적 사고력이나 구성 및 표현력
을 평가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 요약형 논제가 논술형 논제에 비해 이 두 능력을 평
가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향후 인하대학교에서 고민해
야 할 사항으로 남겨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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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난이도의 적절성
친절하고 명료하며 예측 가능한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험생이
이 문항을 풀 때 겪었을 법한 어려움을 검토위원들이 지적했는데 다음과 같다. 우선, 문
항1-가는 요약형 답안을 작성하는 것인데 2,000자 정도의 제시문 (가)를 300자 내외로
요약하는 것은 1/6 정도로 축약하는 것이라서 조금 어려웠을 수 있다고 지적한 검토 의
견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검토 의견은 대체로 그렇지만 (가)의 길이가 수능 비문학 지문
에 준하는 길이이며 제시문의 내용이 단락별로 잘 정리되어 있어 핵심을 파악하기가 쉽
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상을 포함하고 있다.
논술형인 문항1-나도 정상적으로 고교 교육을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난이도이며 이는 각 제시문의 내용이 명료하며 어휘, 글 구성이 고교생의 독해 수
준에 적합하기 때문이라는 검토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 검토위원은 기술 발전와 인간
능력 간 관계에 관해서라면 베이컨, 루소, 하이데거, 질베르 시몽 등 유수의 철학자들의
이론을 끌어 와 제시문을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이를 지양하고 학생들에게 친숙한 교과
서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활용하여 제시문을 만든 점에 주목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특별
히 어려운 개념이나 복잡한 구조의 문장은 없었으나 오전 문항1보다 제시문의 독해 수준
은 약간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술 관련 분야의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독해는 단어 하나하나의 상세한 의미가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파악이 관건이므로 전체적으로 고등학생 수준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오전 문제와는 달리 논거 활용 조건에 제시문 (가)를 포함하라는 조건이 있어 그
부분이 난이도를 약간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수험생이 답안을 작성할 때 나머
지 제시문에 바탕을 두고 만든 근거 두 가지를 제시문 (가)와 연결시켜 서술해야 했다.
그런데 이 조건은 서술 구성을 다소 까다롭게 만드는 것이지만 실제로 (가)에 두 입장
의 핵심적 근거가 들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학생들이 자신의 논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기도 한다. (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인간 고유한 능력에 관
해서는 (나)-(마)에 상세한 얘기가 없어 균형이 안 맞다는 검토의견도 있었다.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이 문항은 논거 작성 시 (가) 또한 활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가)의
내용을 활용하면 되니 균형에 있어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문항에서 수험생이 조금 더 신경 썼어야 하는 부분은 단순히 인간 능력이 아니라
인간 정신능력이 논제라는 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집단으로서의 인간 정신능력이 아니
라 인간 개개인의 정신능력이 쟁점이라는 점을 인지하여 그것에 한정하여 논거를 만들
었어야 하는 점이다. 이는 논제를 성실하게 읽고 요구사항에 충분히 응했는가가 답안의
평가에서 중요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고 짐작하게 한다. 이는 선행학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험 문제에 집중하는 능력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문항의 난이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도 선행학습을 유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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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논술우수자 인문계(오후) 문항2
문항 및 제시문

■ 문항 2 [30점]
[논제] 아래에 제시된 5개의 <자료> 중 적절한 것을 근거로 들어 <다음>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해 서술하시오. (600±100자, 30점)
< 다

음 >

어떤 사람이나 기업이 오염 물질을 배출하여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환경오염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우
려가 있다. 과도한 환경오염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세금이나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억제를 위해
자동차의 휘발유 사용량에 대해 상당히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에 국내 휘발유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자동차 소유자들
의 휘발유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그
런데 자동차 한 대당 휘발유 소비지출액과 휘발유 관련 세금의 총 징수액은 증
가하였다. 자동차 한 대당 휘발유 소비지출액이 증가한 원인과 휘발유 관련 세
금 총 징수액이 증가한 원인을 분석하시오.
고등학교 경제 활용

< 자 료 >
<자료 1> 1리터당 휘발유 가격 및 구성항목 추이
(단위: 원)

휘발유 가격
원가
세금

2005~2007년

2008~2010년

2011~2012년

1,503( - )
622( - )
881 ( - )

1,584(5.4%)
718(15.4%)
866(-1.7%)

1,939(22.4%)
1,017(41.6%)
922(6.5%)

자료: 국가에너지통계 종합정보시스템
주: 1) 괄호 안은 직전 기간 대비 증감률임, 2) 휘발유 가격, 원가 및 세금은 1리터당 금액임.

<자료 2> 자동차 휘발유 관련 세금의 총 징수액과 한 대당 휘발유 소비량 추이
(단위: 십억 원, 배럴)
자동차 휘발유 관련
세금의 총 징수액 (십억 원)
자동차 한 대당
휘발유 소비량 (배럴)

2005~2007년

2008~2010년

2011~2012년

8,207( - )

8,934(8.9%)

10,087(12.9%)

5.23( - )

5.05(-3.4%)

4.92(-2.6%)

자료: 국가에너지통계 종합정보시스템
주: 1) 괄호 안은 직전 기간 대비 증감률임
2) 1배럴은 159리터임.
3) 세금의 총 징수액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고려하여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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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 석유 소비량 추이
석유 소비량

증가율(직전 기간 대비)

(단위: 백만 배럴)

(단위: %)

자료: 국가에너지통계 종합정보시스템

<자료 4>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직전 기간 대비)

(단위: 백만 대)

(단위: %)

자료: 국토교통 통계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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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5> 여객수송량 추이
여객수송량

증가율(직전 기간 대비)

(단위: 백만 명)

(단위: %)

자료: 국토교통 통계누리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적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내용
적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내용
적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내용
적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내용
적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내용
적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내용

제2009-41 사회과 → 2010년 개정 고시(2010-24호) 사회과 / 1. 사회
3.내용 가.내용 체계:<10학년> 경제 성장과 삶의 질
제2009-41 사회과 / 7. 경제
3.내용 가.내용 체계: 시장과 경제 활동
제2009-41 사회과 / 8. 사회‧문화
3.내용 가.내용 체계: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제2009-41 국어과 / 1. 독서와 문법 I
3. 내용 가. 내용체계 –독서- <기능> 독서의 수행 중 사실적 독해, 추
론적 독해
제2009-41 국어과 / 1. 화법과 작문 I
–작문- 3.내용 중 <지식> 작품의 기능과 가치 / <기능> 작문의 맥락의
파악, 작문 내용의 생성, 작문 내용의 조직과 전개, 작문 내용의 표
현, 작문 과정의 재고와 조정
제2009-41 국어과 / 2. 화법과 작문 II
-작문- 3.내용 (1)글의 유형 (나)설득을 위한 글쓰기 ①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의견이나 관점을 명료히 세운다. ②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논거를 제시한다. ③ 설득력 있는 표현 전략
을 활용하여 글을 쓴다.
제시문이 활용한 고등학교 교과서

해당 부분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다음>’의
내용

경제

박형준 외

천재교육

2012

117-121

경제

오영수 외

교학사

2012

14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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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위원회 문항 분석
○ 고교 교육과정 수준 준수 여부
본 문항의 평가 영역에 관해 살펴보자면,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익히고 훈련하는 능
력을 평가하는 데에 중심이 놓여 있으므로 고교 교육과정 수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어진 자료에서 요구된 서술에 필요한 적절한 자료를 선별하고 그 내용을 파
악하여 자기 서술의 근거로 활용하는 활동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다. <사회>의 “① 사실과 가치의 의미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
는 사례에서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한다. ② 다양한 자료(예: 통계,
지도, 신문기사 등)를 활용하여 사회 현상을 분석한다.”라는 성취기준에 따라 고등학생
들은 수업 시간에 다양한 수치 자료들을 접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연습을 한다. <화
법과 작문> 내용 성취기준의 “(11)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을 쓸 때에는 다양한 경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능력, 수집한 자료에서 가치 있는 정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항목에 따라 고등학생들은 국어과 수업
시간에도 자료 독해, 선별 능력을 기르고 이를 바탕으로 한 글쓰기 활동을 한다. <작
문>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의견이나 관점을 명료히 세운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논거를 제시한다. 설득력 있는 표현 전략을 활용하며 글을 쓴
다”라는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들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글쓰기 능력을 기르기도 한
다. 실제로 비슷한 유형의 과제가 수능 국어과 시험에서 다루어지는데(예: 국어 (B형)
작문 문항 중 ‘자료 활용하기’ 5지 선다형 문항) 논술고사에서는 자료 독해뿐 아니라 그
것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 능력까지를 평가할 수 있다. 즉, 자료 읽기와 그것을 근거로
글을 쓰는 과제는 고등학교 사회과, 국어과의 교육과정에 충실한 유형이다. 다만 읽기와
쓰기의 난이도가 너무 높을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준수하지 못할 수 있을 텐
데 이 문항은 대체로 60분 이내에 5개 정도의 표나 그래프를 분석하여 600자 정도의 답
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난이도가 고등학교 학생의 수준에 적절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국
어과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본 문항의 내용적 수준에 관해 살펴보자면, 본
문항은 전반적으로 환경오염과 휘발유 소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는 고등학
생들이 교과 수업 시간에 많이 접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산업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지
속적인 화두가 되는 문제여서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학생들이 자주 접하는 소재이기도
하다(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그에 관한 정책, 자동차 운행 제한(10부제, 2부제 등) 등).
구체적으로, <사회>(‘경제 성장과 삶의 질’), <경제>(‘시장과 경제 활동’) 등의 교과 내용
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주제이다. 실제로 <경제> 교과서에서 해당 부분을 활용하여 논
제의 <다음> 부분을 작성하여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논제의 배경을 설명
하고 있는데 <경제>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도 이해가 쉽도록 평이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제시된 자료들은 국가에너지통계 종합정보시스템, 국토교통 통계누리 등 공신력이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고등학생들이 교과 수업 시간에 배워 알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배치되지 않는 맥락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 실제 이런 기관에서 제공하는 복
잡한 수치 자료를 고등학생들이 해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략화 하였다(예를 들어 항
목수를 간소화하고 수치의 자릿수를 최대 네 자리로 조정함.). 표의 경우 단순 계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전 시점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수치(특히 나누기를 해야 하는
증감률)를 미리 제시하였고 그래프의 경우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자주 봐 온 막대그래
프, 꺾은선그래프 등 전형적인 유형을 사용하였다. 표 속에 제시된 수치가 무엇인지 정
확히 이해하도록 주석에서 보충설명을 하였다. <다음>에서는 <경제>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도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용어를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았고 실제로
경제용어에 대한 지식 유무가 답안 작성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어떤 검토위원은
이 문항의 논제와 관련이 있는 ‘가격탄력성’은 <경제>를 선택해야 하는 개념이라고 지
적했는데, 이 문항은 ‘가격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 용어를 몰라도
답안을 작성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 이처럼, 평가영역과 내용 차원 모두에서 본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 수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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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유형의 적절성
인하대학교는 수험생이 미리 준비를 하고 새로운 유형에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 최
대한 문제의 유형과 형식을 전년도 논술, 변화가 있을 경우에라도 모의논술과 같게 유
지하는데 문항2의 형식은 모의고사를 통해 공개한 형식을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이 방
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험생의 수준에 맞추어져 있다.
우선, 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을 통해 교과서 내용을 활용한 배경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험생이 정확하게 무엇에 대해 답해야 하는지와 그 답안의
조건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밑줄을 그어 표시했
고 글자 수 범위, 서술 근거 마련의 조건(‘5개의 <자료> 중 적절한 것을 근거로 들어’)
등을 [논제] 부분에서 간명하게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수험
생은 주어진 5개의 자료 중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서술의 근거로 적절한 것을 고르고 고
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기 서술의 근거로 삼으면서 짜임새 있는 글을 작성
해야 한다. 이 과정 속에서 수험생의 이해 분석 능력, 통합적 사고력, 구성 및 표현력을
평가할 수 있다. 이 문항이 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적절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
하는 검토 의견이 있었는데 밑줄 친 서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를 선별하고
하나의 자료뿐 아니라 자료와 자료 사이의 관계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통합적 사고력
을 요하는 문항이라 평가한 검토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 실제로 이 문항의 답안 작성
서 첫 밑줄에 대한 답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자료1>과 <자료2>를 함께 고려해야 하고
둘째 밑줄에 대한 답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자료1>, <자료2>, <자료4>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 구성 및 표현력을 평가하는 문항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
기는 했지만 대체로 600자 안에 밑줄 친 각 부분에 대한 서술을 적절하게 구분하고 수
치 자료를 서술문으로 옮기면서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작성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수험
생이 구성 및 표현력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쪽이었다. 필요 없는 자료를 포함시키는 것
이 바람직한 유형일까 하는 검토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해 보
인다. 다만, 위에서 밝혔듯, 논술고사가 통합력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인 만큼 단순히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자료를 선별해 내는 과정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5학년도 논술에서부터 이런 유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많은 검토위원들이 이해하고 있었다. 제외해야 하는 자료의 수가 2개
로 많지 않았고 기 때문에 수험생의 시간 낭비를 초대했거나 쓸데없이 수험생을 불안하
게 만드는 유형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 문제 난이도의 적절성
위와 같은 이유로 검토의견은 대체로 고등학교 수준에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형
식과 주제의 문항이라 하였다. 밑줄을 통해 요구사항을 명확히 표시한 점, 주어진 자료
들이 중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예를 들면, 첫 밑줄 답안과 관련하여 휘발
류 가격 증가율과 자동차 한 대당 휘발유 소비량의 감소율의 차이가 매우 뚜렷함.) 제
외해야 하는 자료 역시 제목만으로도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라는 점 등도 추가로 지
적되었다(‘석유’에는 자동차가 소비하는 휘발유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하는 석유가
모두 포함되며 ‘여객수송’ 역시 자가용과는 관계없는 범주의 교통수단과 관계됨.). 전반
적으로 오후의 문항2가 오전의 문항2보다 난이도가 낮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오
후의 문항2는 한 개의 표가 아니라 여러 개의 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고를
전개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하게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600자 내에 수험생
이 쓰고자 하는 내용을 간결하게 다 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600
자 정도의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인하대학교에서 수치자료문항에서 오랫동안 유지한 조
건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그것이 어느 정도 분량인지 기출문제를 통해 감을 익혔을 것
이며 통상적으로 글자 수의 10%를 여유분으로 부여하는데 이 문항은 간결하게 서술하
는 수험생들의 능력 수준을 감안하여 10%가 넘는 100자를 여유분으로 부여하고 있어
실제 답안 작성 시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하자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수업을 받은 수험생이라는 큰 어려움 없이 접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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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문항이며 자료 선별이나 복수의 자료에 관한 종합적 해석 등이 난이도를 적절
히 높여 변별력도 갖춘 문항으로 평가되었다.

2. 2016학년도 논술우수자(자연계열)
1) 2016학년도 논술우수자_자연계열 (오전/오후)
① 논술우수자 자연계(오전) 문항1
문항 및 제시문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25점)
직각삼각형에 대한 피타고라스 정리는 삼각함수로 cos    sin     로 나타낼 수 있다.
(※) 반지름의 길이가  이고 중심이  인 부채꼴  에 대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내접하는 두 원     의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이라 하자.







∙


∙






(1-1) ∠    일 때,  과  의 값을 구하시오. (10점)

(1-2) ∠          일 때, 극한



lim  의 값을 구하시오. (15점)


→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적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책 8]
1. 수학, 함수,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해한다.
5. 수학 II, 함수의 극한과 연속: 삼각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 문제 출제에 활용한 고등학교 교과서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수학

김수환 외 9인

(주)교학사

2009

256~270

고등학교

수학

계승혁 외 3인

성지출판(주)

2011

294~304

교과서

수학 II

양승갑 외 7인

(주)금성출판사

2011

89~91

수학 II

최용준 외 9인

(주)천재교육

2010

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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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위원회 문항 분석
○ 고교 교육과정 수준 준수 여부
중학교에서 배운 삼각비와 고등학교 수학 II에서 배운 삼각함수의 여러 가지 공식
을 이용하여 두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고, 삼각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는 과정
을 확인하는 문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 문제 유형의 적절성
문제 구성(※)에서 주어진 그림과 같이, 두 원이 외접하면서 부채꼴에 내접하는 상황
에서 (1-1)은 부채꼴의 중심각이    일 때,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  과  를 구하는
것이다. 도형(삼각형, 내접원 등)의 성질과 삼각비를 이용하면 해결 가능한 비교적 쉬
운 문제이다. (1-2)는 부채꼴의 중심각이         일 때, 두 원의 반지름의 길
이  과  를  의 삼각함수로 나타내고  →  일 때    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것이
다. 단순 암기가 아닌 삼각함수의 여러 가지 성질 및 삼각함수의 극한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로 수학교과에 대한 이해 및 분석 능력,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
제이다. 제시문은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공식의 삼각함수 표현이기에 불필
요하지만, 도형을 분석하는데 기초적인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 같다. 학
생들은 직각삼각형을 찾아내고 각 변의 길이를 정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시작하는 아이디
어를 얻을 수 있다.
○ 문제 난이도의 적절성
수능 기출이나 모의고사 문제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의 문제라서 정규교육과정을 이
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수준의 문제이다.
○ 종합의견
주어진 제시문, 문제의 내용, 출제의도, 모범답안 어디에도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
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은 없다. 삼각함수와 도형(삼각형, 내접원 등)의 성
질을 이용하여 두 내접원의 반지름인  과  을 부채꼴의 중심각  의 삼각함수로 표
현하고  →   일 때    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부합하
며,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에 쉽게 접근하고 풀이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수준의 문제이다.
두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에 대한 삼각함수로 다양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채
점할 때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또한 문제 구성(※)에서 부채꼴과 두 내접원
과의 교점에 이름을 붙여주었다면 답안 작성과 채점이 수월했을 것이다.

② 논술우수자 자연계(오전) 문항2
문항 및 제시문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25점)
좌표평면에서 점       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다.

  

(※) 직선        와 타원         이 있다. (단,  는 상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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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타원  와 직선  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의 범위를 구하시오. (10점)
(2-2) 타원  와 직선  이 서로 다른 두 점    에서 만난다고 하자. 좌표평면의 원점
 에 대하여 삼각형  의 넓이의 최댓값과 이때의  의 값을 구하시오. (15점)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책 8]

성취기준

7. 기하와 벡터, 이차곡선, 타원: 타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이해한다.
5. 수학 II, 미분법, 도함수의 활용: 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이해하고,
이를 판정할 수 있다.
※ 문제 출제에 활용한 고등학교 교과서 및 기타 자료

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기타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수학

이재학 외 6인

(주)금성출판사

2009

177

수학 II

유희찬 외 12인

(주)미래엔컬처그룹

2010

176~17
9

수학 II

최용준 외 9인

(주)천재교육

2010

161~16
5

기하와 벡터

김수환 외 13인

(주)교학사

2010

52~56

기하와 벡터

계승혁 외 5인

성지출판(주)

2010

58~61

2016학년도 인하대학교 논술 모의고사 자료집, 65쪽

자체평가위원회 문항 분석
○ 고교 교육과정 수준 준수 여부
이차곡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이차방정식의 판별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점과 직선 사
이의 거리, 미분을 활용한 최대‧최소 등을 적용하는 과정을 확인하는 문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 문제 유형의 적절성
(2-1)은 타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상수  의 조건을 구하는
것이다. 판별식 또는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수학
적 이해와 적용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2-2)는 타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 두 점과 원점을 세 꼭짓점
으로 하는 삼각형의 최대 면적을 구하는 것이다. 타원과 직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좌표를 정하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하여  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최댓값을 구하기 위해 여러 도구 중 미분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등 고
등학교 교육과정의 여러 가지 요소를 같이 알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학생의 논
리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풀이 방향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 문제 난이도의 적절성
수능 기출이나 모의고사 문제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의 문제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연습이 되어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난이도가 적절한 수준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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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의견
주어진 제시문, 문제의 내용, 출제의도, 모범답안 어디에도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
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은 없다. 2016학년도 모의논술에서 경험했던 이차곡선과
직선과의 위치관계를 다루고 있고 미분을 이용하여 최댓값을 구할 수 있는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매우 부합하며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실력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보편적
수준의 문제이다. 제시문(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제공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
시문을 제공함으로써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방법(세 점의 좌표를 활용한 행렬식 방
법)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지 말라는 의도를 보여주어 답안 작성의 방향을 정해주었
다는 의미에서 제시문의 제공은 바람직했다.

③ 논술우수자 자연계(오전) 문항3
문항 및 제시문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25점)
(가) 양의 정수  과  ≤  ≤    인 정수  에 대하여, 조합의 수

 

는 등식

(※)
양의 정수  에 대하여, 도미노 타일과 정사각형 타일을 사용하여 서로 겹치지 않
                 을 만족한다. 위 등식을 파스칼의 공식이라고 한다.
게  ×  크기의 직사각형을 전부 덮을 때, 도미노 타일을 짝수개(0개 포함) 사용하는
방법의 수를  이라 하고, 도미노 타일을 홀수개 사용하는 방법의 수를  이라 하자.
(나)  ×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정사각형 타일’이라 부르고,  ×  크기
 ,   ,   ,    이다.
예를
들어, 모양의
의 직사각형
타일을 ‘도미노 타일’이라 부르자. 도미노 타일 개와 정사각
형 타일 개를 사용하여 서로 겹치지 않게  ×  크기의 직사각형을 전부 덮는 방법은
(3-1) 도미노 타일  개와 정사각형 타일     개를 사용하여 서로 겹치지 않게
다음과 같이  가지가 있다.

 ×  크기의 직사각형을 전부 덮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단,  는  ≤  ≤  인

정수이다.) (5점)
(3-2)  과  의 값을 구하시오. (5점)
(3-3) 모든  ≥  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10점)
(※) 양의 정수  에 대하여, 도미노 타일과 정사각형 타일을 사용하여 서로 겹치지 않
게  ×  크기의 직사각형을 전부 덮을 때, 도미노 타일을 짝수개(0개 포함) 사용하는
방법의 수를  이라 하고, 도미노 타일을 홀수개 사용하는 방법의 수를  이라 하자.
예를 들어,   ,   ,   ,    이다.
(3-1) 도미노 타일  개와 정사각형 타일     개를 사용하여 서로 겹치지 않게

 ×  크기의 직사각형을 전부 덮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단,  는  ≤  ≤  인

정수이다.) (5점)
(3-2)  과  의 값을 구하시오. (5점)
(3-3) 모든  ≥  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10점)
        
          



(3-4) 모든  ≥  에 대하여    ≤  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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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책 8]

성취기준

6. 적분과 통계, 이항정리: 이항정리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다.
3. 수학 I, 수열, 수학적 귀납법: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해한다.
※ 문제 출제에 활용한 고등학교 교과서 및 기타 자료

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기타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적분과 통계

계승혁 외 5인

성지출판(주)

2010

94~99

적분과 통계

최용준 외 9인

(주)천재교육

2010

91~95

수학 I

김해경 외 8인

(주)더텍스트

2010

144~149

수학 I

이준열 외 9인

(주)천재교육

2010

155~162

수학 I

황석근 외 12인

(주)교학사

2010

135~140

2016학년도 인하대학교 논술 모의고사 자료집, 63쪽

자체평가위원회 문항 분석
○ 고교 교육과정 수준 준수 여부
조합의 수, 파스칼의 정리, 점화식에 대한 이해 등은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서 다
루는 내용으로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고,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를 추론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 문제 유형의 적절성
소문제를 통해 학생의 수학교과에 대한 이해 및 분석 능력을 측정할 수 있고, 제시문
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과  을 조합의 수로 표현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후 식으로 표현하는 논리적 사고력과 수열의 규칙을 추론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에서 조합의 수와 연관된 파스칼의 공식과 2개의 정사각형 타일과 2개의 도미노
타일을 가지고 겹치지 않게  ×  직사각형 타일을 덮는 방법의 수를 그림을 통해 자세
히 제공하였다. (3-1)과 (3-2)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제시문은 충분히 적절하였다.
○ 문제 난이도의 적절성
(3-1)과 (3-2)는 수능형 문제집에서 경험한 문제라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수준의 문제이다. 하지만 (3-3)과 (3-4)는 증명에 대
한 부담이 많이 작용했을 것이고 답안 작성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제시문에
제시된 파스칼의 정리를 이용하고 논리적으로 항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순환하는 수열을
찾아내는 과정 등을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하는 난이도가 꽤 높은 수준의 문제이다.
○ 종합의견
주어진 제시문, 문제의 내용, 출제의도, 모범답안 어디에도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
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은 없다. 2016학년도 모의논술에서 경험했던 조합의 성질
과 파스칼의 정리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 제시문을 이해하면 (3-1)은 쉽게 풀 수 있으나 (3-2)와 (3-3)은 나름 집중
력과 분석력이 필요하다. (3-4)는 발견적 추론 능력을 묻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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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학생들의 사고의 확장이 필요한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과 서술 능력이 요
구되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이다.
문제 구성(※)에서‘예를 들어,   ,   ,   ,    이다.’를‘ ,  ,
 ,  ’순으로 보여주는 것이 논제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다.

④ 논술우수자 자연계(오전) 문항4
문항 및 제시문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25점)
연속함수    에 대하여, 함수    를

         


   





   





라고 정의하자. 그러면      일 때



≥

         

      




 

    



     












     



   





   











  













   ≥ 



이다.
(※) 함수    를

   sin      


   









 sin   라고 정의하자.

(4-1)    의 값을 구하시오. (10점)
(4-2)       를 만족하는  의 최솟값을 , 최댓값을  라고 할 때, 정적분





 sin   의 값을 구하시오. (15점)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책 8]

성취기준

6. 적분과 통계, 적분법: 부분적분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
다.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 문제 출제에 활용한 고등학교 교과서 및 기타 자료

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적분과 통계

최용준 외 9인

(주)천재교육

2010

48~62

적분과 통계

최봉대 외 6인

(주)중안교육진

2010

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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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연구소
적분과 통계

윤재한 외 23인

(주)더텍스트

2010

52~62

적분과 통계

계승혁 외 5인

성지출판(주)

2010

41~48

기타

2015학년도 수능 수학 짝수 B형 30번 문제

자체평가위원회 문항 분석
○ 고교 교육과정 수준 준수 여부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를 이용하여 함숫값을 구하고,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문
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 문제 유형의 적절성
주어진 제시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여 표현된 함수의 그
래프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함숫값을 구하는 논리적 계산력과 구간별 그래프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해를 구하는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함수    의 연산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함수    가 증가함수임을 해석할
수 있게 하였다. 문제 구성(※)에서      sin 인 특수한 상황일 때 문제를 해결하
도록 도입하고 있는데, 출제의도에 부합하여 제시문은 적절히 제시되었다.
○ 문제 난이도의 적절성
높은 수준의 논리력을 요구하는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답안작성에
도 높은 집중력과 이해력이 요구되므로 매우 난이도가 높은 문제이다.
○ 종합의견
주어진 제시문, 문제의 내용, 출제의도, 모범답안 어디에도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
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은 없다. 평소 학생들이 경험하지 못한 형태의 문제로 최
상위권 학생을 제외한 학생들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어려운 이유는   
를 파악하는 것이다. 함수    의 그래프 모양을 그리거나 구간에 따라 함수    의
값을 생각해야 하는 것 자체가 평가의 대상과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4-2)에서 
를 구하고,  는 임의의 값에 대하여 정적분 값이 정해진다는 것은 일반학생들이 해결
하기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이다.

⑤ 논술우수자 자연계(오후) 문항1
문항 및 제시문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25점)
(가)‘제곱수’란

어떤 양의 정수의 제곱이 되는 수이고, ‘세제곱수’란 어떤 양의 정

수의 세제곱이 되는 수이다. 또한, ‘거듭제곱수’란 어떤 양의 정수  과 2 이상의 정
수  에 대하여  꼴인 수를 말한다. 단,  은 거듭제곱수이다.
(나)

            이다.

(1-1)  부터  까지의 정수 중, 제곱수 또는 세제곱수인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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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곱수나 세제곱수가 아닌 양의 정수들의 수열                  ⋯ 에
대하여,  번째 항을 구하시오. (7점)
(1-3)  부터  까지의 양의 정수 중, 거듭제곱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8점)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책 8]

성취기준

1. 수학, 수와 연산: 집합의 연산법칙을 이해한다.
※ 문제 출제에 활용한 고등학교 교과서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고등학교

수학

계승혁 외 3인

성지출판(주)

2009

15~23

교과서

수학

이재학 외 6인

(주)금성출판사

2009

12~21

자체평가위원회 문항 분석
○ 고교 교육과정 수준 준수 여부
거듭제곱 수에 대한 정의와 집합의 연산법칙을 알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고교 교
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 문제 유형의 적절성
고도의 수학적 능력보다는 거듭제곱으로 생겨나는 규칙과 체계적으로 수를 나열하는
정도의 능력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문제 해결에 접근 할 수 있는 정보인
제곱수, 세제곱수, 거듭제곱수의 정의와 예시가 제시문에서 제공되었다.
○ 문제 난이도의 적절성
집합의 연산과 수의 분류를 통해 이해력과 논리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비
교적 쉬운 수준의 문제이다.
○ 종합의견
주어진 제시문, 문제의 내용, 출제의도, 모범답안 어디에도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은 없다. 용어와 내용이 수험생들에게 친숙한 문제이다. (1-1),
(1-2), (1-3)의 출제의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으므로 수험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집합의 연산법칙과 거듭제곱으로 생겨나는 규칙과 체계적으로 수를 나열하는 정도의
능력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문제이다. 하지만 사소한 실수나 어긋난 나
열로 인해 엉뚱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개수’를 구하는 문제를 바꿔서 특정 범위
안에 포함되는 (세, 거듭)제곱수를 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정수’와‘양의 정수’,‘세제곱수인 정수의 개수’와‘거듭제곱수의 개수’등 진술
이 서로 다르게 제시된 부분이 있는데 수험생들은 사소한 차이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
하고 그 차이를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므로 (1-1)과 (1-3)의 문구가 서로 일치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제시문에‘단, 1은 거듭제곱수이다.’라는 문장은 숫자‘1’이‘제
곱수와 세제곱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읽힐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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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논술우수자 자연계(오후) 문항2
문항 및 제시문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25점)
차수가    이하인 다항식    를 서로 다른  차식들의 곱인  차 다항식

  
           ⋯     으로 나누어 얻어진 유리식      는 항상
  


   



의 꼴로 나타낼 수 있다.

 

 




(※)양의 정수  에 대하여             ⋯     이라 하고       이라 하자.
   
(2-1) 유리식     를 제시문과 같이





              로 나타낼 때, 상수  ,  ,  ,  , 





의 값을 구하시오. (10점)


(2-2) 양의 정수  에 대하여     를 제시문과 같이     



로

 

나타낼

 



때,    

    를 구하시오. (15점)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책 8]

성취기준

1. 수학, 문자와 식: 유리식의 뜻을 알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6. 적분과 통계, 순열과 조합: 이항정리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문제 출제에 활용한 고등학교 교과서 및 기타 자료

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수학

이재학 외 6인

(주)금성출판사

2009

94~98

수학

계승혁 외 3인

성지출판(주)

2009

105~110

수학

김수한 외 9인

(주)교학사

2009

92~96

수학

황선욱 외 2인

좋은책 신사고

2009

94~98

적분과 통계

최용준 외 9인

(주)천재교육

2010

91~96

적분과 통계

성지출팜(주)

계승혁 외 5인

2010

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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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위원회 문항 분석
○ 고교 교육과정 수준 준수 여부
항등식의 성질, 분수식의 계산, 조합의 성질, 이항계수의 성질 등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으므로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 문제 유형의 적절성
주어진 유리식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2개 이상의 유리식의 합으로 나타내고, 분자들의
계수를 조합의 수로 표현한 후, 이항정리를 이용하여 해를 구하는 문제로 높은 수준의
분석력과 고등학생들이 평소에 자주 경험해 보지 않는 많은 항으로 연결된 다항식을 정
리하는데 논리적 사고력이 요구되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
되었지만 제시문의 내용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전에 익히고 확인해야 할
내용은 아니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 제시는 필요하나 논제에서 활용되지 않는 제
시문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 문제 난이도의 적절성
(2-1)은 평소 비슷한 유형을 풀어 본 수험생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난이도가 중간
수준의 문제이다. (2-2)는 (2-1)의 방법과 같지만 양변에     를 곱하는 방법으로 풀
지 않고 계산력으로 푼 수험생들은 (2-2)의 전개가 어려웠을 것이다. (2-2)에서는 문자
로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식을 정리해 나가는 능력도 필요하고, 계수를 조합의
수로 표현한 후 이항정리를 이용하는 등 논리적 사고력을 요하는 난이도가 높은 수준의
문제이다.
○ 종합의견
주어진 제시문, 문제의 내용, 출제의도, 모범답안 어디에도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
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은 없다. 유리식을 정리한 식에서 상수의 값을 얻어내고,
이를 일반적인 형태로 확산시켜 계수를 구하는 문제로서, 이는 고등학생들에게 식의 변
화에 대한 패턴의 인식과 일반화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문제이다.
(2-1)은     를 곱하는 방법으로 풀었다면 쉽게 계수를 구할 수 있으나 통분을 시
도하여 계산력으로 풀었다면 (2-2)에서 일반화가 어려웠을 것이다.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이다. (2-2)에서는 수학의 정교성을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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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논술우수자 자연계(오후) 문항3
문항 및 제시문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25점)
평면  밖의 한 점  에서 평면  에 내린 수선의 발  ′을 평면  에 내린 점  의
정사영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도형  에 속하는 각 점을 평면  에 내린 정사영 전
체로 이루어진 도형  ′을 평면  에 내린 도형  의 정사영이라고 한다. 직선  이
평면  와 수직이 아닐 때, 직선  을 평면  에 내린 정사영  ′ 은 직선이 된다.
(※) 구           과 평면        이 만나서 이루는 원을  라고 하자.
(3-1) 원  의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5점)


(3-2) 방정식         로 주어지는 직선  의 평면        에 내린


정사영이 원  의 중심을 지나도록 하는 상수  의 값을 구하시오. (10점)
(3-3) 점         와        , 원  위의 점  에 대하여, 내적 
 ∙ 
 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10점)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책 8]

성취기준

7. 기하와 벡터: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벡터
※ 문제 출제에 활용한 고등학교 교과서 및 기타 자료

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기하와 벡터

황석근 외 12인

(주)교학사

2010

80~167

기하와 벡터

김수환 외 13인

(주)교학사

2010

77~166

기하와 벡터

계승혁 외 5인

성지출판(주)

2010

89~188

기하와 벡터

정상권 외 8인

(주)금성출판사

2010

78~166

기하와 벡터

김해경 외 23인

(주)더텍스트

2010

8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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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위원회 문항 분석
○ 고교 교육과정 수준 준수 여부
구, 평면, 직선, 정사영, 내적 등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으
므로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 문제 유형의 적절성
구와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단면이 원임을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원의 중심과 반지름
의 길이를 구하고, 주어진 직선의 정사영이 이 원의 중심을 지나려면 원의 중심을 지나
는 평면의 법선과 직선이 만나면 된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추론한 후, 원 위의 임의의
점에서 내적의 최댓값을 구하는 문제로 매우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교과서에서 다루는 점, 직선, 도형의 정사영의 정의를 설명하고 직선의 정
사영이 직선이라는 것을 제시하여 (3-2)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3-3)을
해결할 수 있는 제시문은 아니었다.
○ 문제 난이도의 적절성
(3-1)과 (3-2)는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이다. 그러나 (3-3)은 구하려고 하는 내적 값을 구체적인 식으로 표현하고 계
산하는 과정에서  의 범위를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을 통해 얻어내는 것이 학생들에게 상당
히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3-3)은 (최)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기에 적절한 문제이다.
○ 종합의견
주어진 제시문, 문제의 내용, 출제의도, 모범답안 어디에도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
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은 없다. 구와 평면이 만나서 원이 생겨나고, 한 직선의
정사영이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한다는 단계적 상황 전개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다.
(3-3)은 (3-1)과 (3-2)의 내용과의 연결성이 다소 부족하긴 하나,  의 범위를 통해 내
적의 최댓값을 구하는 과정이 매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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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논술우수자 자연계(오후) 문항4
문항 및 제시문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25점)
(가)

닫힌 구간    에서 연속인 함수      의 그래프와  축 및 두 직선    ,

   로 둘러싸인 도형을  축의 둘레로 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를  좌표가  인
점을 지나  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그 단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인 원이
된다. 그 단면의 넓이를    라고 하면        이 된다. 따라서 이 회전체
의 부피는 다음과 같다.


(나)









          


두 함수     ,      가 미분가능할 때, 합성함수       도 미분가능

하며 그 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     ′  


(다)

함수    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라 하고, 함수    가 미분가능할 때,

제시문 (나)의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미분공식을 얻는다.






  






                 ′  


(※) 아래의 그림과 같이 부등식

   ≤  ,

 ≥  으로 주어진 영역이 직선

         에 의해 분할된 두 부분 중 위쪽 영역과 아래쪽 영역을 직선    를
중심으로 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를 각각         라고 하자.












(4-1)          를 구하시오. (10점)
(4-2)     를  에 대하여 미분하면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상수  과  를 구하시오.
 










(10점)


(4-3)          가    에서 최솟값을 가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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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값을 구하시오. (5점)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적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책 8]
6. 적분과 통계, 적분법, 정적분의 활용: 회전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
※ 문제 출제에 활용한 고등학교 교과서 및 기타 자료

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적분과 통계

최용준 외 9인

(주)천재교육

2010

56~69

적분과 통계

최봉대 외 6인

(주)중안교육진흥
연구소

2010

56~73

적분과 통계

윤재한 외 23인

(주)더텍스트

2010

55~68

적분과 통계

계승혁 외 5인

성지출판(주)

2010

45~52

수학 II

윤재한 외 23인

(주)더텍스트

2010

110~191

수학 II

정상권 외 8인

(주)금성출판사

2010

112~196

자체평가위원회 문항 분석
○ 고교 교육과정 수준 준수 여부
회전체의 부피, 미・적분을 활용하여 계산하고 값을 구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므
로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 문제 유형의 적절성
원        ≥   이 주어지고 직선          에 의해 분리된 두 도형을
각각 직선    를 축으로 하여 회전시켜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고, 두 부피의 차가 



       )을 통하여 이해하고, 또
의 식으로 간단히 정리됨을 논리적 분석(





한 부피의 미분을 도형의 넓이 관계에 의하여 변형됨을 기하적인 분석을 통하여 이해한
후, 부피의 최솟값을 구하는 문제로 매우 논리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회전체의 부피 공식, 합성함수의 미분법, 적분범위가 함
수로 주어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법)는 제시문에서 충분히 제공되었다.
○ 문제 난이도의 적절성
미분과 적분의 여러 가지 성질과 공식을 동시에 이용하는 논리적이고 종합적인 사고
력을 요구하는 문제이며 계산 또한 복잡하여 최상위권 학생을 제외한 학생들은 해결하
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제시문에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주어지는 회전체의 부피를
식으로 표현하기까지 높은 논리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이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
행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문제로 난이도가 매우 높다.
○ 종합의견
주어진 제시문, 문제의 내용, 출제의도, 모범답안 어디에도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
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은 없다. 제시문과 논제 모두가 논리적으로 연결되면서
한 체계를 이루었다. 주어진 원의 내부와 직선   가 만들어내는 두 회전체와 관련된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적분과 미분을 활용하는 능
력을 평가할 수 있다.
평소 학생들이 경험하지 못한 형태의 문제로 최상위권 학생을 제외한 학생들은 해결
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시문 (다)의 내용은 교과의 내용 개념을 이해
하고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내용이므로 학생들에게는 익숙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며, 이 제시문의 활용이 들어가는 문제들에서 난이도가 높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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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면접고사의 선행학습 영향 분석
우리대학 학생부교과 및 학생부종합, 재외국민(의예과)전형의 면접고사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문항의 출제의도, 채점
기준, 모범답안 등이 명확하고 적절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출제문제가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도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질문 문항별 답
변 가능한 내용에 대한 출제자의 모범답안 등을 토대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자체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교사들은 면접문항이 실제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토론주제
로 활용되고 있는 내용과 수준이며, 실제 지도하여 본 경험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전
반적인 수준에서 보면 각 전형에서 고교 교육과정에 적합한 수준의 면접문항이 출제
되었으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 또한 부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음은 2016학년도 우리대학 면접고사의 각 문항별 선행학습 영향에 대한 자체평
가위원회의 평가내용이다.

1. 2016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서류제출기반 면접
우리대학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
개서, 추천서 등의 서류를 기반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2016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제출서류 기반 면접문항 예시>
구분

내용
* 성장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
떠한 영향을 받았습니까?
* 남들보다 조금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온 자신에게 다른 학생들과 구별되는

성장과정

자신만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신에게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언제였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중고등학교 후배가 있다면 어떠한 조언을 해
주고 싶습니까?
* 임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 임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일)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어떻게 해
결하였습니까?

리더십활동

*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무엇을 배웠다고 생각하십니까?
*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에게 부족했던 점은 무엇이라고 느꼈습니까? 그
것을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 임원으로 활동하기 전과 후의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였을 때 임원활동을

봉사활동

하면서 무엇이 가장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OO에서 봉사하였다고 했는데, 그러한 봉사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구
체적으로 어떠한 봉사를 하였습니까?

- 50 -

구분

내용
*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봉사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웠다고 생각합니까?
*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그러한 봉사활동이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 습관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
쳤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 고등학교 때 OO동아리 활동을 하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동아리의 성
격과 활동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동아리활동

* 동아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고등학교 때 동아리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에서 전공공부
이외에 해보고 싶은 동아리나 기타 활동이 있습니까?
* (구체적인 책이나 방송 프로그램을 언급한 경우) OO 책(프로그램)을 읽었
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왜 그 책(프로그램)이 자신에

독서활동

게 인상적이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 꾸준히 전공 관련 독서(신문기사 스크랩, 방송 시청 등)를 했다고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책(기사, 프로그램 등)은 무엇이며, 왜 그렇습니까?
* 고등학교 재학 중 좋은 성적을 유지한 자신만의 공부 방법은 무엇입니까?
대학에 입학하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입니까?

교과관리

* 성적이 많이 향상 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계기는 무엇이며 성적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특별한 전략이나 방법이 있었습니까?
* (총학생회장, 동아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시간 관리를 했습니까?
* 앞으로 OO 분야에서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에 관심이 있으며 그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 장래희망이 OO라고 했는데, 그러한 꿈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대학생이 되면, OO가 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할 계획입니까?
* 장래희망이 OO라고 했는데, OO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대학생이 되면 그러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까?

장래희망

* 앞으로 OO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OO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부족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더욱 실력 있는 OO가 되기 위해 대
학생활을 어떻게 보낼 계획입니까?
* 장래희망이 OO라고 했는데 더욱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회사,
광고 등)을 만드는 OO가 되고 싶습니까? 이를 위해 대학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까?
* 앞으로 OO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현재 그 분야에 본받고 싶은‘롤모델
(role model)'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분의 어떠한 점을 닮고 싶습니까?
* OO에서 OO을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으며, 그러한 활

기타활동

동을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 OO 했다고 했는데 어떠한 계기로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까? 구체적
으로 OO에서 어떠한 일을 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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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 면접(인성/적성)
① 학생부교과 인문계(오전)-인성
문항 및 제시문
◉ 질문
한국 사회는 부의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빈부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경제
적 불평등 심화가 개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해보고, 그것을 완화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 후속질문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에 따른 고등학교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정 사회과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① 사회 불평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 불평
등 현상을 살펴본다.

성취기준

③ 사회 계층 구조와 사회 이동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한다.
④ 빈곤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방안을 모색한다.
⑦ 사회 복지의 의미와 현황을 파악하고, 복지 제도의 역할과 한
계를 살펴본다.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

이영민 외

비상교육

2010

294쪽

자체평가위원회 문항 분석
◉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고등학교 도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등의 교과목에서 개인의 권리와 책임이 인
간의 존엄성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학습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한 공감과
연민에 대한 본 질문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고등학생이라면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문항이다. 특히 『윤리와 사상』 가운데 데이비드 흄(D. Hume)과 애덤 스미스(A.
Smith)를 학습할 때, 타자에 대한 공감과 연민은 두 사상가의 핵심주장으로 반드시 등
장한다.
후속질문인 지원전공분야의 사회기여에 대한 문제는 고등학교 진로과목 등의 시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상황이고, 토의 및 발표를 통해 충분하게 학습하고 있다. 또한 『독서
와 문법』 시간에 독서영역 가운데 인문 지문 읽기 자료로 다음과 같은 요지의 텍스트
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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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유형의 적절성
질문자체에 대한 답변 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과 연민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지원자가 답을 한 내용에 따라 충분히 변별력이 있는
문항이다. 자기이해 및 가치관, 전공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할 ①공감과 연민을 느꼈
던 구체적 사례를 먼저 들고, ②왜 타자의 고통에 대해 무관심하기 보다는 서로 공감하
고 연민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타당한 이유를 들어 설명하라는 질문은 자
체로 구성력을 가진다. 먼저 수험생은 ①에 대해서 개인적, 국내적, 지구적 사례 등 가
운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려면, 질문에 대한 이해력, 분석력, 표현력 등을 갖춰
야 한다. 또한 ②에 대해서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고 타자와의 연대를 통해서 공동
체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요지의 답변을 하려면 논리력, 표현력 등을 동원해야 한다.
◉ 문제 난이도의 적절성
수험생은 타자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느꼈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개인적인
사례를 비롯해서 국내외적으로 이슈화된 사례 등을 들면 될 것이다. 또한 수험생의 일
상 생활 속에서 겪었던 사례도 얼마든지 거론할 수 있다. 예컨대 대학입학을 앞둔 수험
생 정도면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남의 고통에 무관심하기 보다는 서로 공감하고 연
민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생이라면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본질적인 것을 평가하고 있는 문항이고 충분한 고민과 사고를 통해 답변이 가
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난이도의 문항이다.
◉ 종합의견
이 면접 문항은 주변의 상황에 대해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공감하거나 연민
을 느끼는 수험생의 인성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문항이다. 국어 교과의 『문
학』 교과서 중 박지원의 소설 「광문자전」을 학습할 때도 이 주제는 빠지지 않을 정
도여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충실히 반영해서 출제되었다.
다양한 답변이 예상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채점기준이 필요하며 면접
을 충분히 사전에 연습을 하여 대답만 잘 하는 학생들을 가려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

② 학생부교과 인문계(오후)-인성
문항 및 제시문
◉ 질문
“덕은 악을 포용하는 것이고, 정의는 악을 응징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덕이 있
는 사람과 정의로운 사람 중 사회에 누가 더 필요한지,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그 이유
를 제시하시오.
◉ 후속질문
모둠활동에서 맡은 일을 안 하고 무임승차하려는 학생이 있을 때, 이 학생을 포용하고 같
이 가자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이 학생을 배제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과 이유를 제시하시오.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윤리와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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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

㈔ 현대의 덕 윤리
③ 덕 윤리의 문제점 및 한계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천재교육

2012

166

윤리와 사상

박효종 외

교학사

2011

156-159

자체평가위원회 문항 분석
◉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이 면접문항은 평소 고등학교 국어와 사회 시간에 다루는 주요 토론 주제 가운데 하나
이다. 따라서 검토 교사들은 이 문항이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데에 이의를 제
기하는 사람은 없다.『화법과 작문』성취기준·성취수준을 살펴보면 ‘화법’ 성취기준
31021-3. ‘토론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가 명시돼 있다. 이 성취기준
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문제 중 대표적인 것으로 ‘덕과 정의’의 문제를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덕의 문제는 『윤리와 사상』 시간의 동양철학 단원에서 맹자의 성선설, 순자
의 성악설, 고자의 성무선악설 등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정의의 문제는 서
양철학 단원에서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와 존 롤스의 정의론을 대비하여 깊이 있게 배
운다. 따라서 이 면접문항은 고등학교 국어와 사회, 그리고 윤리 교과의 교육과정을 잘
따르고 있다고 하겠다.
◉ 문제유형의 적절성
수험생은 면접 문항의 ①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려면 이해 및 분석력을 지니고 있어
야 한다. ②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려면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다른 항목에 비판적 의
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해 적절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밝혀야 한다.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다
시 말해 두 항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그 이유를 제시하려면
수험생은 기본적으로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등 고등사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등사고능력은 수험생이 어떠한 전공을 선택하든지
간에 충실히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 소양이다. 결론지어 이 면접문항은 자기이해 및 가
치관은 물론이거니와 전공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할 수 있는 변별력 있는 문항이다.
◉ 문제 난이도의 적절성
덕과 정의의 구분에서 평상시 깊이 있게 생각한 지원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문항이다.
평상시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나 덕과 정의 등 철학적인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토
론 등의 학습을 한 지원자라면 답을 쉽게 할 수 있으며, 대학 입학을 앞둔 고등학생이
라면 한 번 이상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로 면접을 준비했던 경험이 있거나 교내 찬반
토론 대회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문항이다. 다만, 논리적인 사
고력이 필요하며 덕과 정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별력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후속질문인 모둠활동의 무임승차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덕목에 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인문계열 인성문제로 매우 적절한 문항
이며, 적절한 난이도를 가진 문항이기에 변별력도 우수한 문항이다.
◉ 종합의견
덕과 정의, 후속질문인 모둠활동의 무임승차는 개인의 도덕적 규범 및 사회적 현실에
서의 선택문제로 지원자 개인의 가치관 및 윤리관에 따라 다양한 답이 나오리라 생각된
다. 자신의 생각을 막연하게 답한다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지만 교육과정을 통해 토
론 또는 논술관련 수업을 받았거나 다양한 독서 등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지원자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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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답한다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인문 사회계열을
지원한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소양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은 아니지만 지원자의 인성을
파악하고 논리적 설명을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는 문항이다. 후속 질문으로 나온, 무임
승차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사회적 신뢰 구축에도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시사적이
면서도 교육적인 내용이었다.

③ 학생부교과 자연계(오전)-인성
문항 및 제시문
◉ 질문
인성 면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에게 무엇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구체적인 사례나 경험을 들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보시오.
◉ 후속질문
바람직한 인성을 기르기 위해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 – 41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과과정 도덕

성취기준

1.생활과 윤리

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생활과
윤리

남궁달화외

교학사

2011

15, 34, 186

미래엔
컬처그룹

2010

18

도덕

자체평가위원회 문항 분석
◉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고등학교 도덕, 생활과 윤리 등의 교과목에서 가볍게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문항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준수한다. 질문의 핵심개념인 고등학생의 인성에 대한 문제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와 경험은 기본적인 인성에 관한 문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사회교과, 국어교
과 등의 학습시간에 토론과정을 통해 고민한 내용이고, 고등학교 생활 중자신의 경험을
잘 정리하여 답한다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문항이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
준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자연계열 학생의 경우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을 답하
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학습활동이 없다면 쉽게 답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평소
사회교과와 국어교과 등에서 자주 토론과정에 주제로 다루었을 것이라 생각되며, 수업
시간에 성실하게 활동한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다. 후속질문인 바람직한
인성을 기르기 위한 노력에 대한 문제도 고등학교 진로과목 등의 시간에서 중요하게 다
루는 상황이고, 토의 및 발표를 통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에
서 성실하게 학습했다면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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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유형의 적절성
전공과 관련한 평가보다 인성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
답을 해야 하기에 구체적인 사례의 정도에 따라 변별력이 있는 평가문항으로 볼 수 있
다. 후속질문의 경우 바람직한 인성을 기르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필요한 노력은 개별
전공과는 직접 연관이 없지만 기본 인성과 관련된 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논리적
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하다.
◉ 문제 난이도의 적절성
우리나라 고등학생에게 부족한 인성과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의외로 지
원자가 당황하여 쉽게 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평소 고민을 하고 다양한 토론 수업이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문
항이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측면에서 쉬운 난이도의 문항이라고 생각되지만, 지원
자 자신의 경험을 들어 적절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논리성 또한 필요하다.
◉ 종합의견
자연계열 문항이었지만 인문사회계열에도 적용할 수 있을 문항으로 계열에 관계없이
개인의 인성부분을 판단하기에 적절한 문항이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지원자가 속해있는 집단을 이해하고, 집단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가능
한지를 가늠해보는 것이다. 답변의 논리에 관해서는, 다양한 독서활동과 교과학습을 통
해 충분히 생각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경험했다면 쉽게 답할 수 있다. 수험생들이 자신
의 논리를 펼칠 때 가장 친숙한 전개방식이 ‘예시’나 ‘비교’인데, 설사 수험생들이 그러
한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위해서는 이러한 논리 전개 방식을
필수적으로 배우고 익혀야 한다.

④ 학생부교과 자연계(오후)-인성
문항 및 제시문
◉ 질문
개발 중인 신제품이 있다. 지금 출시하면 시장 선점이 가능하지만 제품의 완성도가 낮
은 반면, 1년 후 출시하면 점유율은 낮을 수 있지만 제품의 완성도는 높일 수 있다. 두
상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어떤 보완 조치가 필요한지 말해보시오.
◉ 후속질문
공학도로서 가져야 할 윤리 중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해보시오.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 – 14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과과정 생활과 윤리

성취기준

사회 정의와 직업윤리
직업 생활에서 직업윤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각의 직
종에 요구되는 직업적 책임과 의무에 기초하여 직업 생활을 영위
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직업 생활의 윤리적 의의 및 직업
생활에 필요한 윤리에 대해 탐구하고, 기업가와 근로자, 전문직 종
사자와 공직자의 직업 활동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 56 -

있는 개인 윤리적 방안과 사회 윤리적 방안에 대하여 토론한다.
① 직업의 의의와 직업 윤리의 중요성
④ 전문직의 윤리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고등학교 교과서

생활과 윤리

남궁달화 외

㈜교학사

2012

쪽수

자체평가위원회 문항 분석
◉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질문의 핵심개념인 선출시 후개발과 선개발 후출시의 상황에 대한 선택과 이에 따른
보완조치의 문제는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적절하게 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후속질문인 공학도로
서 가져야할 윤리에 대한 문제는 다양한 공동체 생활에서 본인이 지닌 장단점을 제시하
고 특히 본의의 부족한 부분인 단점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노력을 답해야 하므
로 개인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으며, 전공에 대한 기본 소양까지 모두 평가할 수 있다.
자연계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출제한 면접 문항이지만 경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융합적 사고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이기도 하다.
◉ 문제유형의 적절성
선출시 후개발, 선개발 후출시에 대한 선택의 질문으로 전공에 대한 기본 소양보다 개
인의 가치관을 판단하기 위한 인성문항이다. 특히 후속 질문인 공학도로서 가져야 할 윤
리에 대한 질문은 자연계열 학생의 전공에 대한 관심 및 태도를 평가하기에 매우 적절한
문항이며 자연계열 학생의 전공에 대한 기본 소양과 가치관, 자기이해까지 모두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신언서판(身言書判) 가운데 판단력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최
근 들어서는 의사결정의 적절성과 창의성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평소 이러한 학습
내용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자연계 수험생들은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답변을 할 수밖
에 없을 것이다. 두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자연계 수험생들이 논리력과 표
현력을 갖춰 자신의 인성까지 드러내면서 피력해야 하기 때문에 변별력 있는 문항이다.
◉ 문제 난이도의 적절성
창업을 꿈꾸거나 『경제』과목을 이수한 자연계 수험생이었다면 유창하게 답변할 수 있
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해력, 분석력, 논리력, 표현력 등이 하루 아침에 길러지지 않는다
는 점에서 자연계 학생에게 쉬운 문항은 아니다. 더욱이 자연과학이나 공학과 관련된 내
용이 아니라 인문계 학생들에게 친숙한 경제와 관련된 융합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후속질문인 공학도로서 가져야할 윤리의 경우 쉬운 듯 보이지만 쉽게 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진로와 직업 교과목에서 논의할 수 있는 주제이며 다른 교과에서도 논리성을
표현하고 인성을 평가할 때 자주 다루는 유형이다.
◉ 종합의견
논리성을 중심으로 지원자의 가치관 형성을 통한 인성을 평가하고자 한 문항이다. 전
공에 따라 논리적인 채점기준과 명확한 모범답안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에서 적절하게 평가된 문항으로 경제적 책임, 윤리적 책임과 더불어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이며, 논리성과 창의적 측면에서 지원자가 선택한 항목에 대해 보완점을 찾는
과정에서 변별력이 발생한다. 논리적 사고력과 판단력은 평상시 성실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공학도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에 해당하는 후속질문은
자열계열 학생들의 기업 윤리와 관련하여 고등학생이라면 반드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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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생부교과 인문계(사회과학대학, 문과대학, 생활과학대학)-적성
문항 및 제시문
◉ 질문
한국 사회는 부의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빈부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 심화가 개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해보고,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 후속질문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사회과

성취기준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① 사회 불평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 불평
등 현상을 살펴본다.
③ 사회 계층 구조와 사회 이동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한다.
④ 빈곤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방안을 모색한다.
⑦ 사회 복지의 의미와 현황을 파악하고, 복지 제도의 역할과 한
계를 살펴본다.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

이영민 외

비상교육

2010

294

자체평가위원회 문항 분석
◉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고등학교 사회 교과에서 다루는 사회계층과 불평등, 양극화 현상에 대한 수업에 성실하
게 참여한 고등학생이라면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문항이다. 질문의 핵심개념인 부의 양극
화, 경제적 불평등의 영향과 완화 방안 등은 다양한 교과에서 기본적인 주제로 자주 언
급되어온 것이고 개인적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단, 후속질문으로 제
시된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이유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사회교과의 내용이므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과목으로 경제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고
등학교 교육과정 중 많은 교과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이고, 토의 및 발표를 통해 연
습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성실하게 학습했다면 충
분히 답할 수 있는 문항이다.
◉ 문제유형의 적절성
문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지망생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이라면, 경제적 불
평등 심화 문제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숙고하고,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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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고등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자신의 전공과 연관
지어 생각해보는 지성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학』시간에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학습할 때 이 면접
문항에서 다루는 논제가 나올 수 있다. 또한 이시영의 「공사장 끝에」가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감상을 하다보면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고통의 심
각성을 이해하고, 그 해결 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에서 면접 문항은 전공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할 수 있는 변별력을 갖추었다.
◉ 문제 난이도의 적절성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방안까지 고민하면서도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므로 변별력
을 갖춘 문항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깊이 있게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은 경우 지원자의
개인적 수준에 따라 난이도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
◉ 종합의견
대학별 고사의 구술면접 문항으로 경제적 불평등 심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것은, 그만
큼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완화하거나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는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심각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학 측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면서 이러한 면접 문항을 출제하다보면, 고교 교
육 정상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교 현장에서는
경제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토론수업을 하거나 글을 써 보게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수험생들은 자
연스럽게 이해력, 분석력, 논리력, 비판력, 표현력 등 고등사고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처럼 대학 측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사회 문제와 관련된 문항을 출제
하고, 고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업 내용의 개선을 가져온다면, 대학과 고교가 서
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⑥ 학생부교과 인문계(경영대학, 경상대학)-적성
문항 및 제시문
◉ 질문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관한 논란이 한창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나
라의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시오.
◉ 후속질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보시오.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적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사회
(9) 경제 성장과 삶의 질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해한다.
(10) 국제 거래와 세계화
국제수지, 환율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제 거래
관계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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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사회

박병익 외

천재교육

2010

264-265, 286-287

사회

김종익 외

교학사

2010

261, 284-289

사회

이동환 외

법문사

2010

273-274, 296-299

자체평가위원회 문항 분석
◉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경제 성장과 안정을 위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해한다’, ‘국제 수지, 환율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제 거래 관계를 이해한다.’ 등의 성취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다. 국제수지, 환율의 개념을 이해해야 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제거래 관계를 이해해
야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경영, 경상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은 다양한 교내
외 활동을 통해 경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리라 판단되므로 충분히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속질문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본인에 미치는 영향의 경
우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과 관심이 부족하고, 관련된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
은 수험생의 경우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 문제유형의 적절성
경영대학, 경상대학 지망생들은 고전적이고 학술적인 경제경영에 관한 내용은 물론,
시사적인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경영 분야가 글로벌 시대에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달 변하는 각국의 금리는 무역을 하고 있는 다자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험생이 기준금리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나라에 미
치는 영향까지를 모두 답변하기 위해서는 평소 경제경영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
어야 한다. 후속질문인 미국 금리 인상이 본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예를 설명하는 문항은
전공에 대한 관심의 잠재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대학, 경상대학을 진학
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항으로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평가하기에 적절한 문항이다.
◉ 문제 난이도의 적절성
평소 다양한 경제관련 지식을 섭렵하거나 꾸준하게 신문을 읽은 학생들이 답변하기에
좋은 문항으로 판단된다. 스스로가 경영대학, 경상대학에 지원할 꿈을 가지고 있다면,
기준 금리(정책 금리, 콜금리)에 관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경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대학측에서는 수험생이 이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 면접 문항을 출제했다고 본다.
◉ 종합의견
글로벌 시대에 따른 경제 관련 문항으로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한 문항이다. 경영 및
경상계열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에게는 기본적인 전공 관련 문항에 해당되며 지원자가
알고 있는 경제 관련 용어를 이용하여 답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미국의 금
리인상 문제는 이와 관련한 경제과목에 대해 기본적 측면을 학습한 학생이라면 논리적
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지원자의 전공적합성, 전공에 대한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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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학생부교과 인문계(사범대학)-적성
문항 및 제시문
◉ 질문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가치와 규범을 가르쳐야
한다.”와 “사회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지금보다 나은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 중 어느 것을 지지하는지 밝히고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 후속질문
교사가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구성하는데 얼마나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
까? 자신이 받은 구체적인 수업 경험을 통해 설명해보시오.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사회·문화
⑵
①
적
②
을

성취기준

개인과 사회 구조
사회화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회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이론
시각을 탐색한다.
여러 가지 사회화 기관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특징과 기능
이해한다.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문화

김영순 외

교학사

2012

54-58

사회·문화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12

54-58

자체평가위원회 문항 분석
◉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이 면접 문항은 교육과정을 잘 준수하면서 사범대학 지망생들의 전공적합성을 평가하
기에 적합하다. 학교는 가정과 함께 대표적이고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 가운데 하나이
다. 이 점과 관련해서 평소 사범계열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자질을 준
비한 학생이라면 질문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회·문화』 성취기준에는 ‘사회화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회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이
론적 시각을 탐색한다.’, ‘여러 가지 사회화 기관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특징과 기능을
이해한다.’ 등이 명시돼 있는 만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의 내용을 충실
히 반영하고 있다.
◉ 문제유형의 적절성
수험생들은 사회화를 바라보는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을 『사회·문화』나
『국어』 교과서를 통해 이미 배웠을 것이다. 그러나 면접 문항은 이에 더 나아가서 기
능론과 갈등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왜 지지하는지 밝히고 그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
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답변 내용에 따라서 후속질문도 기다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
험생의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논리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발표 및 표현력 등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이 면접 문항은 수험생의 답변에 따라 합격의 당락을

- 61 -

가를 수 있는 매우 변별력 있는 문항이다. 장래 교사로서 가져야 할 교직관은 사범대
지원자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이다.
◉ 문제 난이도의 적절성
수험생들의 점수 따기 입시 위주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고등사고능력을 평
가할 수 있도록 구성된 문항이다.
이미 기능론과 갈등론적 입장으로 사회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라는 논제는 이미 여
러 차례 주요 대학의 논술 문항으로도 출제된 바 있다. 사범대학 지망생들은 기능론과
갈등론의 입장에서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보았을 것이
다. 하지만 학교가 기존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그대로 확대재생산해서 가르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더 나은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며 답변하기에는
까다로운 문제이다.
◉ 종합의견
교육에 대하여 지원자의 가치관을 엿볼수 있으며 교직에 대한 적합성까지 평가할 수 있
는 문항이다. 사회 유지와 발전에 대한 교육의 책임문제에 대해 학과별로 지원한 학생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다양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교육내
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지, 지원한 학생의 장래 교육관 및 교직관은 어떠한 것인 지, 교
육문제에 지원자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 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이다.

⑧ 학생부교과 자연계(오전)-적성
문항 및 제시문
◉ 질문
자신의 관심 분야의 이론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
명해보시오.
1. 미래에 유망한 이론 또는 기술
2. 보완이 필요한 이론 또는 기술
◉ 후속질문
본인이 지원한 전공분야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말해보시오.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 – 41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과학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과학

조현수 외

천재교육

2011

14, 108, 154, 179, 204,
226, 246, 262,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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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위원회 문항 분석
◉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고등학교 과학교과, 기술교과 등에서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의 문제로 자연계열 학생들
의 관심분야와 기초소양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이다. 질문의 핵심개념인 지원자의 관심
분야의 이론과 기술에 대한 두 가지 측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문항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의 경우 쉽게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진로와직업, 과학교과 등의 학습시간에 토론과정을 통해 고민한 내용이고, 자
주 다루어지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논제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 문제유형의 적절성
지원자의 관심 분야의 이론과 기술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여 선택한 입장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문항이다. 수험생들은 △에너지, 환경기술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물인터넷 △소프트웨어 기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융합기술 △나노기술
△의학, 생리학, 질병 △식량부족 또는 인구문제와 관련되는 기술 등을 거론했을 것이
다. 지원자가 제시하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에 따라 변별력을 가
질 수 있다. 전공과 관련된 기본적인 소양과 지원자의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질문인 전공분야의 사회기여도는 지원자의 전공에 따라 다소 난이도가 있
으리라 판단된다.
◉ 문제 난이도의 적절성
자신이 지원한 전공과 관련해서 지적 호기심과 열정을 쌓아온 수험생들은 이 면접 문
항에 대해 대학 입학 후 수학계획이나 졸업 후 진로 등 자신의 장래와 연관 지어서 막
힘없이 답변했을 것이다. 또한 수험생의 관심도에 따라 면접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참
신한 답변도 다수 나올 수 있는 개방된 문항이라고 생각한다. 수험생들이 지니고 있는
논리력, 표현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창의력까지도 측정해 볼 수 있는 적절한 문항이다.
◉ 종합의견
이 문항은 전공에 대한 관심, 태도, 적합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과학과 기술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있어야 제대로 답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공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자연계열의 학생이라면 신기술이나 보완되어야 할 기술에 대하
여 명확하고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계열의 면접문항으로 꼭 짚고 넘어가
야 하는 부분이다. 논리성을 중심으로 지원한 학생의 가치관 형성을 통한 인성부분을
평가하고자 한 것으로 채점에 있어 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 학생의 수준에 따라,
기술에 대한 학생의 관심에 따라 다양한 답이 나올 것이므로 문항 자체는 매우 쉽고 간
단하지만 학생에 관하여 많은 평가를 할 수 있는 문항이다.

⑨ 학생부교과 자연계(오후)-적성
문항 및 제시문
전지구적으로 에너지와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전공분야가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 사례를 들어 말해보시오.
다른 전공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어떤 전공이 적합한지 그 이유를 말해
보시오.

- 63 -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 – 361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과과정 과학

성취기준

에너지와 환경
㈏ 지구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태양 에너지와 화석 연료임을
알고, 에너지를 빛, 열, 소리, 전기 등으로 전환시키는 기술을
바탕으로 인류 문명이 발전했음을 이해한다.
㈒ 화석 연료의 사용을 산화와 환원 과정으로 이해하고, 화석 연
료의 과다 사용에 따른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를 이해한다.
㈔ 화석연료와 방사성 에너지 자원의 생성 과정을 이해하고, 에너
지 자원의 고갈에 따른 문제를 이해한다.
㈕ 태양, 풍력, 조력, 파력, 지열, 바이오 등의 재생 에너지, 핵융
합이나 수소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 자원에 대해 알고, 에너지
자원의 활용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 태양전지,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기술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
하고 이러한 기술의 필요성을 환경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고등학교
교과서

과학

정완호 외 11인

교학사

2014

쪽수

자체평가위원회 문항 분석
◉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이 면접 문항은 고등학교 『과학』(조현수 외, 천재교육, 14, 108, 154, 179, 204,
226, 246, 262, 336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시한 고등
학교 『화법과 작문』 과목의 성취수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화법과
작문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며, 설득하는 담화에서 논리적 오류 없이 타당한 근거를 들
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깊이 있게 제시하고 있으며, 설득력 있는 표현 전략을 활용
하여 주장하는 글을 쓰고 말할 수 있다.”(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성취수
준 『고등학교 국어』 99쪽). 후속질문인 다른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부분에 있어서
도 충분한 생각과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성실하
게 학습했을 것이고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문항이다.
◉ 문제유형의 적절성
수험생들은 면접 문항을 접하고 미래에 유망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이론 또는 기술 분
야에 대해서 자신의 전공과 연관지어 △에너지, 환경기술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물인
터넷 △소프트웨어 기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융합기술 △나노기술 △의학, 생리학,
질병 △식량부족 또는 인구문제와 관련되는 기술 등을 거론했을 것이다. 또한 수험생들
은 “본인이 지원한 전공분야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말해 보라”는 후속질문
에도 논리적 타당성을 갖춰 답변해야 한다. 이처럼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답변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전공에 대한 관심 및 태도가 드러나게 마련이어서 이 면접 문항은 변별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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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난이도의 적절성
자신이 지원한 전공과 관련해서 지적 호기심과 열정을 쌓아온 수험생들은 이 면접 문
항에 대해 대학 입학 수 수학계획이나 졸업 후 진로 등 자신의 장래와 연관 지어서 막
힘없이 답변했을 것이다. 또한 수험생의 관심도에 따라 면접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참
신한 답변도 다수 나올 수 있는 개방된 문항이라고 생각한다. 수험생들이 지니고 있는
논리력, 표현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창의력까지도 측정해 볼 수 있는 적절한 문항이다.
◉ 종합의견
에너지와 환경의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범위에서 다루고 있으며, 고등
학교 교육과정의 모든 교과에서 학습하는 내용이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교과에서 제기하고 있는 환경과 에너지 문제점을 지원자가
지원한 전공과 관련하여 답할 수 있는 문항으로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
이다. 그만큼 문항에 대한 명확한 채점기준이 있어야 학생들의 답에 대해 정확히 채점
이 가능하고 지원자들을 적절히 변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3. 2016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의예과) 면접고사
① 학생부종합 자연계열(의예과) 적성
문항 및 제시문

최근 사회적으로 셰프(요리사)가 인기 직종으로 부각되고 있다. 웨이터와 보조셰프의
급여를 비교하면 웨이터의 급여가 보조셰프 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후속질문
1. 최고의 세프가 되기까지 오랜 숙련의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의사가 되는 데는 타직
종 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왜 그래야하는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과대학을 선택했는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2.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되어 병원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병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료 A는 합법적으로 시한부 파업을 하자고 하고, 동료 B는 그대로 받아들
이자고 한다. 본인의 의견은 어떠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평가 위원이 선호하는
답변이나 정해진 정답이 없음을 주지)
3.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동료 A 또는 B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A 또는 B가
앞에 있다고 가정하고 이야기 해보시오.
4.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자신은 어떻게 행동할 것이며 그 이유
는 무엇인가?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참고자료

기타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Economic Thinking
핵심을 뚫는 힘

로버트
프랭크

웅진지식하우스

2007

“스티븐핑커 생명윤리는
득보다 실이 많아”

KISTI
미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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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동양브리핑

2015

쪽수

자체평가위원회 문항 분석
◉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의 경우 충분히 논리적인 답변이 가능한 문
항이다 질문의 핵심인 웨이터와 보조세프의 급여 비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문항은 직업의 의의와 직업적 가치에 관한 문제로 진로와 직업을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수하고 있다. 후속질문의 경우 첫 번째 질문인 의과대학 선택에 대한 의견제시, 둘째
질문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적인 의무에 대한 생각, 셋째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견과 반대로 결정되었을 때의 행동에 대한 문제로 교육과정
의 준수여부와 관계없이 의예과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논리적 근거를 들어 충분히 답
할 수 있는 수준이다.
◉ 문제유형의 적절성
웨이터와 보조세프의 급여를 비교하는 질문은 직업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라 생각되는
데 전공에 대한 관심과 태도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적절하지 않아 보이지만 웨이터와 보
조세프의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는 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변별력을 가진다. 또한 의학계
열을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사 등과 비교하여 생각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후속질문의 경우는 의과 대학을 왜 선택했는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
하는 첫 번째 질문은 의사로서의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며, 두 번째 질문은 의사
로서의 윤리의식, 세 번째 질문은 의사로서의 의사소통능력, 마지막 질문은 의사로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관심과 태도를 평가하는
데 아주 적절한 문항이며, 전공에 대한 관심과 태도의 깊이를 알 수 있는 문항이다.
◉ 문제 난이도의 적절성
이 면접 문항을 의예과 지망생에게 질문하지 않고 다른 전공 학생에게 질문했다면 직
업적 소명 의식 같은 것을 파악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의예과 지망생은 이 면
접 문항을 자신의 전공과 연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유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유추는
귀납추론에 해당하는 논리적 사고력으로써 고등사고능력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한다면 이 면접 문항은 수험생의 의무윤리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그리고 논리적 사고력
등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문항이다.
◉ 종합의견
본 문항은 지원자가 직업의 전문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할 경우 답하
기가 쉽지 않은 문항으로 난이도가 다소 높은 문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인 이
슈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한 문항이며, 직업별로 급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답변이 가능할 것이다. 진로와 직업 등과 같은 교과목에서
다룰 수 있는 문항이기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적절하게 출제된 문항이라고 생
각되지만 직업의 의의와 직업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직업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못할 경
우 답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후속질문의 경우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의 수준이라면 답
변이 가능한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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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생부종합 자연계열(의예과) 지성
문항 및 제시문
유전자 결함이 원인으로 아직 치료법이 없는 희귀중증질환 환자가 나에게 왔다. 유일
한 방법으로 유전자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으나 치료 효과가 있을 확률은 50%이고 치
명적 부작용이 있을 확률도 50%이다.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환자의 사망 가능성은 5
년 내 90%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료 여부 판단을 위해 고려하거나 확인해야 할 것들
은 무엇이 있을지 설명해보시오.
◉ 후속질문
1. 유전자치료란 무엇인지 설명해 보시오.
2. 환자에게 치료에 대해 어떤 설명을 할 것인가? 환자가 앞에 있다고 가정하고 대화
를 해보시오.
3. (응시자가 선택에 따라) 환자의 생각과 반대로 치료를 권하고 싶다면 또는 환자의
생각과 반대로 치료를 권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환자가 앞에 있다
고 가정하고 대화를 해보시오.
4. 유전자 치료 또는 유전자 조작기술이 도움이 되는 병이나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보시오. (응시자의 독창적 생각을 유도)
5. 유전자 치료 또는 유전자 조작기술의 문제점이나 부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
보시오. (응시자의 독창적 생각을 유도)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고등학교

생명과학 I

권혁빈 외 5

교학사

2011

교과서

생명과학 I

박희송 외 4

교학사

2011

쪽수

자체평가위원회 문항 분석
◉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고등학교 생명과학Ⅰ의 유전형질의 전달과 관련한 학습내용을 성실하게 학습에 임한
학생은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항이다. 질문의 핵심개념인 의예과에 대한 관심을 묻는
문항은 치료의 득과 실을 판단하고 부작용을 고려하여 사회적, 법적 문제에 대한 인식
및 환자에 대한 존중을 고려하는 지를 묻는 질문이므로 의예과를 지원한 학생이라면 독
서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것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교육내용이
라고 하기 보다는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공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
지에 관해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이다. 후속질문의 경우 첫째 질문인 유전치료는 생명과학
Ⅰ 교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교육과정 범위의 출제로 적절
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질문인 치료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는 문제와 셋째 질문인 환
자의 생각과 반대로 치료하고 싶을 때 환자를 설득하는 문제는 자신의 지식을 환자에게
논리적으로 잘 설득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것으로 의예과를 지원한 학생이면 충분히 답
할 수 있는 문항이다. 넷째와 다섯째 질문인 유전자 치료및 조작기술에 대한 분야와 문
제점 등은 의학 분야에 대한 평소 관심을 묻는 것으로 의예과에 지원한 학생들이 고등
학교에서 배운 생명과학과 독서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학습하여 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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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유형의 적절성
의예과 지망생은 다른 전공과 달리 생명 현상에 대한 깊은 관심은 물론이거니와, 생명
윤리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과 태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수험생들은 향후 인간 생
명을 다루는 의료인이 되어서 그것이 안락사든, 임신중절이든, 그리고 이번 면접 문항
처럼 사망률이 높은 유전자치료든 항상적으로 직면하는 문제 상황에 놓일 것이다. 면접
문항은 수험생이 이러한 상황을 적절히 타개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대처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상당히 변별력 있는 문항이다.
◉ 문제 난이도의 적절성
문항의 전반적인 내용은 생명과학과 관계한 교과목에서 출제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환자
의 치료여부에 대한 문항이기에 단순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학습내용 보다는 지원자의
학교에서의 비교과 활동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일반적으로 의예과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
된 학생이라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항이며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다. 전문적인
지식 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 답해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난이도를 갖고 있는 문항이며 변별력도 갖추고 있다. 지원자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
로 자신감 있게 답하였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문항이며, 지원자가 지적인 호기
심 및 인성적인 측면까지 표현하여 답하였다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2016학년도 재외국민전형(의예과) 면접고사
문항
자기이해 및 가치관
자신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어떤 때인지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 말해주세요.
전공적합성 및 발전가능성
일상생활이나 공부와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스트레스
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였습니까?
(추가질문) 의과대학 진학 후 공부할 분량은 많은데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 어떻
게 대처하겠습니까?
전공에 대한 관심 및 태도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병원 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의사이면서 병원장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공에 대한 기본 소양
메르스의 원인 병원체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가 세균과 다른 생물학적 특성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하시오.

① 출제원칙 및 범위
본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성실하며 밝은 인성을 가진 학생으로서, 전공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 기본 소양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출제원칙의 기본 방
향으로 함. 일반적인 인성에 대한 질문과 의예과를 지망한 고교 졸업생이 알 것으로
예상되는 기본적인 의학 상식 범위로 출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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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량 및 시간
각 문제당 질문과 답변, 추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 5분씩 총 20분 이내
③ 자체평가위원회 문항 분석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식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 아닌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전공에 대한 기본 소양 및 인성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는 면접이다. 의사가 기
본적으로 갖추어야할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을 판단하기 위한 문제를 출
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사라는 진로 목표를 가지고 고교 생활을 한 학생이라
면 한번쯤은 충분히 고민해봤을 문제이며, 답변 가능한 질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공에 대한 관심 및 발전가능성을 판단하고자 바이러스에 대한 기본
지식을 묻고 있다. 평소 의학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던 학생이라면 설명할 수 있을 것
이며, 고등학교 과학교과서에 제시된 기본 개념을 알고 있다면, 자신의 가치관이나 윤
리의식을 포함하여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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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2016학년도 재외국민전형 필기고사의 선행학습 영향 분석
우리대학 재외국민전형의 국어, 영어, 수학 필기고사는 외국에서 수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시험이다. 다양한 국가의 교육과정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기 때문
에 국내 고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우리대학 자체평가위원회
의 분석 결과 재외국민전형 필기고사는 고교 교육과정 안의 범위와 수준에서 적절하
게 출제되었으며, 학생을 평가하여 선발할 수 있는 변별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2016학년도 우리대학 재외국민전형 필기고사의 각 문항별 선행학습영향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이다.

1. 2016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국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3]
우리 신문이 한문은 아니 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 것은 ⓐ상하귀천이 다 보게 함
이라. 또 국문을 이렇게 떼어 쓴즉 아무라도 이 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 속에 있는
말을 자세히 알아보게 함이라. 각국에서는 사람들이 남녀 ㉠무론하고 본국 국문을
먼저 배워 능통한 후에야 외국 글을 배우는 법인데 조선서는 조선 국문은 아니 배우
더라도 한문만 공부하는 까닭에 국문을 잘 아는 사람이 드묾이라. 조선 국문하고 한
문하고 비교하여 보면 조선 국문이 한문보다 얼마가 나은 것이 무엇인고 하니 첫째
는 배우기가 쉬우니 좋은 글이요 둘째는 이 글이 조선 글이니 조선 인민들이 알아서
㉡백사를 한문 대신 국문으로 써야 상하귀천이 모두 보고 알아보기가 쉬울 터이라.
한문만 늘 써 버릇하고 국문은 ㉢폐한 까닭에 국문만 쓴 글을 조선 인민이 도리어
잘 알아보지 못하고 한문을 잘 알아보니 그게 어찌 한심치 아니하리오. 또 국문을
알아보기가 어려운 건 다름 아니라 첫째는 말마디를 떼지 아니하고 그저 줄줄 내려
쓰는 까닭에 글자가 위에 붙었는지 아래 붙었는지 몰라서 몇 번 읽어 본 후에야 글
자가 어디에 붙었는지 비로소 알고 읽으니 국문으로 쓴 편지 한 장을 보자 하면 한
문으로 쓴 것보다 더디 보고 또 그나마 국문을 자주 아니 쓰는 고로 서툴러서 잘못
봄이라. 그런 고로 정부에서 내리는 명령과 국가 ㉣문적을 한문으로만 쓴즉 한문 못
하는 인민은 남의 말만 듣고 무슨 명령인 줄 알고 이편이 친히 그 글을 못 보니 그
사람은 ㉤무단히 병신이 됨이라. 한문 못한다고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국문만 잘하고 다른 물정과 학문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한문만 하고 다른 물정과 학문
이 없는 사람보다 유식하고 높은 사람이 되는 법이라.
1. 밑줄 친 단어의 뜻풀이 가운데 잘못된 것은?
① ㉠무론하고 : 말할 것도 없이
② ㉡백사 : 흰 종이
③ ㉢폐한 : 사용하지 아니하는
④ ㉣문적 : 문서와 서적
⑤ ㉤무단히 : 이유 없이
2. 다음 가운데 윗글의 내용과 가장 관련이 먼 것은? [3점]
① 국문 세로쓰기의 불편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② 조선 사람들은 한문의 익숙함으로 인해 오히려 국문 문서를 잘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③ 국문의 띄어쓰기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④ 국문으로 글을 써야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다.
⑤ 여자라도 국문으로 학문을 하면 한문을 아는 남자보다 더 많은 지식과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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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가운데 ⓐ의 ‘상하귀천’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단어는?
① 흥망성쇠(興亡盛衰)
② 동분서주(東奔西走)
③ 인과응보(因果應報)
④ 남남북녀(南男北女)
⑤ 금수강산(錦繡江山)
4. 다음의 밑줄 친 말 가운데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2점]
① 오늘 점심 때 우리 집에 들려라.
② 공공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③ 거리에서 행인이 차에 치였다.
④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마치세요.
⑤ 하수도가 멨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9]
[가]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백조가 유유히 떠다니는 전원 풍경 그림이나 솜털이 보송
보송 나 있는 새끼 고양이의 그림을 가리켜 ‘키치(Kitsch)’라 한다. 키치는 무가치
한 예술, 예술적 쓰레기, 나쁜 예술, 저속한 작품 등과 동의어로, 급조된 값싼 예술
작품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키치의 등장은 19세기말 서구 산업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시기 도시의 새로운 대중은 프롤레타리아나 소부르주아 계급이었는데, 그들
의 문화적 욕구를 위해 탄생한 것이 키치이다. 즉, 키치는 문화적 엘리트들을 모방하
고자 하는 도시 대중들의 저급한 미적 태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나] 아름다운 전원 풍경이나 예쁘고 귀여운 새끼 고양이 그림은 우리에게 아름답고 평
온하다는 즉각적이고 익숙한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키치는 이런 대상들을 다룸
으로써 ⓐ작가의 개성이나 특이성의 표출보다는 보는 이의 이러한 정서적 반응을 목표
로 하고 있다. 달리 말해 키치 작가는 정서적인 불편함을 주거나 혼란을 가져오는 주제
들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들은 보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서를 겨냥하
여 모든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또 익숙해져 있는 주제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다] 또한 키치 작가들은 설득력이 있는 키치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에게 익숙한 양식
적 방식을 이용한다. 그 시대에서 가장 관습적이고 이미 시도되어 검증을 거친 조형적
규범을 사용하여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그들은 독창성이나 ⓑ예술적 혁신을 피하고
시행착오를 무난히 통과한 양식적 관습을 사용하면서 이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즉, 키
치 작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공통적인 예술 언어에 의존하여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키치는 모방, 모조, 복제 등과 같은 허위의 미
적 형식을 추구하여 미(美)를 판매하고 소비하게 한다.
[라] 키치 작가는 ⓓ대상에 대한 탐구나 대화를 통해 그것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의미를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익숙한 대상을 통해 특정한 기분이나 분위기
등을 연출하여 그러한 정서를 느끼게 하는 그림을 그린다. 달리 말해 키치는 대상의
새로운 속성들을 나름대로 찾아내 이에 대한 공감이나 찬탄을 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감상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한 자기만족이나 허위의식 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따라서 키치는 대상이나 그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대상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대리적인 정서나 날조된 분위기를 위한 자극을 중시한다.
[마] 키치는 진지한 예술을 위장한 비천한 예술이다. 주의 깊게 감상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키치를 보면서 진지한 예술의 일반적 특성인 독창성과 고귀함을 느낄 수도 있
다. 그러나 키치는 모방성과 상투성이 기본이다. 즉, 키치에는 모방된 독창성과 상투
적인 고귀함이 있다. 키치를 볼 때 거기에서 진실을 만나기보다는 허영과 허위의식을
보는 이유가 여기 있다.
5. [가]∼[마]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 : 키치의 개념과 등장 배경
③ [다] : 키치의 양식적 특성
⑤ [마] : 키치의 본질

② [나] : 키치의 대상과 주제 접근 방식
④ [라] : 키치의 예술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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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윗글의 입장에서 ‘키치’와 관련된 사례를 찾았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②
③
④
⑤

널리 알려진 ‘백설공주’의 주된 캐릭터를 바꿔서 다시 쓴 ‘흑설공주’ 이야기
옛 정서를 쉽게 불러일으키고자 만든 고속도로 휴게소의 물레방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복제하여 만든 테이블보
리본을 두른 귀여운 새끼 암퇘지를 어린 천사가 품에 안고 있는 장식품
장미 조화를 배경으로 저급하게 만든 성모 마리아의 형광 소품

7. 윗글에서 밑줄 친 ⓐ∼ⓔ의 문맥상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2점]
①
②
③
④
⑤

ⓐ
ⓑ
ⓒ
ⓓ
ⓔ

8. 윗글의 글쓴이가 생각하는 키치의 성격을 가리키는 한자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① 정중동(靜中動)
④ 호가호위(狐假虎威)

② 사이비(似而非)
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③ 표리부동(表裏不同)

9. 아래 제시문의 관점에서 윗글의 주장을 보완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현대 예술은 진리, 아름다움, 진지함에 천착하면서 예술을 도덕적 교훈이나 도덕적
판단에 종속시키고 있다. 그와 달리 키치는 가벼움, 경박함, 양식에 대한 탐닉에 의
도적으로 몰두하여 예술적 가치를 즐거움에서 찾는다. 이러한 키치의 예술적 경향
은, ‘오리지널’이면서 ‘순수한’ 고급문화가 존재할 수 없는 현대의 물질 사회에
대한 풍자인 것이다. 키치는 이처럼 그 나름의 의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천박하다
고 냉대할 수만은 없다.
① 키치에서 진실을 구하는 것이 현대 예술의 주된 경향이다.
② 키치의 미적 작업 목표는 안락한 행복감을 주는 것 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③ 키치는 허영이나 허위의식이 전부가 아니고 현대인의 소비적인 삶을 되묻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④ 키치 작가들의 기량을 키운다면 키치도 모방이나 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⑤ 키치는 엘리트만의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상호 소통을 추구
하기 위해 나타난 새로운 경향이다.
10. 다음 훈민정음 서문에서 나타난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나랏 말미 中듕國귁에 달아 ⓐ文문字와로 서르 디 아니 이런 젼로 어
린 百姓이 니르고져  배 이셔도 내 제 들 시러 펴디 몯 노미 하니라
내 이 爲윙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여듧 字 노니 사마다  수
니겨 날로 메 便뼌安킈 고져  미니라
①
②
③
④
⑤

ⓐ의‘文문字’는 한자를 가리킨다.
현대국어에 와서 의미가 나빠진 단어가 있다.
한자를 위한 표기법이 별도로 있다.
당시의 ‘ㅳ’과 ‘ㅼ’은 서로 소리가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구개음화 현상이 발견된다.

- 72 -

11. 다음 글에 나타난 단어의 뜻풀이 가운데 바르지 않은 것은?
그렇건마는 이런 줄을 누가 알아주랴. 하늘과 ㉠신명은 알건마는 ㉡화식 먹는 사람이
야 이런 줄을 누가 알아주랴. 네가 이제 이런 말을 한들 형식이가 이 말을 믿어 주
랴. 아마도 ‘네가 행실이 ㉢부정하여 창기의 몸이 되었거늘 이제 와서 점점 ㉣낫살
이 많아 가고 창기 생활에 염증이 나므로 네가 나를 속임이로다.’ 하고 도로 나를
비웃지 아니할까? 내가 기생이 된 지 이삼 ㉤삭 후에 감옥에 아버지를 찾았더니 아버
지께서 내가 기생이 되었다는 말들 듣고 와락 성을 내어 ……
① ㉠신명 : 신령
③ ㉢부정 : 정조를 지키지 아니함
⑤ ㉤삭 : 한 달

② ㉡화식 : 불에 익힌 음식
④ ㉣낫살 : 얼굴에 붙은 살

12. 다음의 겹받침 ‘ㄺ’ 가운데 그 표준 발음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2점]
① 긁거든

② 맑고

③ 맑게

④ 맑거나

⑤ 붉도록

13. 다음은 임길택의 동시 「봄, 쇠뜨기」의 전문이다. 이 작품에 대한 해설로 적절하
지 않은 것은?
수건 쓴 아줌마 지나갔나?
그러면서
쇠뜨기는 다시 올라와요.
①
②
③
④
⑤

아줌마는 뙤약볕 아래서 일하는 부지런한 농사꾼이다.
아줌마와 쇠뜨기는 숨바꼭질하듯이 쫓고 쫓기는 관계다.
쇠뜨기는 밭의 씨앗을 해치는 벌레를 가리킨다.
쇠뜨기에서 왕성한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봄날의 정경을 익살스럽게 그렸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16]
[가] 정치 뉴스가 따분하다는 대중적 인식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뉴스가 프레
젠테이션 기술을 통해 대중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관심을 모으는 데 실패할 때, 사
회는 자신의 딜레마를 붙들고 고심하는 일에 위험할 정도로 무능해지고, 따라서 사회
를 변화시키고 개선하려는 대중적 의지도 결집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권력을 공고히 하길 소망하는 당대의 독재자는 뉴스 통제 같은 눈에 빤히 보이는
사악한 짓을 저지를 필요가 없다. 그 독재자는 언론으로 하여금 닥치는 대로 단신을
흘려보내게만 하면 된다. 뉴스의 가짓수는 엄청나되 사건의 배경이 되는 맥락에 대한
설명은 거의 하지 않고, 뉴스 속 의제를 지속적으로 바꾸며, 살인자들과 영화배우들의
화려한 행각에 대한 기사를 끊임없이 갱신하여 사방에 뿌림으로써, 바로 조금 전 긴급
해 보였던 사안들이 현실과 계속 관계를 맺은 채 진행 중이라는 인식을 대중이 갖지
않도록 조처하기만 하면 된다. 이 정도면 대다수 사람들이 가진 정치적 현실을 파악하
는 능력을 약화하는 데 충분할 뿐더러,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사람들이 정
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끌어냈을 결의를 훼손하는 데도 충분하다. 현 상태는 뉴스를
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흘러넘치게 할 때 오래도록 충실하게 유지될 수 있다.
[다] 민주정치의 진정한 적은 다름 아닌 뉴스에 대한 적극적인 검열이라고 여기기 쉽
다. 따라서 무엇이거나 발언하고 출판할 자유가 문명 세계의 당연한 동지라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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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쉽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정치적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진을 빼는 데 검열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냉소적인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이 힘은 사람들
대다수를 혼란스럽고 따분하게 만들어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에 관여한다. 그리
고 이는 가장 중요한 사안의 맥락을 대다수 대중이 단 한순간도 붙잡을 수 없도록 무
질서하고, 복잡하고, 단속적인 방식으로 사건들을 보도하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라] 하지만 그저 사람들에게 ‘진지한’ 뉴스를 좀 더 많이 소비하라고 겁을 주는 것
은 해답이 아니다. 소위 진지한 뉴스 매체들에게, 대중을 적절히 사로잡을 수 있는 방
식으로 중요한 정보들을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진지한 기
삿거리라는 게 원체 좀 지루하고, 대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너무 안이하
다. 한편에는 사려 깊지만 무기력한 가르침을 제공하는 매체가 있고,
14.
①
③
⑤

위의
[가]
[나]
[다]

예문을
- [다]
- [다]
- [나]

논리 전개에 맞게 다시 배열한다면?
- [나] - [라]
② [가] - [라] - [다] - [나]
- [가] - [라]
④ [나] - [가] - [다] - [라]
- [가] - [라]

15.
①
②
③
④

다음 가운데 ⓐ의 ‘이 힘’이 의미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
진지하지만 재미 없는 시사 정보
적극적인 언론 검열
맥락과 무관하게 넘쳐나는 기사를 제공하여 정치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도
록 하는 일
⑤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효과적인 정보 전달 능력
16. 이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3점]
① 뉴스 제공자들은 시사적이고 사회적인 뉴스에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정치적 뉴스가 일반인들의 관심에서 벗어날 경우 그 피해는 사회와 대중으로 돌아
가게 된다.
③ 뉴스의 시청자들은 시사적이고 사회적인 뉴스를 따분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④ 바람직한 뉴스라면 사회적 문제가 연예 소식만큼 흥미진진하게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⑤ 흥미 위주로 제공되는 다양한 기사들은 현 상황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20]
사람들은 조직에 참여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민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당국의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대학교의 동아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
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취업의 정보를 얻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조직에 가입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집단을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증가시키거나 인맥을 얻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사회학자들은 개인이 조
직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얻게 되는 이러한 이익을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이
라고 부른다.
사회 자본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수행해 왔던 미국의 정치학자 퍼트넘(Putnam)은 사
회 자본을 ‘연결적 유형’과 ‘결속적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연결적 유형은 외향
적이고 포괄적인 반면 결속적 유형은 내향적이고 배제적인 특징을 가진다. 예를 들어
백인의 모임이나 흑인의 모임 등 특정한 인종 조직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하
는 활동인 경우 ( ⓐ ) 유형에 해당되지만 인종 차별 철폐를 위해 흑인과 백인이
함께 하는 민권 운동은 ( ⓑ )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 ) 유형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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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격차를 넘어선 사회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 ( ⓓ ) 유형은 집단의 동일
성을 더욱 강화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종류의 사회 자본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해 주기도 하므로 시민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그
러나 퍼트넘은 미국 사회에서 개인의 조직 참여율이 빠르게 줄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
다. 예를 들자면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볼링을 즐기는 인구는 10퍼센트 정도 늘었지
만, 조직화된 모임에 속해서 볼링을 치는 사람은 40퍼센트나 줄었다는 것이다.
퍼트넘은 이러한 현상이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의 감소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그는 특별히 ( ⓔ ) 사회 자본은 민주주의가 꽃피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고 보았다. 사회 자본은 조직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연결되
어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이러한 생각이 사회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
로써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때문이다.
17.
①
②
③
④
⑤

윗글의 논지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회 자본은 시민들의 사회활동을 매개한다.
인맥은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개인의 조직 참여율이 줄어드는 현상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사회 자본은 개인의 이익과 관계가 깊다.
연결적 유형의 사회 자본이 결속적 유형의 사회 자본보다 순기능이 크다.

18.
①
②
③
④
⑤

윗글의 ⓐ∼ⓔ에 들어갈
ⓐ 연결적 ⓑ 결속적 ⓒ
ⓐ 연결적 ⓑ 결속적 ⓒ
ⓐ 결속적 ⓑ 연결적 ⓒ
ⓐ 결속적 ⓑ 연결적 ⓒ
ⓐ 결속적 ⓑ 연결적 ⓒ

19.
①
②
③
④
⑤

윗글의 글쓴이가 주장하려는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회 조직을 만들어냄으로써 완성된다.
민주주의의 수준은 그 사회 시민들의 사회 참여 의식에 달려있다.
민주주의는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기능을 한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근간으로 이루어진다.
민주주의는 동일성을 강화시키며 발전한다.

적절한
연결적
연결적
결속적
결속적
연결적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결속적 ⓔ 연결적
ⓓ 결속적 ⓔ 결속적
ⓓ 연결적 ⓔ 연결적
ⓓ 연결적 ⓔ 결속적
ⓓ 결속적 ⓔ 연결적

20. 윗글의 내용과 아래 제시문의 두 사례를 종합하여 내린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K씨는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 동창회를 결성하여 친목을 도모하던 중 ○○시가 수해
를 입자 수해복구를 위하여 동창회 회원들과 함께 ○○시의 수해 복구를 도왔다.
․ P씨는 ○○시의 환경보호 단체에 가입하였는데 그곳에서 친해진 사람들과 따로 등산
동아리를 결성하여 활동 중이다.
①
②
③
④
⑤

연결적
결속적
결속적
결속적
결속적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자본은 결속적 사회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자본은 연결적 사회 자본과 달리 개인의 참여 의도와 관계없이 형성된다.
자본과 연결적 사회 자본은 형성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미친다.
자본과 연결적 사회 자본은 모두 사회보다 개인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본은 연결적 사회 자본의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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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제원칙 (기본방향)
고등학교 국어교육을 이수한 수험생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출제한다.
- 한국어를 사용하는 화자로서 갖추어야 할 한국어 기본능력 평가
- 고등교육을 받기 위한 언어논리 능력 평가
- 인문학적 소양의 평가와 현실이해 능력의 측정
② 출제유형
- 범위: 고등학교 국어 교과 과정 및 이와 관련된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교양 지식
- 객관식 5지선다형 20문항 (50분)
- 배점: 난이도에 따라 2점, 2.5점, 3점 차등 부여
- 난이도에 따라 2점(4문항), 2.5점(12문항), 3점(4문항) 차등 부여
상, 중, 하 균형 배분하되, 전체적으로 중급 수준을 유지
③ 출제본부 도서 목록
- 국어(상)(천재교육, 지학사, 교학사)
- 국어(하)(천재교육, 지학사, 교학사)
- 국어생활(대한교과서, 두산)
④ 자체평가위원회 분석
▶ 고교 교육과정 수준 준수 여부
2016학년도 인하대학교 재외국민전형 국어 필기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5지 선다형으로 총 20문항이 출제되어 50분간 진행되었다. 한글에 연관된 지문이 적
절히 출제되었고, 한국어 구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한자 관련 문제, 문학작품, 사
회분야의 논설 등 한 분야에 치우침 없이 다각도로 수험생의 소양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여겨진다. 재외국민전형의 특성상 국내 고교 교육과정 수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대부분의 문항은 전반적으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문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
식과 이해가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해 문항에 있어서
도 국어 독해의 기본인 주제 파악과 어휘의 이미, 연결 등 전반적으로 무난한 출제로
보인다. 외국에서 중·고교 교육과정을 일정 기간 이수한 학생들이더라도 인하대학교에
서 수학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고교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습득을 요구하고 있는
이 정도의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 문제 유형 및 난이도의 적절성
어휘, 어법, 한자 성어, 독해력 등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골고루 출제가 이루어졌
으며 전공에 대한 관심 및 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구성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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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문항의 난이도는 국내 일반 고교 교육과정 수준에 비추어 보아 적절했다
고 생각한다. 한자어의 구성방법, 맞춤법 등 적당한 난이도를 보이고 있다. 독해문항
에 있어서도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이 있어 변별력을 갖추
고 있다고 여겨진다.
▶ 종합의견
2016학년도 인하대학교 재외국민전형 국어 필기고사의 경우 대학에 입학하여 수학
할 학생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우리말 문법, 독해력, 어휘력, 논증적 추리력 등에
대한 문항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2. 2016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영어)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은 2점, 2.5점 또는 3점입니다. 배점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5점입니다.
[1-2] Choose the main idea of each passage.
1.
With the arrival of personal GPS devices in cars or phones, the tough cognitive work
involved in the brain’s mental mapping was suddenly rendered less necessary. In an
experiment using a driving simulator conducted in 2005, subjects were asked to
complete a set of four routes. Half of them were given step-by-step instructions that
guided them right to their destination, while the other half were given traditional
paper maps. Afterward they were quizzed on what they’d seen, and asked to sketch a
rough map of their routes. The drivers who had merely followed instructions did
significantly worse. They even failed to recognize that they had been led past certain
places twice from different angles.
①
②
③
④
⑤

Drivers become more and more reliant on GPS.
GPS is closely linked to our mental mapping skills.
The brain can be exhausted by the excessive use of GPS.
The use of GPS causes our mental mapping skills to dwindle.
Current GPS is not as sophisticated as our mental mapping skills.

2. [3점]
The controversy arose over the massive influx of new words into English from Latin
during the Renaissance. Such words were called “inkhorn terms” because they were
deliberately introduced into the language largely by scholars, and were deemed by some
to be “pretentious.” Many scholars of the Renaissance believed that such borrowing
would corrupt English, and clog it with unnecessary or unusable words that were
temporarily fashionable. And thousands of inkhorn terms that were introduced during
the period have since fallen out of fashion: exsufflicate, for example, which appears
in Shakespeare’s Othello, and means “frivolous.” Other words have hung on, though:
we still have impede, but we lost its opposite expede.
However, all languages change. There’s no such thing as language corruption, and
great periods of change like the Renaissance show our language to be a highly
adaptable, successful method of communication. And without the freedom to play with
language, to invent new words and new uses, Shakespeare, Sidney, and Marlowe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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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 have produced what are surely some of the best works ever written in English.
① Words have their own life span.
② All languages change and so does English.
③ Inkhorn terms during the Renaissance enriched English.
④ Massive borrowing during the Renaissance degraded English.
⑤ The influence of inkhorn terms on English had pros and cons.
[3-4] Choose the most appropriate topic which comes right after each passage.
3. [2점]
Take a look around you. Organization is everywhere. The world is organized as
continents, oceans, and atmosphere. Forests are ordered as trees, plants, and animals.
Countries take shape as states, cities, counties, and towns. Even your room, whether
it’s a specific room or merely some space earmarked as yours, has organization, too.
In spite of how messy it may be on any given day, your room is organized into the
place where you sleep, where you store your CDs, your clothes, and your personal
stuff. If you can think of a subject—boys, girls, music, sports, you name it—you can
organize it. Why? Because our brains routinely seek out patterns of organization.
① Our brains’ directive to keep us alive
② Our brains’ function to see things directly
③ Our brains’ quest to put things into order
④ Our brains’ ability to store names of subjects
⑤ Our brains’ brilliance to keep things memorized
4.
Nearly 50 years ago, after a string of race-related riots in cities across America,
President Lyndon B. Johnson commissioned a panel of civic leaders to investigate the
underlying causes of racial tension in the country. The result was the Kerner Report,
a document that castigated white society for fleeing to suburbs, where they excluded
blacks from employment, housing,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The report’s famous
conclusion: “Our nation is moving toward two societies, one black, one white—separate
and unequal.”
Much of America would like to believe the nation has changed since then. The
election of a black President was said to usher in a “post-racial era.” Cheerios
commercials now feature interracial couples. As both suburbs and cities grew more
diverse, more than one academic study trumpeted the end of segregation in American
neighborhoods. But now, a new report calls into question that much-vaunted progress.
① Today's cities becoming more diverse overall
② People of different races living near each other no more
③ Segregation declining between black and white populations
④ Local governments’ policy decisions discouraging segregation
⑤ More white Americans moving to the areas of minority populations
[5-6] Choose the most appropriate one for each blank.
5.
Every day I woke up and I would open his hutch.
When I picked him up, he looked at me.
When I touched him his silky fur ran through my fingers.
I loved the way when I held him he tickled me.
But one day I wok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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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bright light took him away.
I loved this poem, but I sensed that there was a problem with the tense in the
line, and talked to Ayesha, a young girl, for some time. This was sensitive matter,
but I risked it: “Did your rabbit die as you touched him for the last time? Or had he
died already?” Adults might feel that this was an insensitive question, a kind of
inappropriate prying. But Ayesha was not at all troubled by this discussion, and she
changed the past tense of the line to the tense I wanted.
① second

② third

③ fourth

④ fifth

⑤ sixth

6. [2점]
They are used as _______ aids. For example, if you spot three bright stars in a row
in the winter evening, you might realize, “Oh! That's part of Orion!” Suddenly, the
rest of the constellation falls into place: “There's Betelgeuse in Orion's left
shoulder and Rigel is his foot.” Once you recognize Orion, you can remember that
Orion's Hunting Dogs are always nearby.
Around the world, farmers know that for most crops, they plant in the spring and
harvest in the fall. But in some regions, there is not much differentiation between
the seasons. Since different constellations are visible at different times of the
year, they can be used to tell what month it is. For example, Scorpius is only visible
in the northern hemisphere's evening sky in the summer. Many of the myths associated
with the constellations were invented to help the farmers remember them. When they saw
certain constellations, they would know it was time to begin the planting or the
reaping.
① time

② story

③ hearing

④ memory

⑤ direction

7.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most appropriate sentence for the blank?
It bothers Mattew Lahue and it surely bothers you: enter a public restroom and the
stall lock is broken. Fortunately, Mr. Lahue has a solution. It’s called the Bathroom
Bodyguard. Standing before his Buffalo State College classmates and professor, Cyndi
Burnett, Mr. Lahue displayed a device he concocted from a large washer, metal ring,
wall hook, rubber bands and Lincoln Log. Slide the ring in the crack and twist. The
door stays shut. Plus, the device fits in a jacket pocket. The world may be full of
problems, but students presenting projects for Introduction to Creative Studies have
uncovered a bunch you probably haven’t thought of. Elie Fortune, a freshman, revealed
his Sneaks ’n Geeks app to identify the brand of killer sneakers you spot on the
street. Jason Cathcart, a senior, sported a bulky martial arts uniform with sparring
pads he had sewn in. No more forgetting them at home. “I don’t expect them to be the
next Steve Jobs or invent the flying car,” Dr. Burnett says. “But I do want them to
be more effective and resourceful
problem solver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②
③
④
⑤

This is why they should not provide wifi on campus.
She is concerned about their ability to get good grades in her course.
This clearly shows that some people are more conservative than others.
Her hope, she says, is that her course has made them more creative.
The flying car has been depicted in works of fantasy and science f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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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What does the underlined they refer to? [2점]
Gombrich's The Story of Art is the great classic of art history and the reasons for
its popularity are clear. It is gloriously illustrated, with about 60% of this edition
taken up by colour photographs, covering all the works discussed and located in just
the right places in the text. And it is written without jargon and presents relatively
straightforward ideas without any complex theoretical overlay. The opening is the
famous “There is really no such thing as Art. There are only artists.” and the focus
is on the latter, on their ways of seeing and representing, and on the technical
challenges they faced, not on general principles or abstractions.
① artists
② art works
③ art historians
④ famous openings
⑤ colour photographs
9.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one of the underlined irresolvable problems?
Before 1840s, mail in the UK was paid for by the recipient, a system that was
associated with irresolvable problems. The costs of delivering mail were not
recoverable by the postal service when recipients were unable or unwilling to pay for
delivered items. And senders had no incentive to restrict the number, size, or weight
of items sent, whether or not they would ultimately be paid for. These issues were
resolved by the invention of the postage stamp in a simple and elegant manner, with
the additional benefit of room for an element of beauty to be introduced.
① The recipient refused to take the mail.
② The sender would not use postage stamps.
③ The sender did not consider the mail delivery cost.
④ The recipient could not afford the mail delivery cost.
⑤ The mail failed to be paid for due to the recipient’s moving out.
10.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ppropriate in the flow of the passage? [3점]
Just before Gerald and Byrone LoCasale set sail on an 18-day Princess cruise
from Fort Lauderdale, Florida, to Los Angeles, disaster struck. [A]Byrone
LoCasale sustained an injury that required immediate orthopedic surgery. The
couple, both frequent Princess customers, reluctantly canceled the trip.
[B]But there was good news. LoCasale, who is retired and lives in Fort
Lauderdale, learned that Princess had resold his cabin. [C]Getting credit
for the $16,201 they’d spent would be easy, right? Well, no. [D]LoCasale
faxed all the necessary medical documentation to Princess, but it didn’t
respond. He e-mailed the cruise line and received a terse phone call from an
unnamed representative. [E]They contacted Princess several times about
LoCasale’s case. “The answer was very short,” he says. “They decided not
to honor my request.”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11.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correct order of [A], [B], [C], and [D] after the
sentences given in the box? [3점]
Creaming combines sugar with solid fat. The sugar's sharp particles cut into
the butter, introducing air bubbles. It is the most important step for
cookies and cakes because it allows them to rise.
[A] Put the smaller bowl into the large one and let butter soften for a 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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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ing constantly with a wooden spoon. Do not allow the butter to melt. After
the mixture seems easier to mix, remove the smaller bowl and empty the larger
bowl.
[B] Put the smaller bowl back into the cold large bowl, and beat with the
wooden spoon until the mixture inside has changed colour and texture. Wrap a
wet towel around the base of the larger bowl when stirring to stop it from
moving.
[C] Fill a large bowl to half volume with hot water from the tap. Use a smaller
bowl to hold butter and sugar, which are to be mixed with each other.
[D] Fill the larger bowl with cold water until the outside of the bowl is
cold. But let the mixture of butter and sugar still in the smaller bowl.
① [C]-[A]-[D]-[B]
④ [D]-[A]-[C]-[B]

② [C]-[B]-[A]-[D]
⑤ [D]-[B]-[C]-[A]

③ [C]-[D]-[B]-[A]

12. Which of the following can be inferred from the passage?
Character merchandising, or celebrity endorsements, plays on the emotional
attachment that a particular consumer may have for the personality endorsing
the product. This is a technique, generally targeted in promotional products
and services for mass marketing, intended to create an emotional response in
the consumer to desire and then buy the goods or services. The whole importance
of character merchandising is the creation of an association of the product
with the character; not the making of precise representations. Your business
can engage in such promotion in so far that it is not misleading and deceptive
conduct. If the conduct causes consumers to be led into error and to form a
misled state of mind or conclusion, this may be in breach of the Australian
Consumer Law.
①
②
③
④
⑤

Character merchandising is highly undeveloped in many countries.
Character merchandising can be as effective as event merchandising.
More precise representations are a prerequisite for mass marketing.
Misleading and deceptive conduct can give rise to potential litigation.
Understanding consumers' emotion is critical to spiritual growth.

13.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underlined this organization NOT working on?
Human society is used to putting a price tag on natural resources―on timber,
oil, animal pelts, and ivory. But as the demand outpaces the supply, a new
challenge has arisen: Finding an economic value for slowing down our
consumption of nature’s bounty and treading more gently on our planet. To
balance the needs of people and wildlife, this organization is working with
industries involved in natural resource extraction, to help them manage their
concessions more sustainably. This organization also assists local
communities whose livelihoods depend on hunting, fishing, and the extraction
of other natural resources in finding new economic and animal conservation.
Finally, the organization is working on-the-ground with law enforcement agencies
to stem the harmful wildlife trade.
① Saving wildlife
② Saving wild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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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onserving natural resources
④ Preventing illegal wildlife trades
⑤ Preventing natural resource extraction
14. Where would the following sentence best fit into the passage? [3점]
Going outside the house to smoke doesn’t fully protect your child, although of
course outside is far better than smoking indoors.
Not smoking around your child is a crucial way of safeguarding her health.
[A] Scientists have shown that passive smoking has a lasting impact on the
long-term health and respiratory system of children. [B] Inhaling cigarette
smoke contributes to many childhood illnesses, including bronchitis, asthma,
and possibly even autism. [C] If your child inhales cigarette smoke, she is
also at risk of developing certain kinds of cancer. [D] Research has even
found a link between lower IQ levels and exposure to cigarette smoke. [E]
Research shows that poisonous chemicals from cigarette smoke cling to your
clothes and hair when smoking outside, and are released back into the air
inside and then inhaled by your child.
When researchers measured toxic
chemicals in the blood of children whose parents smoked outdoors, they found
the levels of chemicals to be far higher than in children whose parents never
smoked.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15-16]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After another 6.5 billion years or so, the Sun will exhaust the nuclear fuel in
its core, the fuel that keeps it hot. With the shell’s fuel spent, the Sun will
shrink to become a white dwarf star, about the size of the Earth but with density
a million times higher. The white dwarf will gradually cool, over tens of billions
of years, to become a dense, dark cinder. Stars much heavier than the Sun burn
their fuel much more quickly, and then collapse to form a neutron star or a black
hole. Neutron stars have masses about one to three times that of the Sun, and
densities the same as the nucleus of an atom: a hundred trillion times more dense
than the Earth. Neutron stars are made of almost pure nuclear matter. Black holes,
by contrast, are made fully and solely from warped space and warped time. They
contain no matter whatsoever, but they have surfaces, called “event horizons,”
through which nothing can escape, not even light.
15. What is the best title of the passage?
① Event Horizons
② The Life of Stars
③ The Birth of Black Holes
④ The Characteristics of Stars
⑤ The Size and Density of Stars
16.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passage?
① Black holes have nothing but surfaces.
② Neutron stars have higher density than the Earth.
③ White dwarf stars are as large in size as the Earth.
④ With its fuel burnt out, the Sun will have higher density than the Earth.
⑤ Heavier stars become neutron stars or black holes more quic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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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According to Jerry Deffenbacher, PhD, a psychologist who specializes in anger
management, some people really are more “__________” than others are; they
get angry more easily and more intensely than the average person does. There
are also those who don't show their anger in loud spectacular ways but are
chronically irritable and grumpy. Easily angered people don't always curse and
throw things; sometimes they withdraw socially, sulk, or get physically ill.
What makes these people this way? A number of things. One cause may be
genetic or physiological: There is evidence that some children are born irritable,
touchy, and easily angered, and that these signs are present from a very early
age. Another may be sociocultural. Anger is often regarded as negative; we're
taught that it's all right to express anxiety, depression, or other emotions but not
to express anger. As a result, we don't learn how to handle it or channel it
constructively.
Research has also found that family background plays a role. Typically,
people who are easily angered come from families that are disruptive, chaotic,
and not skilled at emotional communications.
17. What is the best title of the passage?
① What is Anger?
② Why is Anger Management Important?
③ What is the Best Way to Handle Anger?
④ Why are Some People More Angry than Others?
⑤ When is Help Sought for Anger Management and Control?
18.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most appropriate for the blank?
① hot-headed
② white-headed
③ cool-headed
④ big-headed
⑤ thick-headed

[19-20]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People have been fascinated by mummies for centuries. Since the first mummies
were uncovered in tombs and placed in museums, they have been among the most
popular images of ancient Egypt. Recently, however, scientists have begun to ask
whether mummies can be used as more than museum exhibits. Can we learn from them?
The answer, they have discovered, is yes.
By running tests such as CT scans on a body, forensic scientists can learn a
great deal about a person‘s life. By running these same tests on a 3,000-year-old
mummy, they can put together a clear image of Egyptian life.
For example, forensic scientists have learned about many diseases that were
common in ancient Egypt. These diseases range from deadly conditions, such as
smallpox and tuberculosis, to nonfatal ones like arthritis. Neither heart disease
nor cancer appears to have been common in ancient Egypt.
Studies of teeth from mummies have shed light on the Egyptians’ diet. The teeth
studied were greatly worn down, suggesting that the Egyptians ate coarse flour that
had not been well ground. Scientists have also concluded that bread in Egypt
included large amounts of sand that had gotten mixed in with the flour. Similar
wear can be seen in teeth from members of all classes, from peasants to pharaohs,
which suggests that everyone had a __________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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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s has even helped scientists learn about people’s postures. By studying
how people’s bones grew, they can tell that scribes spent much of their time
sitting with their legs crossed and that farmers were often hunched over. All of
these discoveries have generated great interest and excitement among historians who
study Egypt.
19.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related to ancient Egypt? [2점]
① tuberculosis
② heart disease
③ arthritis
④ coarse flour
⑤ worn teeth

20.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most appropriate for the blank?
① similar
② nutritious
③ restricted
④ vegetarian
⑤ supplementary

① 출제원칙 (기본방향)
2016학년도 인하대학교 재외국민전형 영어 필기고사는

수험생들이 대학생이 되어

전공과목 및 교양과목을 수학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일정 수준의 영어 독해 능력을 검
증하는 의도로 출제되었다.
이러한 출제 의도 하에서 해외에 거주한 수험생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본 영어 필
기고사는 수험생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수학할 전공교육 뿐만 아니라 교양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영어 원서 해독 능력과 함께, 읽은 원서 내용을 기반으로 이들이 적절
하게 논리적, 분석적, 추론적 사고 능력을 펼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② 출제범위
문화, 역사, 시사, 경제, 과학, 환경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주제의 영어 지문을 수험
생에게 제시하고, 이러한 지문들에 나타난 저자의 의도, 글의 흐름, 내용, 주제, 대의
및 세부 사항 등에 대한 질문들을 수험생에게 던짐으로써 수험생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영어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논리적, 분석적,
추론적 사고를 펼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 객관식 20문항(50분)
- 배점: 난이도에 따라 2점: 4문항, 2.5점: 12문항, 3점: 4문항
- 난이도: 상: 4문항, 중: 12문항, 하: 4문항
③ 출제본부 도서 목록
- English Idloms Dictionary (넥서스)
- 영어 동의어 대사전(링컨) (명문당)
- ESSENCE 영한사전 (민중서림)
- 시사엘리트 영영사전 (YBM(Si-sa))
- 표준국어대사전(CD) (두산동아)
- Prime 영한사전 (두산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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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 새국어사전 (두산동아)
- ESSENCE 엣센스 한영사전 (민중서립)
- 엣센스 국어사전 (민중서림)
④ 자체평가위원회 분석
▶ 고교 교육과정 수준 준수 여부
2016학년도 인하대학교 재외국민전형 영어 필기고사는‘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성
취기준의 읽기 능력’과‘대학에서 수학하는데 필요한 영어 독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인문, 자연, 시사, 교양 관련의 다양한 소재의 지문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어휘의 경우 각주 없이 고등학교 수준 이상으로 제시되기는 했으
나, 전체 문맥을 고려해볼 때 정답 추론에 있어서는 고교 교육과정의 어휘 및 구문이 적
절하게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문제 유형 및 난이도의 적절성
특정 전공 관련 주제에만 편중된 지문 없이 일반적인 교양과 시사성을 유지하면서 인
문, 자연의 보편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지문이 출제되었다. 문제 유형도 제목·주제추론(1,
2, 12, 15, 17), 문맥 순서 및 전후관계 추론(3, 4, 10, 11, 14), 지시어 추론(8, 9, 13),
빈칸문맥 및 어휘추론(5, 6, 7, 18, 20), 내용 이해(16, 19)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고,
난이도에 따라 점수 배점도 적절히 분배되어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여겨진다. 일부 지
문에서(2번-clog(v), 4번-castigate(v), 7번-concoct(v), 12번-litigation(n) 등) 고교 교육
과정 수준 이상의 어휘들이 포함되어 문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
문맥을 읽고 정답을 추론하는 면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
절했고, 일부 내용일치 및 지시어 추론 문항은 쉽게 출제되어 전체적으로 변별력을 알맞
게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 종합의견
재외국민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 특성상 일반계 고등학교 영어 교육과정에 준
하는 범위와 수준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6학년도 인하대학교 재
외국민전형 영어 필기고사 문제는 출제된 지문의 수준과 문제 유형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에 준하는 제목·주제추론, 전후문맥추론, 내용이해, 빈칸추론, 지시어 추론 문제 유형 등
을 유지하면서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를 통하여 변별력을 확보하고, 문항당 배점을 난
이도에 따라서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고교 교육과정 수준에 알맞게 출제되
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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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수학)
1. 삼차 다항식   를   ,   ,   으로 나눈 나머지가 모두 1이다.   의 상
수항이 2일 때,    의 값은? [2점]
① 
② 
③ 
④ 
⑤ 
2. 실수 , 가    ,    를 만족할 때,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
른 것은? [2점]
<보 기>
ㄱ.     
ㄴ.   
ㄷ.   

① ㄱ
③ ㄱ, ㄷ
⑤ ㄱ, ㄴ, ㄷ

3.

② ㄴ
④ ㄴ, ㄷ


   (     ⋯ )일 때, 무한급수
    

① 


③ 


⑤ 


∞

  의 합은? [2점]






② 

④ 

4. 상수 , 에 대하여 ,  에 대한 연립방정식
    
가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질 때,
    



곱 의 값은? [2점]

② 



④ 



① 
③ 
⑤ 

5.

무리방정식 
    
    
    
   의 모든 실근의 합은? [2점]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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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이 들어가 있는 방에서 2명을 골랐을 때 나오는 남학생의 수
를 확률변수  라 하자. 이때,   의 분산은? [2.5점]

① 
② 


③ 
④ 

⑤ 

7. 좌표공간에서 구         의 한 접평면이 점        을 지날 때, 접점을 
라고 하자. 구 위의 점 중에서 점  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점을  이라고 할 때,
선분  와 선분  의 길이의 합은?[2.5점]
① 
②   



③    
④   

⑤   
8. 수열  이   ,   이고, 점화식
          ≥  
을 만족할 때,  의 값은? [2.5점]
① 

② 

③ 

④ 

⑤ 
9. 흰 공 4개, 검은 공 2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의 가짓수는? (단, 같은 색의 공
은 구별하지 않는다.) [2.5점]
① 

② 

③ 

④ 

⑤ 

10.

삼차함수             이   에서 극댓값,   에서 극솟값을 가질
때, 극댓값과 극솟값의 차이는? (단, , 는 상수이다.) [2.5점]
① 
② 
③ 

④ 

⑤ 

11. 곡선          위의 점들과 점      사이의 최단거리는?
①  

④ 



②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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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점]


③  



12. 다항식   가 다음 조건들을 만족한다.
(i)     
(ii)

lim  

→∞



     




(iii)

     .


이때,   의 값은? [2.5점]
① 


② 



④ 


⑤ 

③ 

13. 모든 실수 에 대하여 부등식
            ≥ 
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의 최대 범위는? [2.5점]
①  ≥ 

②  ≥ 


④  ≥  


⑤  ≥ 

③  ≥ 

14.  ≤  ≤ 일 때, 삼각방정식


sin  sin         의



① 
②


④ 
⑤

15.

모든 해의 합은? [2.5점]








③ 


방정식       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5점]
① 

② 

④ 

⑤ 

③ 

16. 일차변환  ,  를 나타내는 행렬이 각각






 
,
 



cos   sin 


이다.


sin  cos 




좌표평면 위의 세 점      ,       ,       이 합성변환  ∘  에 의해 옮겨진
세 점  ,  ′,  ′이 이루는 삼각형의 내부의 점들 중에  좌표가 양수인 점들이
만드는 영역의 넓이는? [3점]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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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⑤ 


17. 곡선     을 축 둘레로 회전시킨 회전체 모양의 물통에 높이 30 cm 의 물이 채
워져 있다. 밑바닥에 있는 배수구를 통해 초당 25 cm  의 물이 빠져 나가기 시작
한 후 10초 뒤 수면 높이의 순간변화율은? [3점]
①   cms
②   cms
③   cms
④    cm  s

⑤    cm  s

18. 좌표공간에서 세 점       ,       ,        을 지나는 원의 중심
을  라고 할 때,  의 좌표는? [3점]

① 



② 


⑤ 


④ 


③ 


19. 좌표평면 위에 두 점     과  ′    을 두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이 축과 만
나는 두 점을      ,  ′     이라고 하자 (단,    ).
     을 초점으로 하고 준선이  축과 평행한 포물선이 원점을 지나고 위 쌍곡선

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일 때,  의 값을 구하면? [3점]


20.

③   


① 


② 

④  


⑤    


극한
① 
④ 

lim 







 

 ⋅ ⋅ ⋯  


→ ∞











② 
⑤ 

의 값은? [3점]





③ 







① 출제원칙 (기본방향)
2016학년도 인하대학교 재외국민전형 수학 필기고사의 경우 출제의 기본 원칙은 고등
학교 교과서의 교과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수학적 능력을 측정
하는 것이다. 특히 기본적인 수학 지식, 능숙한 계산 능력 및 논리력 등의 평가에 중점
을 두고 문제를 출제하였다. 이는 이공계 계열에서 수학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
으로서, 필수적인 평가 항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과도한 계산을 요하거나 고등학교 수
준 이상을 요구하는 문제는 출제를 지양하였다.
② 출제유형
- 범위: 고등학교 수학 교과 과정 전 범위
- 객관식 20문항 (50분)
- 배점: 2점: 5문항, 2.5점: 10문항, 3점: 5문항
- 난이도: 상: 5문항, 중: 10문항, 하: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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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제본부 도서 목록
- 수학10-가(지학사)
- 수학10-나(금성출판사, 지학사)
- 수학1(대한교과서,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수학1 자습서(금성출판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수학2(대한교과서, 금성출판사)
- 수학1 자습서(금성출판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미분과적분(금성출판사)
- 수학의정석 미분과적분(성지출판),
- 미분과적분 자습서(중앙교육진흥연구소)
- 적분과통계(교학사, 더텍스트)
- 미적분과 통계 기본(교학사, 더텍스트)
- 기하와벡터(성지출판, 금성출판사, 교학사, 더텍스트)
④ 자체평가위원회 분석
▶ 고교 교육과정 수준 준수 여부
고등학교 1학년 과정 1문항, 수학Ⅰ 4문항, 수학Ⅱ 6문항, 적분과 통계 5문항, 기하와
벡터 4문항으로 총 20문항이 출제되었으며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고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판단된다.
▶ 문제 유형 및 난이도의 적절성
자연계열 학생들이 이공계 학과에 진학 시 필수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내용의 문항들
이며, 문제해결에 필요한 이해 및 분석 능력,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들로 변
별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14, 15, 18, 20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은 대
체로 교과서의 보편적인 문제와 유사하여 평이하였다. 14번 치환을 하여 삼각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 15번 지수함수와 다항식과의 위치관계를 파악하는 과정, 18번 구와
평면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여 해결하는 과정, 20번 로그를 취한 후 무한급수와 정적분
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나, 이 역시 마
찬가지로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된 문항이라고 생각한다.
▶종합의견
고등학교 전 과정에 걸쳐 고루 출제되었고,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였다고 판
단되며 전반적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수준이 문
항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 몇몇 문항은 논리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매우 우수
한 문항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20문항을 50분에 해결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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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반영계획 및 개선사항
1. 자체평가 문항 분석에 대한 제언
우리대학의 선행학습 자체영향평가위원회는 입학처장, 입학부처장, 입학기획팀장, 교
수위촉사정관(2명), 논술전문위원(2명), 고교 교사(4명), 학부모(2명) 등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교육 전문가와 교육 수요자를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둠으로써 보다 다각적
인 측면에서 선행학습 및 사교육 유발 요인,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대학별 고사가 출
제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자체 평가 결과, 2016학년도 우리대학의 대
학별 고사는 전반적으로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으며,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도 충분히 학교 교육만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대학 대학
별 고사에 대한 분석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논술고사의 경우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고교 교육범위 내에
서 출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고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국어과(국
어, 독서와 문법, 화법과 작문 등), 사회과(사회, 경제, 사회문화, 법과 정치 등), 도덕
과(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등) 등의 수업이나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해 봤거나 고민
해 보았을만한 주제를 논제로 선정하였고, 문장구조, 개념이나 어휘 등을 고교생의 수
준에 맞추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서의 표현과 내용을 활용하여 제시문을 만들었다. 또
한 수험생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논제의 요구사항과 답안 작성 조
건을 명료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 상세한 제시문 및 자료 해설
등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대학 논술고사는 정상적으로 고교 교육을 이
수한 수험생들에게 선행학습을 유발할 요인이 없다고 판단된다.

면접고사의 경우에도 학생부교과전형 및 학생부종합전형(의예과), 재외국민전형(의
예과) 면접문항 모두 고교 교육과정 수준 및 범위 내에서 출제되었다. 문항의 출제의
도, 채점기준, 모범답안 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의 출제 여부 등 문항 자체에 대한 분석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질문 문
항별 답변 가능한 내용에 대한 출제자의 모범답안 등을 토대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자체 평가에 참여한 교사들은 면접문항이 실제 고교 교육현장에서 토론 주제로
활용되고 있는 내용과 수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실제 지도하여 본 경험이 있다고 응
답하기도 하였다. 전반적인 수준에서 보면 각 전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적합한
수준의 면접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 또한 부재하다고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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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재외국민전형의 국어, 영어, 수학 필기고사의 경우 우리대학 자체평가위원회의 분석
결과 국내 고교 교육과정 안의 범위와 수준에서 적절하게 출제되었으며, 학생을 평가
하여 선발할 수 있는 변별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향후 대입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학생부위주전형 선발비율 확대 및 제출서류 간소화 기조 유지

우리대학은 2017학년도에 학생부위주전형(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으로 1,576명을
선발한다. 이는 전체 선발인원(3,750명) 대비 42%로 타 전형 대비 학생부위주전형 선
발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논술전형, 정
시(수능위주)에 비하여 학생부위주전형의 사교육 유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됨을 알 수 있으며, 학생부위주전형의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대학은 학생부위주 전형을 확대하고 논술전형을 축소하는 것으로 대입전형설계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선행학습 및 사교육 유발을 억제하려고 노
력하고 있다. 우리대학은 2016학년도에 이미 학생부종합전형을 간소화하여 인하미래
인재(학교생활우수자, 리더십, 창의재능, 글로벌인재) 5개 전형을 통합하여 학생부종합
전형으로 807명을 선발하였다.(2015학년도 대비 75% 상향) 2017학년도에도 이러한
전형 간소화 기조가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지원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요구되
는 제출서류를 자기소개서로 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대입전형 준비 노력을 최소화시
켰다. 자기소개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6학년도까
지 제출서류였던 교사추천서는 2017학년도부터 폐지되었다.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우리대학의 2016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에는 면접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대학의
면접방식은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면접이기 때문에 지원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도 지원자의 입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
향으로 면접방식 및 질문 구성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모
집단위별 인재상 연구’를 통하여 학과별 인성, 지성, 적성 각 영역별 평가요소를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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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모집단위별 인재상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16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에는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
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평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평가자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부종합전형 중심의 전형 운영을 통해 교과 성적 및 교과 관련 수상실적
등 정량적인 평가를 벗어나 학교 내 교육과정과 전공에 대한 관심도, 관련 활동 등을
평가함으로써 고교 교육과정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논술전형 모집인원 축소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논술전형은 사교육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전
형이다. 우리대학은 논술전형의 선행학습 영향을 점차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하여 노력
하고 있으며, 논술전형 선발인원을 2015학년도 1,130명(31.8%)에서 2016학년도 939
명(25.0%), 2017학년도 859(22.9%)로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또한 2016학년도부
터 자연계 논술전형 중 논술우수자(수학과학)전형을 폐지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시
켰으며, 일부 특성화학과(아태물류학부, 글로벌금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에 높게 설
정되어 있던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였다. 2017학년도에도 수험생 부담을 경감시
키는 이러한 기조는 유지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논술전형의 모집인원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부위주전형의 확대 및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학별 고사 문제 개선 및 교과서를 활용한 문제 출제
우리대학은 논술전형 운영을 위하여 논술전문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논술전
문위원들은 다년간의 문제 출제 경험을 통하여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고교 현장에서 논술지도 경력이 풍부한 고교 교사가 논술문제
출제 시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채점기준에 대하여 논술출제위원들과 함께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논술 문항이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체크한다.
학생부교과전형 면접 출제문제의 경우에도 심층적인 교과지식에 대한 질문이 아니
라 전공적합성을 우회적으로 알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여 선행학습 및 사교육을 배
제한 면접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재외국민전형 필기·면접고사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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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 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제본부에서 교과서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출제위원 사전교육 강화 및 모의논술 내실화
고교 교육과정 연구 및 고교 교사 논술문제 검토 프로세스를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과 고교 교육과정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출제위원의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매해 전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출제본부(논술 및 면접고사)
위원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모의논술 문제 출제 시에는 논술 자문위원회를 상시 운영하여 현직교사가 직접 문
항별로 고교 교육과정과의 적합성과 난이도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또한 모의논
술 문제출제 방향이 실제 논술고사 문제와 연관성이 높음을 고교 현장에서 직접 확인
할 수 있어 수험생들의 논술고사 준비를 수월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입시결과 공개 및 전형준비 프로그램 강화
우리대학은 2016학년도 정시모집을 대비하여 ‘인하대학교 입학처 모바일앱’을 개발
하여 배포하였다. 기존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였던 전형 일정 및 입시결과를 모
바일로도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찾아가는 대입전형 안내’,
‘모의면접’ 등의 고교-대학 연계사업을 실시하여 다양한 형태로 대입정보를 제공하였
다. 학생, 교사, 학부모 즉 교육 수혜자별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여 배포하였고,
특히 수험생에게는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 논술고사 가이드북 등 면접 및 논술고
사 대비에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고교 교사에게는 온라인 뉴스레터를 발송
하여 입시정보 및 결과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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