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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u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총괄표

평가대상

Ⅰ.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입학전형

논술 등 논술우수자
필답
전형
고사

면접
구술
고사

학생부종합전형
(네오르네상스전형
단원고특별전형)

고른기회전형

필답 재외국민특별
고사
전형

계열

인문・체능계열
11.14(오후)
사회계열 11.15(오전)
사회계열 11.15(오후)
자연계열 11.14(오전)
자연계열 11.15(오전)
의학계열 11.14(오전)
자연계열 11.14(오전)
자연계열 11.15(오전)
의학계열 11.14(오전)
자연계열 11.14(오전)
자연계열 11.15(오전)
의학계열 11.14(오전)
자연계열 11.14(오전)
자연계열 11.15(오전)
의학계열 11.14(오전)
인문계열 11.28(오전)
인문계열 11.28(오후)
인문계열 11.29(오전)
자연계열 11.28(오전)
자연계열 11.28(오후)
자연계열 11.29(오후)
의학계열 11.29(오후)
국어
영어
수학

교과
과학
인문
수학
생명
사회
물리 화학
과학

○
○
○

○
○
○

○
○
○
○
○
○
○
○

○
○
○

○
○
○

지구
과학

기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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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외

계

1.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
가. 경희대는 「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2015.2.12.)
을 제정하여 2015.5.1부터 시행함.(붙임 자료 참조)

2. 대입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가. 위원회명: 대입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나. 목적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대

Ⅱ. 선행학습영향평가 진행 절차

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 운영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선행학습 유발요인은 없는지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
를 차년도 대학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대학 자체영향평가위원회를

및 방법

설치·운영함.
다. 위원회 및 지원팀 구성 : 위원 9명(위원장, 교내4명, 교외4명), 간사1명
1) 위원장 : 지○○(경희대 교수)
2) 교외 위원 : 임○○(인○고등학교 교감, 국어), 김○○(한○○고등학교
교사, 물리), 김○○(신○고등학교 교사, 화학), 윤○○(숭○○고등학교
교사, 생물)
3) 교내 위원 : 김○○(경희대 교수), 한○○(경희대 교수), 김○○(경희대 교
수), 최○○(경희대 교수)
4) 간사 : 유○○(경희대 직원)
5) 지원팀 : 서울/국제 입학처 직원

3. 2017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가. 위원회 운영 일정
1) 대입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위촉 : 2015.1.26.
2)「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정(입안)

:

2015.2.12.
3) 대입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가) 2015.3.25.(수): 대입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의 2014년 경희대 대입전형
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 최종 확정 및 입학홈페이지 공지 의결
(나) 2016.2.1.(월): 2015년 대입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교체위원 소개, 위원
회의 역할 공지, 활동계획 및 위원별 역할 분담
(다) 2016.2.12.(금): 2014년 대입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 결과 평가, 논술고
사 선행학습 배제를 위한 고교 교과서 내용 연구 결과 공유, 차년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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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고사 기출문제연구 과제 제안, 2015년 위원별 자체영향평가의견을
2.25(일)까지 제출
(라) 2016.2.25.(목): 2015년 위원별 자체영향평가의견서 취합 및 중간점검,
다음 회의 3.9(수) 개최

나. 위원회 운영 일정 및 절차
1) 위원회 임무
(가)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진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다)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에 관한 사항
(라) 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마) 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바) 대입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 작성
(사) 기타 선행학습 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운영기간: 2016.3.1 ~ 2017.2.28.(12개월)
3) 운영방향
(가) 위원 선정 : 교육과정, 학습 이론 등 탁월한 식견을 갖추었거나 대입
전형에 경험이 많은 교수나 교사 등 교내·외 전문가가 균형있게 참
여함.
(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
가 있을 때 개최함.
(다) 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
로 결정함.
4) 운영체계
(가) 위원장이 회의를 총괄 진행함.
(나) 위원회는 입학부서와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대학별 고사의 문제, 모범
답안 등 회의자료 제공을 위해 지원팀(서울/국제 입학처)을 둠.
(다) 위원회는 대입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총장에게
보고한 후, 입학처에서 매년 3.31일까지 입학정보홈페이지에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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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항 분석 결과

1. 문항 분석 결과 요약표
평가대상

입학전형

논술 등
필답고사 논술우수자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네오르네상스전형
구술고사 단원고특별전형)
고른기회전형

필답고사

재외국민
특별전형

2. 문항별 분석 결과

계열

문항번호

고등학교 과목명

인문・체능계열 11.14(오후)
사회계열 11.15(오전)
사회계열 11.15(오후)
자연계열 11.14(오전)
자연계열 11.15(오전)
의학계열 11.14(오전)
자연계열 11.14(오전)
자연계열 11.15(오전)
의학계열 11.14(오전)
자연계열 11.14(오전)
자연계열 11.15(오전)
의학계열 11.14(오전)
자연계열 11.14(오전)
자연계열 11.15(오전)
의학계열 11.14(오전)
인문계열 11.28(오전)
인문계열 11.28(오후)
인문계열 11.29(오전)
자연계열 11.28(오전)
자연계열 11.28(오후)
자연계열 11.29(오후)
의학계열 11.29(오후)
국어
영어
수학

문제1
문제1
문제1
문제1
문제1
문제1
문제2
문제2
문제2
문제2
문제2
문제2
문제2
문제2
문제2
문제1
문제1
문제1
문제1
문제1
문제1
문제1
문제1～40
문제1～40
문제1～30

사회, 윤리와 사상
사회, 사회 문화
사회, 윤리와 사상
수학
수학
수학
물리Ⅰ 물리Ⅱ
물리Ⅰ 물리Ⅱ
물리Ⅰ 물리Ⅱ
화학Ⅰ 화학Ⅱ
화학Ⅰ 화학Ⅱ
화학Ⅰ 화학Ⅱ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사회
사회
사회
사회, 기술가정
사회, 생활과 윤리
국어, 독서와 문법
사회, 기술가정
국어(고전문학 제외)
영어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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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준수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선행학습영향평가 자체평가 진단리스트
경희대 대입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가 평가 계획수립 및 진행, 고교 교육과정 내 출
제 준수 여부와 이를 위한 노력, 대입전형 개선 노력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항목별로 진단
을 실시하였는데, 위원회에서 합의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1> 경희대 대입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의 선행학습영향평가 자체 진단리스트
구분

계획
수립

고교
교육
과정
내
출제
준수
여부

진단리스트

매우
그렇다

공교육정상화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잘 구성하고 있다.

√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대학 자체 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다.

√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명
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

평가계획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이고 체계
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

평가계획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

논술 등 필답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되고 있다.

√

면접・구술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평가되고 있다.

√

대학별 고사 출제나 평가에 참여하는 위원들
에게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대학별 고사 출제 시 교사 등 외부전문가가
검토 위원으로 참여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

대학별 고사 시행 후 문항, 출제 개요, 채점
기준, 모범답안(예시), 출제 근거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속히 공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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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구분

개선

진단리스트

매우
그렇다

대학별 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의 방향이나 범
위에서 출제됨을 모집요강이나 홍보책자 등
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인
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

√

자체평가 결과가 대입전형 계획 수립에 잘
반영하고 있다.

√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한 다음년도 입학전형
을 해당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충실히
공지하고 있다.

√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나. 문항별 분석 결과
[경희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노력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인문․체능계열[11.14(오후)] / 문제1
문항번호
고등학교
과목명
사회, 윤리와 사상
출제 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자유
예상 소요 시간
120분
문항 및 제시문

평가 결과를 다음년도 전형에 반영하여 출제
하고 평가위원 선정에 반영한다.

√

고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정보를
수집・축적하고 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자유는 “한 개인이 타인들의 의지에 의해 자의적(恣意的)인 강제에 예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유는 타인들의 자의에 좌우되지 않는 상태이며, 또한 ‘강제’가
없는 상태이다. 한 개인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자유가 침해되는 상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X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Y의 상황을 조종·통제한다고 하자. 이때
Y는 X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더 나쁜 결과가 초래되고,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X가 원하는 것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한 개인이 자유를 침해당하는 상태는 그가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강요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당하는 경우도 포괄한다. 자유는 항상 인간
간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곳에서는 자유란 개념이 존재할 수 없다. 한
개인을 강제의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타인들에게 강제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즉, 수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에서
타인들의 강제를 되도록 많이 줄이는 조건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나]
기본적 자유들은 하나의 전제이자 하나의 체제로서 고려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한 가지
자유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다른 자유들을 명시하는 것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헌법
제정과 입법 일반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대체로 봐서 보다 큰 자유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일차적으로 자유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자유에
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자유들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이들은 분명히 서로 충돌하게
마련이다. 예를 들면, 지적이고 유익한 토론을 위해서는 질서를 위한 특정한 규칙이 필요하다.
질문과 논쟁의 적절한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언론의 자유가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에 질서를 위한 규칙과 언론의 내용을 제한하는 규칙 간에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서를 위한 규칙은 우리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유를 제한하긴 하지만
그러한 규칙은 이러한 자유가 가진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헌위원회의
대표들이나 입법 기구의 성원들은 평등한 자유에 대한 최선의 전체 체계가 만들어지도록 여러
가지 자유가 규정되는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그들은 여러 자유들 간의 균형을 잡도록 해야
한다. 여러 자유들이 최선의 체계를 이루는 것은 부과되는 제한의 총체가 규정 내용에 따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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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내에서 상호 관련을 맺는 방식에 달려 있다.
자유의 가치는 모든 이에게 다 동일한 것이 아니다. 더 큰 권력과 부를 가진 자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더 큰 수단을 갖는다.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사회 성원도 이러한 불평등한
상태를 받아들임으로써 보다 작은 자유의 가치라도 보상받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보다 작은
가치의 자유를 보상하는 것을 불평등한 자유를 정당화하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두 원칙을
함께 생각할 때 기본 구조는 모든 이가 공유하는 평등한 자유의 완전한 체계가 최소 수혜자에게
부여되는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
나는 새장을 하나 샀다.
그것은 가죽으로 만든 것이다.
날뛰는 내 발을 집어넣기 위해 만든 작은 감옥이었던 것
처음 그것은 발에 너무 컸다.
한동안 덜그럭거리는 감옥을 끌고 다녀야 했으니
감옥은 작아져야 한다.
새가 날 때 구두를 감추듯.
새장에 모자나 구름을 집어넣어 본다.
그러나 그들은 언덕을 잊고 보리 이랑을 세지 않으며 날지 않는다.
새장에는 조그만 먹이통과 구멍이 있다.
그것이 새장을 아름답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오늘 새 구두를 샀다.
그것은 구름 위에 올려져 있다.
내 구두는 아직 물에 젖지 않은 한 척의 배.
한때는 속박이었고 또 한때는 제멋대로였던 삶의 한켠에서
나는 가끔씩 늙고 고집 센 내 발을 위로하는 것이다.
오래 쓰다 버린 낡은 목욕통 같은 구두를 벗고
새의 육체 속에 발을 집어넣어 보는 것이다.

셔츠를 입고 밀짚모자를 쓰고 슬리퍼를 신은 것과 같은 느낌이다. 이런 뒤죽박죽된 어조는 이탈
리아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와 이탈리아어 사이에 있었던 거리에서 나온 결과일 것이다.
이탈리아에 와서 살기 전 수년 동안 멀리서 여러 텍스트를 통해 이탈리아어를 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탈리아어 글을 읽는 지금 내 어휘는 각자 다른 스타일로 글을 쓰는 여러 시대의 작가
들의 어휘가 혼합되어 형성된 것이기도 하다. 나는 조르조, 엘레나, 자코모의 단어들을 구분하지
않고 수첩에 열거해 놓았다. 프랑스어로 글을 쓰다 보면 특정한 스타일 없이 글을 쓰게 된다고
베케트가 말했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한다. 내 이탈리아어 글은 밋밋한 맛의 빵과 같다. 의미는 통
할지 몰라도 독특한 맛이 없었던 것이다.
또 한편으로 나는 그것 또한 스타일, 하나의 성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문제는 스타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스타일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닐까 한다. 스타일이 지나치게 많아서 나는 아
직도 혼란스럽다. 이탈리아어에서 내게 부족한 것은 날카로운 시각이다. 날카로운 시각이 부족해
서 난 특정한 스타일을 가다듬을 수 없다. 게다가 나는 특정한 스타일을 포착할 수도 없다. 내가
어쩌다 이탈리아어로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어낸다 해도 왜 아름다운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이탈리아어에 있어서 나는 아직 아는 것이 많지 않은 작가, 내가 변장했다는 것만 아는 작가이
다. 사실 나는 엄마의 옷장에 몰래 들어가 하이힐을 신어보고 이브닝드레스를 입고, 보석과 모피
코트를 걸쳐 보려는 어린아이와 같은 느낌이다. 그러다 야단을 맞고 내 방으로 쫓겨 가지 않을까
두렵다. “좀 더 기다려야 해.”하고 엄마가 말할 것이다. “이 옷은 네가 입기엔 너무 커.” 엄
마 말이 맞다. 나는 엄마 신발을 신고는 편안하게 걸을 수 없다. 목걸이는 너무 무겁고 거추장스
럽다. 모피코트는 우아하지만 입으면 땀이 난다.
이탈리아어를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는 파베세의 능력이 그저 부럽다. 나도 이런 깊은 성찰을
통해 탐색을 했다고 생각한다. 언어를 탐색해 발견해내면서 나 자신에 대해 탐색했다고.
‘sondare’라는 동사는 ‘탐구하다(esplorare)’, ‘조사하다(esaminare)’를 의미한다. 말 그대로
‘뭔가를 깊이 있게 측정하다(misurare la profondità)’를 의미한다. 내 사전에 따르면 이 동사는
‘뭔가 특히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도를 알고 이해하려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은 분리,
불확실을 내포한다. 침투 상태를 품는다. 늘 밖에 남아 있는 어떤 것을 세심하고 적절하게 연구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 계획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적절한 동사이다.

[라]
나는 정확한 단어를 찾고 싶은 충동으로 인해 이탈리아에서도 똑같은 시도를 했다. 동의어 사
전을 살펴보고 수첩을 뒤적였다. 아침에 신문에서 새로운 단어를 보면 바로 적용해 보았다. 하지
만 내 글을 처음 읽은 독자들은 종종 고개를 저으며 “울림이 없네요.”라고 간단히 말했다. 내
가 사용하고 싶은 단어가 이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거나, 너무 저속하거나 너무 세련된 어
조의 단어이거나, 밋밋하고 과도한 대화체의 단어라고 말했다. 단어의 배열도 실제와 다르며, 구
두법도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연히 정확성도 떨어졌다. 이탈리아어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다고도 했다.
나는 첫 독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충고를 따라야 했다.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말을 빼고 다른
말을 찾아야 했다. 내가 선택한 단어를 옹호할 수는 없었다. 이탈리아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에게
맞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탈리아어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귀머거리에 장님이라는 걸 인
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제 어휘력이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어색한 구석은 남아 있다. 구시대적인 긴 치마에 티

[마]
돈을 받고 대리로 줄서는 관행은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최근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베이징 소재 일류 병원에서 대리 줄서기 사업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진행된 시장 개혁의 결과, 특히 지방 공립 병원과 진료소에 대한 자금 지원이
삭감되었다. 따라서 지방에 있는 환자들은 수도에 있는 주요 공립 병원까지 원정을 와서 접수창
구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어야 한다. 그들은 의사와 진료 예약을 하기 위해 밤새, 때로는 며칠 동
안 줄을 선다. 진료 예약권은 14위안(약 2달러)으로 저렴하지만 손에 넣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의사의 진료를 급하게 받아야 하는 일부 환자들은 며칠씩 줄을 서는 대신 암표상에게 예약권을
산다. 암표상은 수요와 공급 사이에 크게 벌어진 틈을 이용해 돈을 번다. 그들은 사람을 고용해
줄을 세워 예약권을 받고 이를 수백 달러에 판다. 이는 일반 농부가 몇 개월 동안 일해서 버는
수입보다 많은 금액이다. 일류 전문의의 진료 예약권은 특히 귀해서 마치 월드시리즈의 박스석이
라도 되는 것처럼 암표상에게 빠르게 팔린다. ≪LA타임즈≫는 베이징 병원의 등록창구 밖에서
벌어지는 진료권 매매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다. “닥터 탕, 닥터 탕, 닥터 탕의 진료 예약권 사세
요! 관절염과 면역 전공의입니다!”
진료 예약권 암표 판매의 관행으로 보상을 받는 사람은 진료 제공자가 아니라 중개인이다. 관
절염 환자의 진료 예약권이 100달러라면, ‘닥터 탕’은 예약권 판매금의 대부분이 자신이나 병
원이 아닌 암표상에게 돌아가는 이유를 따져 물어야 마땅하다. 경제학자라면 이 점에 동의하고
병원에 진료비를 인상하라고 조언할지 모른다. 실제로 베이징 소재 병원들은 진료비용이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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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면서 줄이 훨씬 짧은 특별 진료 예약 창구를 설치하고 있다.
전문의의 진료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두고 많은 경제
학자들은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대리로 줄을 세우기 위해 노숙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리고 진료권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고 싶은 경우에 당사자들은 “내가 그렇
게 하겠다는데 무엇이 문제죠?”라며 이런 관행에 기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되물을
것이다. 그들은 원하는 재화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장
기매매 금지법에 반대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암표 매매 금지법에 반대한다. 이러한 법은 성인이
상호 동의에 따라 내린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이
러한 시장 거래의 결과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행복해지고 양측의 사회적 효용을 향상시킨다
고 믿기 때문이다.
[바]
오늘날 경쟁의 이데올로기는 도처에서 개인적 완성의 철학에 뒤지고 있다. 보다 잘 통합된 사
회에서는, 개인들이 재화의 소유 문제로 경쟁하지 않으며, 소비를 통해 자신을 실현한다. 차별적
경쟁의 시도 동기는 모든 사람을 위한 개성화의 시도 동기로 대체되었다. 동시에 광고는 상업적
실천에서 소비 활동의 이론, 즉 사회의 체계 전체를 완성하는 이론으로 옮겨 갔다. 이러한 이론
의 설명은 미국 광고업자들의 작업에서 발견되고 있다. 광고에 대한 논의는 간단하다. 첫째, 소비
사회(사물·제품·광고)는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에게 해방과 완전한 완성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둘째,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표현을 향한 무조건적인 소비를 초월하는 소비 체계는 진정한 언어와
새로운 문화를 구성한다. 따라서 소비의 ‘허무주의’에 소비의 ‘새로운 인간주의’가 대립된
다.
구매 동기 조사 연구소(Institut de Recherches de Motivation) 소장인 디히터 박사는 단번에 이
새로운 인간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보통의 미국인이 장난으로 연애할 때나, 돈을 쓸 때나,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자동차를 살 때, 우
리는 그에게 스스로 도덕적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오늘날 풍요로움으로 인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중의 하나는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의 향유를 승인하고 정당화하는 일
이며, 삶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도덕적이며 비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는 일이
다. 소비자에게 삶을 자유롭게 누리도록 허용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자
신을 기쁘게 하는 제품들로 둘러싸이는 자기 권리의 표명은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모든 광고와 계
획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식에 어긋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에게 비이성적인 행동(즉각적인 충동의 콤
플렉스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충족에 만족하는 것)을 부추기기 위해 과학적인 방법과 합리적인
목표(사람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해 실상을 밝혀 주는 것)를 내세운다. 그러나 충동은 위
험할 수 있다. 소비를 조장하는 새로운 마법사들은 급증하는 행복의 궁극 목적에 따라 인간을 해
방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오히려 그들은 긴장을 해소하려고 할 뿐이다.
[사]
〇〇은 시험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았다. “정말이지 잠깐이면 돼.”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한
게임을 그만두지 못하고 밤을 새고 말았다. 항상 잠깐만이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일단 시작하
면 모든 것을 잊고 만다. 〇〇은 그날 늦잠을 자서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〇〇은 매번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결심을 하지만 의지가 약하여 번번이 실패한다.
이처럼 본인은 원하지 않으나 이미 게임에 중독되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경우, 그에게 게임
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그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
려 그가 자신의 합리성을 침해하는 욕구나 충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다.
어느 한 프랑스 학자에 의하면 외부의 모든 통제로부터 해방된 독재자는 가장 자유로운 사람
이 아니라 가장 노예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무
한한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유롭기보다 오히려 변덕스러운 정념(情念)의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율성은 자유 의지에 의한 자기 지배, 적극적인 자기 통제 능력을 의
미하며, 권리는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결국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선택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율성은 인간을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존재로 만들며, 나아가 존엄한 존재로서 인정받게 하는 중
요한 요건이다.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모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증진하
는 것이 자유주의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자유주의에서는 개인들의 좋은 삶에 대하여 어떤 특
정한 가치를 중시하지 않는다. 오직 중시하는 가치가 있다면 모든 개인에게 동등한 자유와 권리
를 공정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제Ⅰ]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
배점 30점]

따라서 동기 부여의 조작은 엄격한 도덕을 순전히 만족에 근거한 쾌락주의적 도덕으로 대체하
면서, 그리고 하이퍼 문명 속에서 새로운 자연 상태를 끌어들이면서 광고가 사회 집단에 대해 도
덕적 책임을 지는 시대의 도래를 알리고 있다. 그러나 디히터의 마지막 문장에는 양면성이 있다.
즉 광고의 목적은 행복에 대한 자신의 저항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는 것인가? 아니면 판매를 촉
진하는 것인가? 사회는 만족을 위해 재조직되는가? 아니면 이익을 위해 재조직되는가? 패커드의
≪은밀한 설득(La Persuasion clandestine)≫의 프랑스판 서문에서, 마르셀(Marcel)은 “구매 동기
조사는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지 않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합리적 또는 비합리적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거짓이 없다고 하면 순진한 것이다. 디히
터는 매우 솔직하게 자유가 허용되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는 ‘소비자에게 허용되는 것’에 대
해 말한다. 달리 말하면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아이가 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자유롭게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분명히 말해서 ‘자신의 욕망을 자유롭게 상품
속에 투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삶을 완전히 자유롭게 누리는 것’은 자연스럽게 비이성적인
모습으로 퇴행하면서 생산의 어떤 사회적 질서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판매의 ‘철학’은 양

2016 학년도 경희대학교 인문·체능계 수시 2차 논술고사는 총 두 문제를 출제하였다.
고등학교 학력 수준에 맞추어 범교과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력, 논리적・분석적 추론 능력, 비판
능력 등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사고 능력 및 서술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및 ‘윤리와 사상’, ‘사회’ 교과서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자유’를 주제로 삼았다. 일반적으로 자유란 타자의 간섭이나 강제 없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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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Ⅱ]
제시문 [사]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 [라], [마], [바]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하시오.
[1,100자 이상 ~ 1,200자 이하 : 배점 70점]

출제 의도

생각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천부 인권’ 사상에 입각해서 개인의 자유는
지상 최대의 과제라고 인식되어 왔지만, 인간 사회의 역사적 변화에 따라 자유에 대한 관념은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자유란 무엇인가? 모든 개인이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유는
어떠해야 하는가? 개인의 자유를 무한정 추구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것인가? 등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본 논술고사를 통해 미래 세대를 짊어져 나갈 젊은 학생들이 자유에 대한 사고를 다각적으로
성찰하는 교육적 효과를 도모하는 한편, 인문학적 소양과 지식을 발휘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는 가급적 타자에 의한 강제나 구속을 배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논제 I>은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으로 문장에
대한 독해력과 비교・분석 및 서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논제 Ⅱ>는 제시문 [사]의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 [라], [마], [바]에 보이는 다양한 상황을 평가하는 문제로, 이를 통해 자유 및 자율성의
의미를 인문학적인 시각에서 탐색하고 성찰해 보고자 한 것이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실려있는 송찬호의 시이다. ‘구두’를 소재로 한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자신을 얽매고 있는 일상적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삶의 욕망을 표출하고
있다. 즉, ‘가죽 구두’로 표현된 현실적 삶에 안주하기 보다는 ‘모자나 구름을 구두에
집어넣은 행위’, ‘새 구두를 사서 구름 위에 올려 있다고 여기는 행위’, ‘새의 육체에 발을
집어넣어 보는 행위’ 등을 통해 자유롭게 비상하는 꿈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출제 근거

본 논술고사에서는 경희대학교 수시 논술의 정형화된 패턴에 따라 총 2문제를 출제하였다.
각각의 제시문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가]
[나]
[다]
[라]

민경국 지음(2007), 하이에크, 자유의 길, 한울아카데미, pp. 314~320.
존 롤스(John Rawls) 지음, 황경식 옮김(1985), 사회정의론, 서광사, pp. 219~220.
맹용재 외(2006), 디딤돌 문학, 시 문학, 디딤돌출판사, p. 384.
줌파 라히리(Jhumpa Lahir) 지음, 이승수 옮김(2015), 이 작은 책은 언제나 나보다 크다,
마음산책, pp. 140~144.
[마] 마이클 센델(Michael Sandel) 지음, 안기숙 옮김(2012),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와이즈베리, pp. 46~52.
[바]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지음, 배영달 옮김(2001), 사물의 체계, 지식을 만드는 지식,
pp. 292~296.
[사]: 박효종 외(2011),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학사, p.217.
정창우 외(2105),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미래엔, pp. 220~221.
박병기 외(2015),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지학사, pp. 245~246.

문항 해설

시와 소설 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교양서적 등
다양한 장르의 제시문을 통해 자유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분석하여 그 핵심을 파악하고 나아가
논리 정연하게 서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는 하이에크의 자유에 관한 글에서 가져왔다. 여기에서 자유란 개인이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을 받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 즉, 한 개인이 타인의 강제에 의해 스스로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인간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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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 [나]는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를 주창한 롤스의 사회정의론에서 가져왔다. 이
글에서 롤스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누려야 하지만, 이 자유를 적절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면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따라서 사회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유를 행사하는 방식에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롤스는
현실적으로 자유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평등한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는 최소
수혜자에게 가능하면 많은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라]는 프랑스 출신 작가 줌파 라히리가 이탈리아에서 외국어인 이탈리아어로 글을
쓰면서 겪게 되는 고충을 담고 있다. 자신만의 문체를 확립하지 못해 고심하는 가운데, 작가는
그 원인이 자신만의 날카로운 시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에 작가는 깊은
성찰을 통해 자신이 처한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탐구해 나가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제시문 [마]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글에서는 관행처럼 굳어진 진료예약권 암표 거래가 상호간 동의에 따라
선택된 거래 행위이므로 아무런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재화라도 매매할 수 있는 것을 개인의 자유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무제한적인 자유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제시문 [바]는 장 보드리야르의 사물의 체계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글에서 저자는 개인이
스스로 누린다고 생각하는 자유의 허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소비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욕망을 상품 속에 투영하여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자유를 누린다고 인식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즉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소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든다고 믿지만, 이러한 자유는 자율성에 의한 ‘자기 통제가 결핍된 자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등의 교과서에 실려있는 글을 발췌・정리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모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증진하는 것을 지향하는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개인의 자율성은 외부의 모든
통제로부터 해방되거나 무제한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의지를 통한 자기 지배와
적극적인 자기 통제 능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채점 기준

1. 점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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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만점 : 각 논제 당 100점(두 논제 도합 200점)

3. 채점 기준 : 내용평가

② 기본 점수 : 60점
- 답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쓰면 60점

1) <논제 I>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 백지 및 답안과 관련 없는 글, 특별한 표시는 0점
③ 기준 점수 :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0점)

① 제시문 [가]의 내용을 제대로 요약하면 10점 가점
② 제시문 [나]의 내용을 제대로 요약하면 10점 가점

2. 채점 기준 : 정량평가

③ 제시문 [가], [나] 논지의 차이가 잘 드러나게 서술하면 10점 가점
④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1) 원고지 사용법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했으면 10점 가점(창의성 및 표현력 등을 중시)

① 띄어쓰기를 포함한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 채점시 유의사항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③ 백지이거나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해당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

(1) 제시문 [가]에서는 자유란 개인이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을 받지 않는 상태로서,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는 가급적 타자에 의한 강제나 구속을 배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나]에서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누려야 하지만, 사회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해

2) 원고분량에 따른 감점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유를 적절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① 원고분량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술 내용을 중시)
② 아래의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조금 벗어났다고 해도 일률적으로 감점 처리하지 않는다.
③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규제는 최소 수혜자에게 많은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고 주장한다.
(2)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파악해서 요약하고 그 논지의 차이(출제자의 의도 파악)를
대비적으로 명확하게 서술한 경우 높게 평가를 한다. 특히 제시문 [나]에서는 모든 개인에게
자유의 가치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시문 [가]의 내용과 유사하지만, 현실적으로

● <논제 I> (501자 이상∼600자 이하)

자유의 가치가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평등한 자유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자 미만: 감점 30점

수혜자에게 최대의 자유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측면을 부각한 답안의

400자 미만: 감점 20점

경우에는 높게 평가한다.

400자 이상∼450자 미만: 감점 10점

(3) 각 제시문의 내용에 대한 요약과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는데,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650자 이상∼700자 미만: 감점 10점

옮겨

적는 것보다는 얼마나 자신의 언어로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였는가를 중요시한다.

700자 이상: 감점 20점
● <논제 Ⅱ> (1100자 이상∼1200자 이하)

2) <논제 Ⅱ>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800자 미만 : 감점 30점
900자 미만 : 감점 20점

① 제시문 [사]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여 서술하면 8점 가점

900자 이상∼950자 미만: 감점 10점

② 제시문 [다]의 관점을 제대로 평가했으면 8점 가점

1250자 이상∼1300자 미만: 감점 10점

③ 제시문 [라]의 관점을 제대로 평가했으면 8점 가점

1300자 이상 : 감점 20점

④ 제시문 [마]의 관점을 제대로 평가했으면 8점 가점
⑤ 제시문 [바]의 관점을 제대로 평가했으면 8점 가점

3) 원고분량에 따른 기타 기준

⑥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①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을 채운 것으로 간주한다.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하였는가를 중시한다.

②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한다.
③ 주어진 필기도구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란으로 간주한다. (예; 연필로 작성한 부분은

※ 채점시 유의사항

무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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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문 [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증진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권리를 보호하는

예시 답안

것으로 가능하다. 여기에서 개인의 자율성은 외부의 모든 통제로부터 해방되거나 무제한
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의지를 통한 자기 지배와 적극적인 자기 통제
능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 제시문 [다]의 시적 화자는 현실적 삶의 제약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자유롭게 비상하고자 하는 꿈을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자기 지배와 적극적인
자기 통제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추구한다는 제시문 [사]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제시문 [라]는 외국어로 글을 쓰는 고충 속에서 타자의 시선에 제약을 받지 않고 탐색과
성찰을 통해 자신만의 문체를 확립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시문
[사]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제시문 [다]가 자신 내부의 문제라고 한다면,
제시문 [라]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를 자신의 고유한 시각으로 끊임없이 탐색하며

[논제Ⅰ]
인간의 기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인식은 관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제시문
[가]는 자유란 개인이 외부의 간섭이나 구속을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에 의하여 스스로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수 없을 경우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간주한다. 타인의 강압적인 의사가 개인의 행동을 제한하지 않을 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자유가 구현되는 것이다. 제시문 [나]는 질서유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유의 총량을 제도 안에서 제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며, 대화와 합의를 통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자유를 행사하는 방식에 대한 정당한 규칙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평등한 자유의 실현을 지향하지만 개인들이 자유를 균점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차등화된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자유를 적게 수혜하는 구성원들의 이익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가]와 [나]는 자유가 인간의 상호작용 안에서 작동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가]가 강요와 압박이 없는 상황을 자유의 출발점으로 보는 반면, [나]는
자유가 체제 안에서 발전하여 정의로운 균형점에 도달해야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600자)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부각한 답안의 경우에는 높게
평가한다.
(4) 제시문 [마]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재화라도 규제없이 매매할 수 있는 것을
개인의 자유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무제한적인 자유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기
지배와 적극적인 자기 통제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추구한다는 제시문 [사]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자율성이 훼손된 비윤리적이고 반이성적이며 불공정하다는 측면에서 비판될
수 있다.
(5) 제시문 [바]는 소비 조장을 위해 충동과 욕망을 합리화하고 있다. 이는 제시문 [사]의
관점에서 자율성이 훼손된 상태일 뿐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닌 단지 쾌락적 소비의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6) 개인에게 기본적으로 보장된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자유 의지를 통한 자기 지배와 자기
통제 능력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제시문 [사]의 관점에 근거해서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적절히
평가할 경우 높게 평가한다. 특히 시와 소설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제시문에 대한 독해,
분석 및 추론능력은 물론 자신만의 언어를 사용하여 논리 정연하게 문장을 서술해 나가는
능력을 높게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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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Ⅱ]
[사]는 모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
율성과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다. 개인의 자율성은 외부의 모든 통제로부터 해
방되거나 무제한적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의지를 통한 자기 지배와 적극적인 자기
통제 능력을 전제로 한다.
[다]에서 화자는 일상적 틀을 벗어나 비상하는 삶을 꿈꾼다. ‘가죽 구두’로 표현된 얽매인
삶을 극복하고 새처럼 자유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난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굴복하는 삶
을 선택하기보다는 그것을 문제적 요소로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일련의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
에서 제시문 [사]의 자유 의지를 통한 자기 지배의 성격을 띤 자율성과 맥이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라]는 한 작가가 이탈리아어로 글을 쓰면서 겪는 고충을 담고 있다. 작가는 독자들의 평가에
민감하다. 그리고 자신의 글이 여러 작가의 어휘와 스타일을 차용할 뿐 정작 자신의 스타일을
가지지 못했음을 토로한다. 하지만 자신만의 날카로운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자각과 함
께 끊임없이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을 탐색한다. 이는 타자와의 관계 혹은 환경에서 비롯된 현
실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저앉아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이겨내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
인다는 점에서 제시문 [사]의 자유의지에 의한 자기 지배와 자기 통제의 자율성에 부합한다.
[마]는 관행처럼 굳어진 진료예약권 암표 거래가 상호간 동의에 따라 선택된 거래 행위이므
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재화라도 매매할
수 있는 것을 개인의 자유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무제한적 자유를 옹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기 지배와 적극적인 자기 통제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제시문
[사]의 관점에서 볼 때, 자율성이 훼손된 비윤리적이고 반이성적이며 불공정하다는 측면에서 비
판될 수 있다.
[바]는 소비 사회에서의 개인은 자신의 욕망을 자유롭게 상품 속에 투영하여 상품을 소비함
으로써 자유를 획득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자율적 판단이 아니라 소비 조장을
부추기는 광고와 같이 ‘고안된’ 질서 속에서 소비하고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자신에게 허용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제시문 [사]의 관점에서 보면,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소비하는 것이 자
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자유는 자유 의지와 자기 통제가 결핍된
자유일 뿐이다. (1,200자)

- 19 -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구분
문제
자료

채점기준
답안작성

세부판단기준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극단적 자유까지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일련의 제시문이
‘자유’를 주제로 논의가 확장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마이클 센델은 이미 사회문화, 경제, 윤리 시간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작가이다.
제시문 [바]는 장 보드리야르의 사물의 체계에서 나왔다. 이글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누린다고 생각하는 현대인의 자유가 소비사회에서는 욕망을 상품 속에 투영하여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자유를 누린다고 보고 있다.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광고에
의한 소비 마법사들의 놀음에 조정당한다는 것이다.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발췌한 제시문이 이미 2007 고려대 모의 평가에 출제된 바
있다.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이미 훑어 보았을 것이다. 장 보드리야르의 ‘자기 통제가
결핍된 자유’의 개념은 논술 교과서(교학사. p106)에서 시뮬라시옹 이론으로 소개하고 있다.

1. 제시 예문 분석
제시문 [가]는 하이에크의 자유에 관한 글이다. 예시문의 자유란 개인이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자유의 개념이다. 결국 타자에 의한
강제나 구속을 배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제시문의 이러한 내용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등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자유(自由.liberty): liberty는 ‘~에 얽매여 있지 않은’ 혹은 ‘~에 구속되어있지 않은’을
뜻하는 라틴 어 ‘iiberos’에서 유래한 말이다(천재교육.p199)”
제시문 [나]는 롤스의 사회정의론인데, 이 글에서 롤스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누려야 하지만, 적절한 규제와 제한에 의해서 사회가 자유를 구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제시문 역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천재교육.p199)에서 제시문 [가]와 비교하여
언급하고 있다. 고전읽기 ‘칸트와 롤스의 자율’에서 롤스의 ‘정의론’을 소개하면서
언급하고 있다. 롤스는 ‘법과 정치’(금성출판사. p.132.)에서도 언급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낯익은 학자이며 그의 학설의 핵심이 충분이 알려져 있다고 하겠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등의 교과서에 실려있는 글을
발췌・정리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모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증진하는 것을
지향하는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본다. 특히 개인의 자율성은
통제의 벗어남도 아니고 자유 의지를 통한 자기 지배와 적극적인 자기 통제 능력을 전제로
실행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시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가] 민경국 지음(2007), 하이에크, 자유의 길, 한울아카데미, pp. 314~320.
[나] 존 롤스(John Rawls) 지음, 황경식 옮김(1985), 사회정의론, 서광사, pp. 219~220.
[다] 맹용재 외(2006), 디딤돌 문학, 시 문학, 디딤돌출판사, p. 384.
[라] 줌파 라히리(Jhumpa Lahir) 지음, 이승수 옮김(2015), 이 작은 책은 언제나 나보다
크다, 마음산책, pp. 140~144.
[마] 마이클 센델(Michael Sandel) 지음, 안기숙 옮김(2012),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실려있는 송찬호의 시이다. ‘구두’를 소재로
일상적 틀에서 일탈하고자 하는 욕망을 그려내고 있다. 즉, ‘가죽 구두’로 표현된 현실적
삶에 안주하기보다 자유롭게 비상하는 꿈을 노래하고 있다.
송찬호의 ‘구두’는 디딤돌 ‘문학 p. 384.’ 교과서 외에 ebs 교재 등에 널리 소개되고
있는 시이다. 자유를 갈구하는 내용으로 유명한 시이다.

와이즈베리, pp. 46~52.
[바]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지음, 배영달 옮김(2001), 사물의 체계, 지식을
만드는 지식, pp. 292~296.
[사]: 박효종 외(2011),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학사, p.217.
정창우 외(2105),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미래엔, pp. 220~221.

제시문 [라]는 프랑스 출신 작가 줌파 라히리가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어로 글을 쓰면서
겪게 되는 고충을 담고 있다. 자신만의 언어적 문체를 확립하지 못해 고심하고, 작가는 그
원인이 자신만의 날카로운 시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작가는 깊은 성찰을
통해 문제를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는 글인데, 언어적 성찰과 극복의지를 드러낸 글로
유명하다.

2. 질문 문항 및 출제의도 분석
[논제Ⅰ]은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라는, 작년도 경희대 문제의 패턴을 따르고 있다.
요약하기 문제는 대학의 보편적 논제이다. 또한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는 논제 역시 논술의 다년간 여러
대학이 취하고 있는 문제의 패턴이다. 읽기의 기본인 독해력과 대조하기라는 논술의 기본 패턴을
견지한 논제로 볼 수 있다. 또한 [가], [나]의 논지가 비교적 쉬운 기본 개념이라서 수험생의 부담이
크지 않았을 것을 본다.
[논제Ⅱ]는 제시문 [사]가 관점에서 제시문 [다], [라], [마], [바]의 상황을 평가하는 것으로써 기존의

제시문 [마]는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글에서는
대리 줄서기, 암표 밀거래, 진료권 거래, 하물며 장기매매까지 인간의 자유이며 허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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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기 대조하기의 패턴을 유지한 논제라 할 수 있다. 이 논제 역시 기출 논술의 고전적 패턴으로
학생들에게 아주 익숙한 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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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3.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 분석
[논제 I]

기본점을 주고 답안 관련 기본 서술 하, 중, 상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0점)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원고지 사용법, 원고분량 감안한 정량적 평가가 가미되었다. 예리한 문
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여 독해력과 구성, 표
현력을 강조해 논술의 취지를 살려내고 있다.
논제를 충분이 고구한 결과를 보기위해 분량에 따른 감점제도 매우 타당한 설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했으면 10점 가점(창의성 및 표현력 등을 중시)제도 매우 타당한 채점 기준이다.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사회계열[11.15(오전)] / 문제1
문항번호
고등학교 과목명
사회, 사회 문화
출제 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다수결
예상 소요 시간
120분

특히 제시문 [나]는 ‘자유의 가치 보장’의 내용이 [가]와 유사하지만, 현실적으로 평등한
자유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자유’를 부각할 수 있는 글에 높은 점

문항 및 제시문

수를 부여해야 바른 평가가 될 것이다. 채점 유의 사항은 이런 점을 바르게 적시하고 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논제 Ⅱ] 제시문 [사]의 관점을 바탕으로 각각의 글에 드러난 ‘상황을 평가’하기이다. 각 제시문의

[가]
자연상태의 사람들이 그들 상호 간에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과 함께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할 때, 이 합의 자체에서 사람 수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숫자와 상관없이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각각 개별적인 동의에 의해서 공동체
를 결성했을 때, 그들은 그 행위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하나의 단체(one body)로 만들었기 때문
이다. 그 결과 공동체는 일체로서 행동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되며, 그 권력은 오직 다수
(majority)의 의지와 결정에 따르게 된다. 왜냐하면, 어떤 공동체든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오
직 그 구성원들의 동의뿐인데, 한 단체는 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으므로 가장 커다란 힘, 곧
다수의 동의가 그것을 이끄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다수의 동의가 전체의 결정으로서 합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모든 개인을 구속하지 않
는다면, 오직 개개인 모두의 동의만이 어떤 결정을 전체의 결의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건강상 문제나 잡다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동의를 획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물
론 숫자 면에서 그러한 일들은 공동체의 인구수보다는 훨씬 적겠지만, 이들이 공공 집회에 참석
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모든 인간 집단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마련인 의견의 다양
성과 이해관계의 대립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조건에 입각해서 사회를 결성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이다. […] 다수가 나머지를 구속할 수 없는 곳에서는 사회가 일체로서 행동할 수 없으며, 그 결
과 즉각적으로 해체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따라서 자연상태를 벗어나 공동체를 결성한 사람들은
어떤 명시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공동체 결성에 필요한 모든 권력을 공동체의 다수에게 양
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같은 권력의 양도는 하나의 정치 사회를 결정하고자 단순히 합의
하는 것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합의야말로 공동체에 가입하거나 그것을 결성하는 개개인들
간에 실제 체결되고, 또 반드시 체결될 필요가 있는 협정의 전부이다.

정확한 독해를 바탕으로 개별 제시문의 연관성, 상반성, 연결점, 부합성 여부 등을 언급할 수 있는가를
물었다. 이러한 논제와 채점 방식은 고전적이고 보편적인 출제방식이어서 낯설지 않다. 2015대입 논술
과 똑 닮은 논제이다.
[사]의 핵심어구는 ‘자유 의지’를 통한 자기 지배와 적극적인 ‘자기 통제’ 능력이다. 이하

4개의 제시문이 이 핵심어구와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라 할 수 있다.

4. 총평
이번 경희대 논술은
1.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공교육정상화 축진 및 선행교육방지법)의 핵심어를 잘 아우른
문제로 평가한다. 우선 논제가 작년과 아주 유사하여 준비한 모든 수험생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었을 것
으로 본다.
2. 아울러 국내 교과서에 언급한 작가와 제시문에 저명한 학자의 인문학적 교양 제시문을 바탕으로 독
해의 기본을 묻고 있어 제시문이 크게 부담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번역문의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보이지만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있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내용이었다.
3. 평가의 기준과 모범답의 구성에서는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적는 요약, 비교하기를 경계하고,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여 논술
의 취지와 독해의 기본을 강조한 평가가 타당했다고 본다.
이번 논술의 전반을 아우르는 ‘자유’의 문제는 ‘윤리와 사상’ 교과서의 핵심 내용으로서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가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출제된 작가와 제시문이 논술을 준비
하고 논술에 관심있는 학생에게 충분하게 친근하고 접근가능했던 수준과 범위의 것이라고 마
무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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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민 대중에게 모든 결정권이 주어지는 직접민주주의 체제에서 대중 스스로 전체 시민들의 행
복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시민 대중
은 항상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결정권을 사용하게 된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직접민주
주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정치 구조와 역학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판별력뿐만 아니라
고도의 인내력과 희생정신을 갖추어야 하지만 대중은 이런 자질을 갖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능
란하게 감언이설을 늘어놓는 정치인에게 자신의 권력을 예속시킴으로써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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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하고 양보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갈등을 시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직접민주주의 제도인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은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수
엘리트의 선동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형식적으로는 시민 스스로의 결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는 소수의 의견에 다수가 끌려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소수가 제시한 방향이 국가의 장기 전망을
제시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목전의 자기 이익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국가 구성원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직접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눈앞
의 이익에 집착하는 시민의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욕구를 통제할 방법이 없으며, 결국 시민들의
요구를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선동 정치가의 독재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직접민주주의는 시민 각자가 소유한 부와 지식의 불평등에 의해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
다. 대중에 의한 통치는 이성과 감성 양면에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대중은 부유한 자,
능력이 있는 자의 장점을 찬양하고 동경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부유한 자를 공직에
지명할 것이다. 공직에 임명된 능력 있는 자들은 손에 쥔 권위와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이
익이 되는 방향으로 통치를 강화할 것이며, 자연스레 민주정치의 합법성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순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다]
Across the spectrum of issues, Americans disagreed: on Iraq, taxes, abortion, guns, the Ten
Commandments, gay marriage, immigration, trade, education policy, environmental regulation, the
size of government, and the role of the courts. Not only did we disagree, but we disagree
strongly, with partisans on each side of the divide unrestrained in the vitriol¹ they poured
upon opponents. We disagreed on the scope of our disagreements, the nature of our
disagreements, and the reasons for our disagreements. Everything was contestable, whether it
was the cause of climate change or the fact of climate change, the size of the deficit or the
culprits² to blame for the deficit.
Democrats³ would shout and yell and fulminate,⁴and then stand by helplessly as Republicans
⁵ passed large corporate tax breaks, stuck it to labor, or cut social services. Over time, an
implacable anger spread through the Democratic Caucus,⁶ and my colleagues would carefully
record every insult and abuse meted out⁷ by the Republican Party. Six years later, Democrats
took control, and Republicans fared⁸ no better.
----------------------------------¹ vitriol: 독설
² culprit: (문제의) 원인, 원흉
³ Democrat: 민주당원
⁴fulminate: 맹
렬히 비판하다
⁵ Republican: 공화당원
⁶ Democratic Caucus: 민주당 전당대회
⁷ mete out: (벌·가혹 행위 등을) 가하다
⁸ fare:
(사람이) 해 나가다
[라]
거대한 한 국가가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 두 개의 대안 A와 B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어떤 대안을 택하느냐에 따라 이 국가는 행복과 번영 또는 돌이킬 수 없는 쇠락을 맞이
하게 된다. 문제는 사전적으로 어떤 것이 더 좋은 선택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
다는 것이다. 이 국가의 개인들은 동질적이어서 각각의 사람이 A와 B 중 더 좋은 대안에 투표할
확률은 p로 모두 같다고 하자. 그리고 이 확률 p는 1/2보다는 크다고 하자. 즉, 동전을 던져서 선
택하는 것보다 개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확률이 더 크다는 것이다.
비슷한 상황으로, 재판에 회부된 한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사람은 유죄로 판결되면 죽
음을 피할 수 없지만, 무죄라면 즉시 방면된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배심원들(혹은 배심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동질적이어서 이 사람의 유무죄를 진실되게 판단할 확률은 p로 모두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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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자. 그리고 이 확률 p는 1/2보다 더 크다.
어떤 방식으로 대안 또는 유무죄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 첫 번째 방법은 어느 한 사
람을 무작위로 뽑아서 그에게 결정을 맡기는 것이다. 개인들이 모두 동질적이기 때문에 누가 뽑
혀도 그가 더 좋은 대안 또는 진실을 선택할 확률은 p이다.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포함시켜 다수의 선호를 선택하는 것이다. 각각의 사람들이 진실을 선택할
확률이 모두 같은데, 투표를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이 방법에서 과연 옳
은 결정을 내릴 확률이 얼마나 될지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콩도르세(Condorcet)의 배심원 정리에서 찾을 수 있다. 콩도르세
는 이 정리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늘어날 때마다 옳은 결정을 내릴 확률이 증
가하며,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이 무한대에 가까워지면 옳은 결정을 내릴 확률은 1로 수렴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한다.
[마]
우리가 기후 변화에 무신경한 태도를 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의 고통에 대해 제대로 언급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지만, 현재 추정되는 기후 변화로 인한 희생은 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여겨진다. 임박
한 위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치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자신과 상관없는 문제라고 여기고
있다.
그런데 기후 변화와 싸우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는 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사람
들의 의견도 아주 부당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손해를 추정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과감하게 감축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 수 있고,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공장 투자 예산이나 교육 예산금에
서 돈을 끌어와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1970년에 환경 경제학자 탤벗 페이지는 문학적인 기교를 활용하여 자연 환경을 혹사시켜 발생
한 도덕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말한다. “당신이 미래의 젊은이가 되었다
고 상상하라. 당신이 살고 있는 미래의 지구는 이전 세대의 무절제한 욕망으로 인해 곧 종말을
맞이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당신은 이전 세대의 귀신에게 무슨 권리로 자연을 파괴했느냐고
따지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탤벗 페이지는 이렇게 충고했다. “아마도 귀신은 ‘그렇잖아도,
내가 살아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투표를 했소. 우리는 모두의 취향에 따르기로 한
거요.’라고 대답할 거다. 절대 당신의 화는 풀리지 않을 거다.”
우리 세대의 취향은 미래 세대에게는 그리 좋은 것이 못 된다. 1990년에 중대한 연구가 진행되
었다. 미국인들에게 현재 동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미래에 살고 있을 사람들
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했다. 열 명 중 거의 네 명이 자신들은 25년 후 1,000명의
생명을 구하는 데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오염으로부터 죽어가는 100명의 생명을 구하는
계획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거의 절반의 사람들이 100년 후 70명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
다 지금 한 명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다른 연구 결과에서
는 현재를 선택하는 경향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았다. 또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28퍼센트만이 1
년 후의 죽음이 100년 후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대답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미래의
사람들보다는 동시대의 사람들에 대해 더 큰 유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
에게 미래의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형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바]
사회자가 외쳤다
여기 일생 동안 이웃을 위해 산 분이 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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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슬픔은 이분의 슬픔이었고
이분의 슬픔은 이글거리는 빛이었다
사회자는 하늘을 걸고 맹세했다
이분은 자신을 위해 푸성귀 하나 심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도 자신을 위해 흘리지 않았다
사회자는 흐느꼈다
보라, 이분은 당신들을 위해 청춘을 버렸다
당신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
그분은 일어서서 흐느끼는 사회자를 제지했다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
그때 누군가 그분에게 물었다. 당신은 신인가
그분은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유령인가, 목소리가 물었다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 사회자가 소리쳤다
사내들은 달려갔고 분노한 여인들은 날뛰었다
그분은 성난 사회자를 제지했다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
그분의 답변은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
[사]
2004년과 2005년 ○○○의 복제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대한 연구논문이 연이어 ≪사이언스≫에
게재되면서 그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04년 ≪사이언스≫는 올해의 획기적 10대 연
구 성과에 그의 연구를 선정했으며, 국내 언론들도 ‘태극기를 꽂고 왔다’, ‘세계 언론의 주
목’, ‘국내 최초의 과학 분야 노벨상 후보’ 등과 같은 찬사를 범람시키며 그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으며, 정부는 그에게 ‘제1호 최고 과학자’의 영예를 안겼다.
그렇지만 2005년 11월 22일 한 언론사가 ○○○의 연구 윤리에 관한 항간의 의혹이 사실이라
는 점을 제기함으로써 ○○○ 신드롬에 균열이 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연구 윤리 의혹은 논문
조작 의혹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2006년 1월 10일 △△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의 논문
들은 완전히 조작되었으며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도 없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원천기술도 존재하
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을 절대적인 존재로 떠받드는 사회적 분위기는 사이버 공간에서 극심하게 고조되었다.
각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을 지지하는 글들이 폭주하였으며, ○○○ 팬클럽 ‘아이러브
○○○’ 회원들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소장 생명과학자들의 사이트인 ‘브릭’을 중심으로 예기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 과학자가 2005년 12월 5일 ‘브릭’의 소리마당에 줄기세포 사진 중복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 글은 삽시간에 사이버공간에 급격히 전파되었다. 누군가 의혹을 제기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올리고, 그러면 다시 이를 과학적으로 논증하는
글이 올라오고, 잘못된 주장이 제기될 경우 곧 다른 이들의 반론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들은 그동안 ≪사이언스≫도 미처 찾아내지 못했던 조작된 논문의 실체를 규명하기에 이
르렀다.
‘브릭’과 함께 ‘디시인사이드’의 과학 갤러리 게시판에서도 논문에 대한 검증이 벌어졌다.
‘디시인사이드’의 네티즌들은 상당한 합성사진 판독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줄기세포
사진의 조작 과정을 판명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합성사진을 보기 쉬운 이미지로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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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이버 공간에 퍼 옮기면서 논문의 재검증을 요구하는 여론을 확산시켰다.
[논제 Ⅰ]
제시문 [가]∼[바]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401자 이
상 ∼ 500자 이하 :배점 30점]
[논제 Ⅱ]
제시문 [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가], [나]의 논지를 비판
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 배점 40점]
[논제 Ⅲ]
어떤 아파트에서 주민대표 선거를 하는데, 두 후보 A와 B가 출마했다. 이 아파트는 도심에 위
치하며, 어린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가 거주 세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두 후보의 주요 공약
중 가장 대비되는 것은 바로 적정 관리비에 대한 것이다. 후보 A는 현재 관리비보다 3만 원을
인상하는 대신 놀이터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고, 아파트에 태양열 발전기 등을 설치하겠다는 공약
을 내걸었다. 이에 반해 후보 B는 현재 관리비보다 1만 원을 인하하여, 아파트 헬스장이나 기타
부대 서비스를 줄이고 출입구 관리 및 공동 생활공간 청소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입장이다.
이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에 대한 입장은 매우 다양하다. 일부 사람들은 현재 수준에서 1만
원 이상의 인하를 바라는 반면, 어린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 중에는 친환경적 시설을 마련하
기 위해서라면 3만 원 정도의 인상은 충분히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주민들의 관리비에 대한 입장은 [-5만 원, 5만 원]의 닫힌 구간 사이에서 균등하게 분포되
어 있었다.
투표에 참여할 경우, 각각의 주민들은 자신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관리비 수준에 더 가까운
공약을 내건 후보를 0.8의 확률로 지지한다고 가정하자(단, 더 가까운 후보가 없다면 둘 중 한
사람을 같은 확률로 지지한다고 하자). 가령 현재 관리비에서 5만 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
는 사람은 0.8의 확률로 A후보를 지지하고, 0.2의 확률로 B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1) 주민 중에 한 사람을 무작위로 뽑았을 때, 이 사람이 A 후보를 지지할 확률을 구하시오.
(2)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동일하지 않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관리비보다 인하를
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투표에 참여하는 반면, 인상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낮은 0.6의
확률로 선거에 참여한다고 한다. 이 경우 후보자 A의 예상 득표율(= 전체 투표자 중 A에게 투표
한 사람의 비율)을 구하고, 이 결과를 제시문 [마]에 나타난 투표 행태와 비교하시오.
[(1)과 (2)의 답안 작성 시 수식 및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700자)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배점 30점]

출제 의도

2016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I 수시 논술고사 문제는 <논제 I>, <논제 Ⅱ>, <논제 Ⅲ>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총 3문제가 출제되었다. 고등학교 학력 수준에 맞추어 평이하게 출제하
였고, 통합논술의 취지를 살려 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한 이해력, 논리적․분석적 추론 능력,
비판 능력, 수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2016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 I의 글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학 등에서 다양하게 선별하였으며, 고등학교 학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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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서 쉽게 독해가 가능한 수준의 글들이다.

출제 근거

<출처>
제시문 [가]: 정윤석 (2003), 로크「통치론」,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철학사상』별책
제2권, 제4호. 86-88면.
제시문 [나]: 박희봉 (2013), 좋은 정부 나쁜 정부, 책 세상, 35-36면.
제시문 [다]: Obama, Barack (2006), The Audacity of Hope, Three Rivers Press. p.16-17.
제시문 [라]: 위키피디아, 콩도르세 배심원 정리 (Wikipedia, Condorcet's Jury Theorem).
제시문 [마]: 에두아르도 포터, 손민중·김흥래 옮김 (2011), 모든 것의 가격, 김영사,
318-320면.
제시문 [바]: 기형도,「홀린 사람」,『고등학교 문학 1』창비, 2012, 154면.
제시문 [사]: 윤성이 (2015), 『한국정치: 민주주의, 시민사회, 뉴미디어』법문사, 258-262면.

문항 해설

사회계I 논술고사 문제의 핵심 주제는 ‘다수(majority)의 결정이 지닌 특성’이다. 각 제시
문은 다수 결정의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을 서술하고 있다. 다수 결정이 지닌 특성을 설
명하고 있는 지문을 고교 교과서, 인문학서적, 사회과학서적, 자서전 등에서 발췌하였다.
<논제 I>은 제시된 지문을 다수의 결정이 지닌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또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서술하는 것으로 각각 분류하고 그 핵심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도
록 하였다.
<논제 Ⅱ>는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논문 조작 규명 사례를 근거로 하여, 다른 지문의 논
지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논제 Ⅲ>은 수리문제이며, 확률이론을 활용하여 투표과정에서 서로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두 후보의 예상 득표율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또한 수리문제의 결과를 통해 관련 지문을 평
가할 수 있는 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계산 과정은 고등학교 수학 이상의 능력을 요구하
지 않았다. 주제어에 대한 수리적 이해를 묻는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력, 분석력, 그리고
논리적 추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고, 이는 그간 경희대학교 논술고사가 일관되게 보여준
문제 유형이다.
<논제 I>
<논제 I>의 주제는 서로 다른 소재와 내용의 글들에서 다수의 결정이 지닌 긍정적 특성(순
기능)과 부정적 특성(역기능)을 찾아 이를 분류하고 요약하는 것이다. 제시문 [가], [라]는 다
수의 결정이 지닌 긍정적 특성을, [나], [다], [마], [바]는 부정적 특성을 서술한 것으로 묶을
수 있다. 제시문 [가]는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공동체의 의지와 행동은 다수의 결정을 따라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시문 [라]는 두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 다수의 결정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결정을 내릴 확률을 높인다고 말한다.
반면에, 제시문 [나]는 대중은 소수 엘리트의 의견에 끌려가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 형성된
합법적 다수 의견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하다. 제시문 [다]는 미국
의회에서 다수당이 의견이 다른 수많은 의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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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불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시문 [마]는 기후변화 사례를 통해 현
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다수의 결정은 미래 세대에게
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시문 [바]는 개인에 대한 다수 군중의 광적인
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처럼 <논제 Ⅰ>은 서로 다른 성격의 제시문을 하나의 공통된 논지를 가진
어낼 수 있는 문제로서 창조적이고 통합적인 텍스트 해석 능력과 추론 능력을
다.

세대의 다수
불리한 결정
찬사와 영웅
글들끼리 묶
평가하고 있

<논제 II>
<논제 II>는 제시문 [사]를 근거로 [가], [나]의 논지를 평가하라는 문제이다. 제시문 [사]는
한 과학자의 연구 결과가 조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을 서로 다르게 대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과학자를 절대적인 존재로
떠받들며 사건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는 다수의 우매한 군중이다. 둘째,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면서 조작된 논문의 실체를 규명하는 일군의 깨어 있는 시민들이다.
[가]는 다수의 동의가 이끄는 방향으로 공동체가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다
수결의 원리를 옹호하는 글이다. 다수의 논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가]의 입장은, 다수의
의지가 진실을 외면하고 사회를 혼란시키는[사]의 내용을 통해 비판받을 수 있다.
[나]는 직접민주주의 체제에서 대중의 투표를 통해 형성된 다수의 의견이 오히려 민주주
의를 위협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한다. [사]에는 과학자의 논문 조작을 적극적으로 규명하는
일군의 네티즌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사
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자발적인 대중들이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대중은 소수 엘리트들에
끌려 다니는 무지한 존재들이라는 [나]의 주장은 비판받을 수 있다.

<논제 III>
<논제 Ⅲ>은 수리유형의 문제로 확률이론을 활용하여 투표과정에서 서로 다른 대안을 제
시하는 두 후보의 예상 득표율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아파트의 주민대표 선거에서 친환경 공
약을 내세운 후보와 관리비 인하를 위한 서비스 최소화를 내건 후보의 예상 득표율을 계산
하는 수리문제를 통해 현 세대의 다수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다수
의 결정은 미래 세대에게 불리한 결정을 가져온다는 제시문 [마]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채점 기준

1. 점수 배정
① 만점 : 각 논제 당 100점(세 논제 도합 300점)
② 기본 점수 : 60점
- 답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쓰면 60점
- 백지 및 답안과 관련 없는 글, 특별한 표시는 0점
③ 기준 점수 :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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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점 기준 : 정량평가

1) 논제 Ⅰ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1) 원고지 사용법

① 답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쓰면 60점 기본점수

①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② 예리한 문제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③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해당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를 거쳐 처리

② 제시문 [가], [라]가 다수의 결정이 지닌 긍정적 특성을, 제시문 [나], [다], [마], [바]는 부정적
특성을 서술하고 있다고 분류하면 10점 가점
③ 제시문 [가], [라]와 [나], [다], [마], [바]를 구분하여 내용 요약을 적절히 했다면 24점 가점 (각
각의 제시문당 4점)
④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지 않고 독창적인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긴밀하게 논술했으
면 6점(표현력) 가점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원고 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내용이 더 중요함)

※ 채점시 유의사항

*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10～20자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10점이나 20점을 일률적으로 감점
하지 않음

(1) ‘다수의 결정이 지니는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이라는 용어 대신에 ‘다수의 결정이

*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함

지니는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표현해도 좋으며, ‘다수의 결정’이라는 용어 대신에 ‘다

수의 선택’, ‘다수의 선호’, ‘다수의 의지’, ‘다수결’ 등을 사용해도 맞는 것으로 채
(1) 논제 1, 2, 3

점함
(2) 주요 논지

● 논제 Ⅰ (401∼500자)

[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공동체의 의지와 행동은 다수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200자 미만 : 감점 40점 (답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쓰면 60점)
200～300자 미만: 감점 20점

[나]- 대중은 소수 엘리트의 의견에 끌려가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 형성된 합법적 다수의 결정
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할 개연성이 높다.

300자 이상~350자 미만: 감점 10점

[다]- 미국 의회에서 다수당이 의견이 다른 수많은 의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통과시

550자 이상~600자 미만: 감점 10점

킴에 따라 여야 간 불신이 높다.

600자 이상: 감점 20점

[라]- 두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 다수의 결정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결정을 내릴 확
률을 높인다.

● 논제 Ⅱ (601∼700자)

[마]- 현 세대의 다수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다수의 결정은 미래 세대

400자 미만 : 감점 40점 (답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쓰면 60점)
400자～500자 미만 : 감점 20점

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바]- 개인에 대한 다수 군중의 광적인 찬사와 영웅화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500자 이상~550자 미만: 감점 10점
750자 이상~800자 미만: 감점 10점
800자 이상: 감점 20점

2) 논제 Ⅱ(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 논제 Ⅲ (수식 및 그래프를 포함하여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작성하면 됨)
답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쓰면 60점

① 답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쓰면 60점 기본점수
② 제시문 [사] : 한 과학자의 연구 결과가 조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을 서로 다르게 대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과학자를 절대적

3) 원고분량에 따른 기타 기준

인 존재로 떠받들며 사건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는 다수의 우매한 군중이다. 둘째, 구체적인 정
보를 제시하면서 조작된 논문의 실체를 규명하는 일군의 깨어 있는 시민들이다. 이러한 내용을

①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으로 간주한다.

잘 기술하면 10점 가점

②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한다.

③ 제시문 [가] 비판: [가]는 다수의 동의가 이끄는 방향으로 공동체가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다수결의 원리를 옹호하는 성격의 글이다. [사]에서는 다수의 시민들이 사건의 진실을

3. 채점 기준 : 내용평가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다수의 논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가]
의 입장은, 다수의 의지가 진실을 외면하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의 내용을 통해 비판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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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의 내용을 잘 요약하고 [사]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비판하면 10점 가점
④ 제시문 [나] 비판: [나]는 직접민주주의 체제에서 투표를 통해 형성된 다수의 의견이 오히려

⑤ 예시답안에 제시된 방법 외에 독창적인 방법으로 확률과 득표율에 대한 풀이과정을
제시하면 각각 5점씩 가점

민주주의를 위협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한다. 대중은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눈앞의 이익을 추구
하기 때문에 소수의 선동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에는 과학자의 논문 조작을 적

[참조]

극적으로 규명하는 일군의 네티즌들이 제시되어 있다. 자발적 대중들의 모습을 통해, 대중은 소
수 엘리트들에 끌려 다니는 무지한 존재들이라는 [나]의 주장은 비판받을 수 있다. [나]의 내용을

① 관리비에 대한 입장이 속한 구간을 X=[-5,0], Y=[0,1], Z=[1,5]의 세 집합으로 나누자. 관리비에

잘 요약하고 [사]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비판하면 10점 가점

대한 입장이 (X∪Y)에 속하는 사람은 A를 0.2의 확률로 지지하고 (혹은, B를 0.8의 확률로

⑤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지 않고 독창적인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긴밀하게 논술했으

지지하고), Z에 속하는 사람은 A를 0.8의 확률로 지지한다. (예시답안과 같이 그림으로 설명할

면 10점(표현력) 가점

수도 있음)

※ 채점시 유의사항

② 한 사람을 무작위로 뽑았을 때 그 사람이 후보 A를 지지할 확률은

① [사]: 논문 조작 사건을 대하는 시민들의 서로 다른 모습을 잘 파악해야 함.

  ∪  
  
          이다.

  ∪  ∪  
  ∪  ∪  

과학자를 절대적인 존재로 떠받들며 사건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는 다수의 우매한 군중과 구체
적인 정보를 제시하면서 조작된 논문의 실체를 규명하는 일군의 깨어 있는 시민들을 잘 구별할

③ A의 예상 득표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i) 먼저, 전체 주민 중 A를 지지하면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중을 구한다. 관리비에 대한

수 있어야 함.
② [가]: 다수의 의지가 진실을 외면하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의 내용을 통해 다수의 논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가]의 입장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나] : [사]에 나타난 과학자의 논문 조작을 적극적으로 규명하는 일군의 네티즌들의 적극적
모습을 통해, [나]의 소수 엘리트들에 끌려 다니는 무지한 대중들의 태도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한
다.

입장이 X에 속하는 사람들은 모두 투표에 참여하는 반면, (Y∪Z)에 속한 사람들은 0.6의
확률로 투표에 참여한다고 했으므로, 전체 주민 중 A를 지지하면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중은
  
  
  
      

  ∪  ∪  
  ∪  ∪  
  ∪  ∪  
       

로 구할 수 있다.
3) 논제 Ⅲ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ii) 전체 주민 중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중은 0.5*1+0.5*0.6=0.8이므로, A의 예상 득표율은
① 답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쓰면 60점 기본점수

100*(0.304/0.8)=38%이다.

② 관리비에 대한 입장이 속하는 구간에 따라 각 후보를 지지할 확률을 글이나 그림 또는
수식으로 정확히 제시하면 10점 가점

④ [마]와의 비교: 따라서 A의 예상 득표율은 B의 예상 득표율보다 낮다. 이는 현 세대의 다수가

③ (1)의 확률을 풀이과정과 함께 정확하게 제시하면 10점 가점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투표한 결과로 미래세대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마]의

④ (2)에서 A의 득표율을 풀이과정과 함께 정확하게 제시했으면 10점 가점

상황과 일맥상통한다.

⑤ 답을 토대로 제시문을 올바르게 논의했으면 10점 가점
* 예시답안의 풀이와 다른 독창적인 방법으로 풀이과정을 제시하면 10점 가점
※ 채점시 유의사항
① (1)과 (2)의 확률 및 득표율을 구하는 과정은 타당하나 계산 실수로 답이 정확하지 않으면
각각 8점씩 가점
② (1)과 (2)의 확률 및 득표율을 구하는 과정을 수식으로 제시하지 않고 글로만 표현하면 각각
2점만 가점
③ 답을 구하는 과정 없이 무조건 제시문이 타당하다고 쓴 것은 가점을 주지 않음
④ 풀이과정과 답이 틀리지만 제시문이 타당하다고 쓴 것은 가점을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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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예시 답안

[논제Ⅰ]
각 제시문은 다수의 결정이 지닌 양면적 특성을 다룬다. [가], [라]는 다수 결정의 긍정적 특
성을, [나], [다], [마], [바]는 부정적 특성을 서술하고 있다.
[가]는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공동체의 의지와 행동은 다수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라]는 두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때 다수의 결정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결정을 내
릴 확률을 높인다고 한다.
반면에, [나]는 대중은 소수 엘리트의 의견에 끌려가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 형성된 다수 의
견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한다. [다]는 미국 의회에서 다수당이 의
견이 다른 수많은 의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여야 간 불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는 현 세대의 다수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다수의 결정은
미래 세대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바]는 개인에 대한 다수 군중의 광적인 찬사
와 영웅화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483자]
[논제Ⅱ]
제시문 [사]는 한 과학자의 연구 결과가 조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을 서로 다르게 대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과학자를 절대
적인 존재로 떠받들며 사건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는 다수의 우매한 군중이다. 둘째, 구체적
인 정보를 제시하면서 조작된 논문의 실체를 규명하는 일군의 깨어 있는 시민들이다.
[가]는 다수의 동의가 이끄는 방향으로 공동체가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다수
결의 원리를 옹호하는 성격의 글이다. [사]에서는 다수의 시민들이 사건의 진실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다수의 논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가]의 입
장은, 다수의 의지가 진실을 외면하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의 내용을 통해 비판받을 수 있
다.
[나]는 직접민주주의 체제에서 투표를 통해 형성된 다수의 의견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
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한다. 대중은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소수의 선동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에는 과학자의 논문 조작을 적극적으로
규명하는 일군의 네티즌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활
용하여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자발적인 대중들이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대중은 소수 엘리
트들에 끌려 다니는 무지한 존재들이라는 [나]의 주장은 비판받을 수 있다. [694자]

구분
문제
자료

채점기준
답안작성

세부판단기준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1. 제시 예문 분석
2016학년도 경희대 수시모집 사회계열Ⅰ 논술고사에서 제시된 예문은 7개이다. 제시문의 출
처는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 정윤석 (2003), 로크「통치론」,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철학사상』별
책 제2권, 제4호. 86-88면.
제시문 [나]: 박희봉 (2013), 좋은 정부 나쁜 정부, 책 세상, 35-36면.
제시문 [다]: Obama, Barack (2006), The Audacity of Hope, Three Rivers Press. p.16-17.
제시문 [라]: 위키피디아, 콩도르세 배심원 정리 (Wikipedia, Condorcet's Jury Theorem).
제시문 [마]: 에두아르도 포터, 손민중·김흥래 옮김 (2011), 모든 것의 가격, 김영사,
318-320면.
제시문 [바]: 기형도,「홀린 사람」,『고등학교 문학 1』, 창비, 2012, 154면.
제시문 [사]: 윤성이 (2015), 『한국정치: 민주주의, 시민사회, 뉴미디어』, 법문사, 258-262면.
7개 제시문의 주요 주제는 ‘다수 결정의 특징’에 대한 것이다. 조직과 집단 내에서 인간
의 사유와 행동의 특성이 되기도 하는 ‘다수 결정이 지니는 양면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
로 한 정치, 경제, 수학, 인문 분야의 제시문들로 구성되었다. 이들 제시문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중 <사회·문화> 과목 ‘개인과 사회 구조’라는 내용 영역의 “사회 집단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회 집단의 유형별 특징을 비교, 분석”한다는 성취기준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인간
의 삶과 윤리 사상과도 연계되어 “인간의 본질과 특성, 인간 행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이
해한다”는 성취기준과도 관련 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를 파악하고, 민주주의
의 여러 유형을 비교, 분석한다.”는 성취기준에 관련된 제시문들이라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제시문 [가]는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다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내
용이다. 국민의 권리와 국가권력의 관계에 대해 로크, 홉스, 루소의 사회계약설에 대한 지식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제시문 [나]는 다수 결정이 민주주의를 위협
할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평이한 어휘와 고등학교 국어교과에 속한 독서와 문법
교과서, 사회교과에 속한 교과서들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어휘나 내용으로 구성된 제시문이
다. [다]는 영어 제시문으로 오바마의 연설문이다. 문장은 영어 교과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독해가 가능한 수준이고 어휘에 대한 풀이도 제공되어 전반적으로 독해와 내용이
평이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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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 [라]는 다수 결정의 장점을 경제 활동에 빗댄 글이며, [마]는 확률의 역설로 대부분의

혼란시키는 [사]의 내용을 통해 비판받을 수 있음을 기술해야 하고, 제시문 [나]는 소수 엘리

사람들은 미래보다 현재의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다수 결정이 갖는 한

트에 의해 끌려 다니는 무지한 대중을 [사]의 자발적 대중의 모습과 비교하여 비판했는지를

계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제시문이다. 제시문 [바]는 기형도의 <홀린사람>으로 맹

평가하는 것이다.

목적이고 무비판적인 우매한 민중을 비판하고자 한 작품으로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실린 시
이다. 기형도는 7차 교육과정에 2종, 2007년 개정 문학교과서 3종, 2009년 개정 문학교과서 7

[논제 Ⅲ]은 수리 계산을 통해 나온 결과를 통해 제시문 [마]의 투표 행태와 비교하는 문제
였다. 확률 계산만을 한 경우라도 부분 인정해 준다는 채점 기준을 명시하였다.

종에 언급된 시인으로 <홀린사람>을 직접 학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시문을 이해하는 데 어

이처럼 내용의 이해와 요약하기, 비판적 관점으로 지문을 대비적으로 분석하는 능력들은 고

려움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가]에서 [바]까지 7개의 제시문은 고등학교 학력

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이다. 또한 문항에 대한 채점 기준과 모범

수준에서 쉽게 독해가 가능한 수준의 글 들이다. 다수결이 갖는 특성을 문학, 정치, 경제, 문

답안 역시 고등학교 학력 수준에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범위와 수준

학,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통합논술의 취지에 맞는 제시문이다. 따라서

에서 작성할 수 있는 모범 답안과 채점 기준이라 하겠다.

고교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제시문에 나타난 다수 결정의 특징들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차이점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총평
2016학년도 경희대 수시모집 사회계열Ⅰ 논술고사에서 제시된 예문은 7개로 교과서 지문이

2. 질문 문항 및 출제 의도 분석

1개 활용되었으며, 6개는 교과서 밖의 지문이다. 교과서 밖의 지문이라도 고등학교 사회과 교
[논제 I], [논제 Ⅱ], [논제 Ⅲ] 총 3문제가 출제되었다. 이해력, 논리적․ 분석적 추론 능력, 비
판 능력, 수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육과정,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의 학습 요소로 제시한 민주주의, 다수결 등의 학습내용과 성취
기준에 연관된 지문들이라고 판단된다.

[논제 I]은 제시된 지문을 다수 결정의 장점과 단점으로 각각 분류하고 그 핵심 내용을 요약

또한 질문 문항 역시 글에 대한 단순한 독해력이 아닌, 관점을 가지고 읽고 분류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대부분의 수험생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관점과 결론이 다른 글을 읽고 비교, 분석하는 교육과정을 이

들이 쉽게 풀 수 있는 평이한 문제로 판단된다.

수했다면 역시 무난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인문계 고교 수준의 수리 지식인 확률을 활용하

[논제 Ⅱ]는 합리적인 사고와 감성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지문을 근거로 하여, 한
쪽을 강조하고 있는 여타 제시문의 논지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고자 한 것이다.
[논제 Ⅲ]은 수리문제로 확률을 활용하여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지문의 특성에 따른 분류 및

여 풀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채점 기준과 모범 답안 역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논술고사의 제시문, 출채문항, 채점기준, 모범 답안 모두 고교 과정의 선행학
습 유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비판 그리고 주제어에 대한 수리적 이해를 묻는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력, 분석력, 그리
고 논리적 추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계산 과정은 고등학교 일반 수학 과정을 이수
한 경우 풀 수 있도록 고려한 것이다.
이처럼 3문항은 그간 경희대학교 논술고사가 일관되게 보여준 문제 유형일 뿐만 아니라, 논
술고사 문제의 출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 분석
[논제 I]의 경우 다수 결정의 장점과 단점의 차이점을 명확히 서술했는지를 채점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제시문들을 이해하고 분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 채
점 시 이성과 감성이라는 용어 대신 ‘다수의 결정이 지니는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용어를
사용해도 답안으로 인정하고, ‘다수의 결정’이라는 용어 대신에 ‘다수의 선택’, ‘다수의
선호’, ‘다수의 의지’, ‘다수결’ 등의 용어를 사용한 답안에 대해서도 인정함으로써 고
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습한 용어를 활용해 무난히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논제 Ⅱ]는 비판적 관점으로 지문을 대비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다
수 결정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제시문 [가]의 입장은 다수의 의지가 진실을 외면하고 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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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사회계열[11.15(오후)] / 문제1
문항번호
고등학교 과목명
사회, 윤리와 사상
출제 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조직이나 집단의 구조적 특성
예상 소요 시간
120분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나는 배에서 아무 하는 일 없이 공밥을 얻어먹고 빈둥거리고 있었다. 선원들의 노동을 어떻게
든지 좀 도와보려고, 그들이 밧줄을 당길 때 대열의 꽁무니에서 힘을 보태는 시늉을 해 보기도
했지만, 선원들은 나를 쫓아버렸다. 힘이 보태지지도 않거니와, 거치적거려서 오히려 방해가 되
고, 안전사고라도 날까봐서 끼워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파리를 쫓듯이 손짓으로 나를
쫓아버렸다. 그러나 나는 염치없게도 그들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그들의 노동을 관찰했다.
그들의 노동은 거의 대부분이 밧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닻과 그물과 부표를 내리고 당
기는 일이나 부표에 매달려 바다에 뜬 다른 밧줄을 당기는 일들이 모두 당기기에 의해 이루어지
고 있었다. 하나의 밧줄에 여러 명의 선원들이 매달려 있는데, 그들은 지휘자도 없는 오케스트라
처럼, 앞에서 당기는 사람과 뒤에서 당기는 사람의 손발이 척척 맞아 들어갔다. 그래서 그물을
당기거나 닻을 들고 내릴 때, 갑판에서 일하는 모든 선원들은 전혀 말이 없는 가운데서 다른 동
료들의 작업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 선원이 맨 앞에서 그물을 당기면 다른 선원들은
그의 일을 받아내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민첩하게 이동했다. 그 모든 동작들은 물이 흐
르듯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이루어졌고, 그 이동과 재배치 과정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들은 동료의 동작을 보면 그 동작을 받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동작을 취해야 하는지를 감각을
통해서 터득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없는 노동과, 이심전심의 재배치가 밤새도록 바다 위에서 전
개되었다.
[나]
아래 그림은 노드*가 새롭게 진입하면서 네트워크가 성장해 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왼쪽
위로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두 개의 연결된 노드로부터 출발하여, 각 네트워크 단계별로 하나의
새로운 노드(흰색 동그라미)가 추가된다. 새로운 노드는 어느 노드에 링크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 연결선 수가 많은 노드를 선호한다. 이러한 연결 성향 때문에 네트워크 안에 연결선 수가
많은 소수의 노드와 상대적으로 연결선이 적은 다수의 노드들이 나타난다.
--------------* 노드(node): 네트워크 안에서 상호 연결될 수 있는 지점(그림 속 동그라미).
[다]
Variations in the ways of life, ideology, traditions, clothing, arts, music, concept of time, and
many other factors provide a basis for differences among cultures. Because of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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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s, and the ethnocentric assumption that others see the world in the same way as we
do, people are confronted with cross-cultural misunderstanding. Cultures put forth such a
powerful influence that many people demonstrate ethnocentrism, the tendency or belief in the
superiority of one’s own ethnic group. In other words, ethnocentrism is judging other groups
by the values of one’s own group.
In reality, however, cultural differences are found in many differing living conditions,
relationships, emotions, working styles, teaching, raising children, and ruling a society, to name a
few. There are many cultural differences. Simply, some ways of life or habits that are
practiced in eastern cultures may seem bizarre in western cultures, and vice-versa.
Nowadays, every day of lives, we connect with people vastly different from ourselves. We
need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se differences to function effectively in our complex
world. There is no doubt that we all learn from each other and grow with each other. We
need to remove preconceived biases and learn to appreciate each other for the richness we as
humans bring to relationships, both personal and professional.
[라]
하지만 그쪽도 곧 쉽지는 않았다. 교실을 꽉 찍어 누르는 듯한 분위기나 아이들의 어둡고
짓눌린 듯한 표정으로 보아서는 틀림없이 파보기만 하면 그의 죄상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도 도무지 마땅한 게 걸리지 않았다. 그는 분명히 아이들을 때리고 괴롭혔지만 대개는
담임선생의 추인을 끌어낼 수 있는 꼬투리를 가지고 있었고, 또 대가 없이 아이들의 것을 먹고
썼지만 그 형식은 언제나 아이들의 자발적인 증여였다.
오히려 석대를 관찰하면서 더 자주 확인하게 되는 것은 담임선생이 그를 신임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들이었다. 그에게 맡겨진 우리 반의 교내 생활은 다른 어느 반보다 모범적이었다. 그의
주먹은 주번 선생님들이나 6학년 선도들의 형식적인 단속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우리 반
아이들의 군것질이나 그 밖의 자질구레한 교칙 위반을 막았다. 그에게 맡겨진 청소 검사는 우리
교실을 그 어떤 교실보다 깨끗하게 하였으며, 우리의 화단을 드러나게 환하게 했다. 또 그에게
맡겨진 실습 감독은 우리의 실습지에서 가장 많은 수확을 안겨주었으며, 그의 강제 할당으로
우리 반의 비품은 그 어느 반보다 넉넉했고, 특히 교실 벽은 값진 액자들로 넘쳐날 판이었다.
그가 이끌고 나가는 운동 팀은 모든 반 대항 경기에서 우리 반에 우승을 안겨주었고,
‘돈내기’란 어른들의 작업 방식을 흉내 낸 그의 작업 지휘는 담임선생들이 직접 나서서
아이들을 부리는 반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번듯하게 우리 반에 맡겨진 일을 끝내주게 했다.
별로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가 주먹으로 전 학년을 휘어잡아 적어도 우리 반 아이가 다른 반
아이에게 얻어맞는 일은 없게 된 것도 담임선생으로서는 그리 불쾌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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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담임선생의 조용조용한 목소리가 멀리 하늘 위에서 뿌려지는 것처럼 내 귓전을
맴돌았다.
“짐작은…… 간다. 모든 게 맘에 차지 않겠지. 서울식과는…… 많이 다를 거야. 특히 엄석대가
급장으로서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못돼먹고 거칠기도 하겠지. 하지만 그게 바로…… 이곳의
방식이다. 자치회가 있고, 모든 게 토론과 투표에 의해 결정되고 급장은 다만 심부름꾼인 그런
학교도 있다는 걸 나도 안다. 아니 서울 아이들같이 모두가 똘똘하면…… 오히려 학급은 그렇게
운영되는 게 마땅하겠지. 그러나 거기서 좋았다고…… 그게 어디든 그대로 되는 건 아니다.
이곳은 이곳의 방식이 있고…… 너는 먼저 거기 적응할 필요가 있어. 서울에서의 방식이 무조건
옳고 이곳은 무조건 틀렸다는 식의 생각은 버려야 해. 굳이 그게 옳다고 고집하고 싶다면……
너의 태도라도 바꿔. 네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반 아이들 모두와 싸우려 하거나 외톨이로 빙빙
겉돌아서는 안 돼. 봤지? 오늘…… 육십 명 중 네 편은 단 하나도 없었어. 네가 꼭 석대를 급장
자리에서 쫓아내고…… 우리 반을 서울에서 네가 있던 반처럼 만들고 싶었다면…… 먼저 그
아이들을 네 편으로 만들었어야지. 석대가 이미 그 아이들을 휘어잡고 있어서 어찌해 볼 수가
없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는 내게 달려오기 전에 아이들부터 먼저 네 편으로
돌려놨어야 했어. 그게 안 되니까 내게 왔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아이들이
어리석으니까 선생인 내가 고쳐놓아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틀렸어. 설령 네가
옳더라도…… 나는 반 아이들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석대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네가 반드시
그러리라 믿고 있을 것처럼…… 아이들의 그 지지란 것이 실상은 석대의 위협이나 속임수에
넘어간 거짓된 것일지라도…… 마찬가지야. 나는 어쨌든……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석대의
힘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어. 지금껏 흐트러짐 없이 잘돼 나가던 우리 반을……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흩어버릴 수 없기 때문이지. 거기다가…… 어쨌거나 석대는 전 학년에서 가장 공부
잘하고…… 통솔력 있는…… 모범적인 급장이다. 무턱대고 비뚤어진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그의 장점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새로…… 시작해 보아라. 석대와 경쟁하고 싶다면…… 정당하게 경쟁해라.
알겠니…….”
<중략> 나는 넋 나간 사람처럼 한참을 더 무정하고 성의 없는 담임선생의 이상한 논리 앞에
앉았다가, 이윽고 쥐어짜다 만 빨래 같은 몸과 마음이 되어 거기서 풀려났다.

과거처럼 가족 관계나 사적인 인맥이 아니라 능력과 경험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은 17세기와 18세기 프로이센에서 시작된 근대식 공무원 채용 제도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유럽의 선두에 있었다. 그 당시 관직에 나갈 기회가 별로 없었던 다른 나라에서도 그
제도가 함께 발전하면서 그 과정은 더욱 확대되었다. 1855년에 만들어진 영국의
중앙인사위원회가 바로 그런 사례이고, 1883년에 창설된 미국의 중앙인사위원회는 연방 정부의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조직이다. 1874년에는 만국우편연합의 창설과 함께 국제적 공무 활동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20세기 초 미국은 신종 사업의 개척자들 사이에서 노동 방식과 관료 조직이 동시에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었다. 조립 라인의 기계화와 분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숙련 노동자들을
비숙련 노동으로 대체할 수 있었던 시카고의 정육 통조림 공장은 ‘엄청난 노동 강도’를
자랑했다. 가축들이 도살장에 들어가자마자 순식간에 망치로 죽인다. 그러면 곧바로 강철 집게로
이들을 들어 올리는 것으로 가공 공정이 시작되는데, 내장을 꺼내고 껍질을 벗기는 등 모든
공정이 작업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과정으로 가축들은
소시지로 바뀌어 깡통 속으로 순식간에 들어간다.
정밀성, 속도, 명료성, 기록에 대한 이해, 영속성, 신중성, 엄격한 복종, 갈등 감소, 물적·인적
비용 감소 등을 가져온 이러한 변화는 근대적 자본주의 대기업의 전형이 되었다. 행정 체계가
완벽하게 관료제 형태를 구축한 곳에 흔들림 없는 확고한 권력 관계가 세워진다.

[마]
지배는 권위를 기반으로 정당성을 부여받고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 과거의 권위는 대개
‘전통적’이었다. 전통적이라는 말은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서 권위를 물려받고 백성들이 그
권위를 인정했다는 뜻이다. 두 번째 권위의 원천은 ‘카리스마’였다.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지도자에게 천부적인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권위의 세 번째
형태, 즉 근대적 의미의 권위는 ‘관료적’이고 ‘합리적’인 권위다. 법률을 근거로 분명하고
일관되게 규칙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 조직이 그 권위를 행사했다. 합리적 권위는 법령의
합법성과 합리적으로 제정된 규칙을 기반으로 한 공적인 권한에 대한 믿음에 토대를 둔다.
근대 사회에서 권력의 핵심은 관료 조직이다. 관료제는 오늘날 통용되는 것처럼 지저분한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성취한 가장 발달한 형태의 조직이자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에
가장 적합한 조직이다. 관료 조직의 기본 특징은 권리, 의무, 책임, 권한의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한 구체적인 직무, 그리고 감독, 복종과 명령의 일원화라는 투명한 시스템 등이다. 그런
조직은 문서를 통한 의사소통과 기록, 그리고 직무별로 갖춰야 할 필요조건과 역량에 따른 인력
개발과 훈련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관료 조직이 내부적으로 잘 돌아가려면 무엇보다도
구성원들 각자의 사회경제적 신분이나 가족, 종교, 정치적 관계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일관되고 포괄적으로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채용, 책무, 승진은

[바]
높이 10미터 이상에 가로로 1킬로미터 이상 되는 긴 꼬리(롱테일, long tail)를 가진 공룡을
고객으로 간주해 보자. 그동안 기업들은 ‘공룡의 머리’에서 수익을 내 롱테일의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 모델을 써 왔다. 그런데 미국의 디지털 주크박스업체 이캐스트(e-Cast)는 자사가
보유한 1만 종의 앨범 중 분기당 한 곡이라도 팔린 앨범이 98퍼센트에 달한다는 걸 알아냈다.
이전에 무시되었던 비주류 상품들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창출해 내고 있었다. 다품종 소량
생산되는 비주류 상품이 대중적인 주류 상품을 밀어내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가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캐스트 외에도 2004년 가을 미국의 인터넷서점 아마존도 판매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꼬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서점을 포함한 유통업체의 가장 큰
고민은 늘 상품의 진열과 공간이다. 진열할 수 있는 품목엔 한계가 있다. 잘 나가는 걸 고객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진열한다. 나머지는 구석 아니면 창고에 두어야 한다. 좋은 곳에 진열만 되면
잘 나갈 수 있는 상품도 초기의 선택에서 배제되면 영영 고객을 만날 길이 없다. 그래서 자사
제품을 좋은 자리에 진열하고자 하는 영업 사원들은 유통업체를 상대로 사투를 벌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비리가 자주 발생한다. 이게 바로 오프라인 매장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그런데 온라인에선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물론 온라인에서도 좋은 자리는 있기 마련이지만,
오프라인에서처럼 생사를 결정지을 정도로 절대적인 건 아니다. 책을 도서목록에 올리는 데에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거의 제로에 가깝다. 아마존이 다루는 230만 종이 넘는 서적엔 차별이
없다. 검색 기능에 의해 공급자의 ‘진열’이 아니라 수요자의 ‘필요’가 지배하는 공정 경쟁이
가능해진다. 머리와 꼬리의 차이는 순식간에 사라진다.
정치인이 온라인을 통해 소액 다수 기부를 받는 것도 같은 전략이다. 2004년 대선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으로 초반 돌풍을 일으켰던 전 버몬트 주지사 하워드 딘의 선거 참모였던 조 트리피는
“만약 631명의 부자들이 조지 부시를 선출하기 위해 1억 달러 이상을 모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2백만 명이 각자 백 달러 이하씩만 모으면 그를 패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가 2008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도 이 전략이었다. 만약
오바마가 선거를 바로 몇 주 앞두고 1억 달러의 모금 요청을 했다면 이는 성사되지 못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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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대신 그는 사람들에게 단돈 몇 달러라도 좋으니 할 수 있는 만큼 기부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반복해서 후원 요청을 했다. 즉, 티끌 모아 태산이 된 것이다.
인터넷이 없었다면 버락 오바마는 대통령은 고사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도 되지 못했을 것이다.

[사]
민주주의, 즉 데모크라시(democracy)가 말 그대로 ‘데모스(demos, 민중)의 힘’이라면, 이
힘은 현 체제의 무능을 증언하고 고발하는 힘이겠지만, 또한 그 힘은 새로운 권리를 창안하고
새로운 삶의 형식을 꾸리는 힘이기도 할 것이다. 자기 삶을 가꾸는 대중들의 힘은 또한 체제의
무능을 고발하는 힘이고, 또 새로운 권리를 창안하는 힘이다.
오랫동안, 적어도 플라톤 이래로, 서구의 사상은 정치가를 ‘좋은 목자’의 이미지로 그려
왔다. 정치학은 ‘좋은 목자’를 선별하는 기술로 축소되곤 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근대적
이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주의란 인민이 자기 삶을 관리하고 육성해 줄 좋은 대표를 찾는
일인 것처럼 간주되곤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좋은 목자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대중이 양떼로
전락하지 않는 일일 것이다. 삶을 가꾸는 능력이 없을 때, 대중은 삶을 지배하는 권력에 자신을
의탁할 수밖에 없다. 대중은 무능과 두려움 속에서 이 대표, 저 대표를 갈아타는 일만을 반복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의 운명은 결국 엘리트의 힘에 의존하게 되고, ‘데모스의 힘’이
아닌 ‘엘리트의 힘’이 민주주의의 역량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민주주의, 즉 ‘데모스의 힘’을 군주나 귀족이 휘두르는 통치 권력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통치 권력을 누가 행사하느냐 이전에 그 권력이 어떤 힘이냐도 중요하다.
미셀 푸코는 복종을 전제로 권력을 행사하는 근대 주권 이론을 비판하면서, ‘저항하지만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저항 형태’, ‘새로운 실존과 조직화의 형식으로서, 불복종이라는 말로는 포착할
수 없는 일관성과 연대의 운동’을 사유하려고 노력한 바 있다.
이러한 삶의 새로운 실존 형식, 새로운 조직화 형식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지배와 명령의 거부가 또 다른 지배와 명령의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는 삶의 형식, 복종과 의탁이
아니라 자기 지배와 자기 배려가 이루어지는 삶의 형식, 복종이 아닌 평등한 협력을 통해 큰
힘이 발생됨을 알려 주는 삶의 형식을 발명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발명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더 이상 ‘집권자의 고민’(통치력)이나 ‘집권자가 되기 위한
고민’(권력 획득)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즉 ‘데모스의 힘’은 사람들의 복종을
끌어내는 통치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권력이 유포하는 유혹이나 공포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삶을 꾸려 갈 수 있는 능력의 크기, 권력조차 그런 관점에서 다룰 수 있는 능력의 크기로
표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도래한 민주주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싸움은 우리
삶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권력과, 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삶의 대안적 형식의 발명을 둘러싸고
벌어질 것이다.

도서 구매자의 구매패턴 분석을 위해 온라인 서점만 이용하는 100명과 오프라인 서점만 이용
하는 100명을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했다. 동일 분야의 책A와 책B의 구매 여부를 조사했는데, 책
A는 인기도서이며 책B는 비인기도서다. 온라인 서점 이용자에 대한 조사 결과, 책A 구매자의 3/4
이 책B도 구매했으며, 책A 비구매자는 모두 책B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책B 구매자들
중 책A도 구매한 사람의 비율은 3/4이었다. 한편, 오프라인 서점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책A 구매자의 1/4, 책A 비구매자의 1/2이 책B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책B 구매자들 중
에서 책A도 구매한 사람의 비율은 2/3였다.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책A만 구매한 자, 책B만 구매한 자, 책A와 책B를 모두 구매
한 자, 그리고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은 자의 분포를 표로 나타내시오. 그리고 두 시장에서의 구
매패턴을 제시문 [바]를 근거로 서술하시오. [수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700자)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 배점 30점]

출제 의도

2016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 Ⅱ

논술고사의

주제는

“조직이나

집단의

구조적

특성”이다. 조직이나 집단은 중심이나 위계질서를 통해 구성할 수도 있고, 중심 없이
주변의 연대와 협력, 상호성에 따라 구성될 수도 있다. 수험생들이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
방식의 차이를 다양한 상황에서 포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출제했다.
또한 논술고사가 학생들의 통합 논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서를 비롯하여 각종 서적과 영어 지문, 수리 계산 등 다양한 성격의
지문을 활용해 출제했다.
논술고사의 논제는 일반논술 2문제, 수리논술 1문제 총 3문제를 출제하였다. 일반논술
문제는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력, 논리적 추론 능력, 비판능력, 통합적 사고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논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논제 Ⅰ]은 조직이나 집단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의 글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중앙이 주변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조직
구성과 중심 없이 주변부의 자율적 능력과 협력을 강조하는 조직 구성이 있을 수 있다.
주어진 제시문들을 중앙과 주변 간의 위계를 두는 조직과 분권적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조직으로 분류하고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논제 Ⅱ]는 민주주의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기존의 중심-주변의 분할 방식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데모스의 힘’으로 정의되는 민주주의는 ‘좋은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대안적 삶과 자율적 주권을 지향한다. 이러한
점에서 관료제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소액 기부를 통한 정치 참여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논제 Ⅰ]
제시문 [가]∼[바]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401자
이상 ∼ 500자 이하 : 배점 30점]

비판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논제 Ⅲ>은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확률과 분포에 대한 이해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시장 상황에 대한 확률 정보를 주고 분포 표를 도출하게 하여
확률과 분포의 이해와 활용 능력을 측정해 보았다. 또한 분포 표를 지문과 연결하여

[논제 Ⅱ]
제시문 [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마], [바]를 비판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 배점 40점]

해석하는 질문을 통해 통계 자료를 활용해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측정해 보았다. 이는 사회계열 전공자에게 사회 현상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논제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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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영어 제시문 [다] 국문 요약
음식, 의상, 예술 등 생활 방식의 차이가 문화 간 차이를 만든다. 이런 차이 때문에
우리는 자기 집단이 가장 우월하다는 자민족중심주의에 빠져, 다른 집단을 자기
집단의 가치에 따라 판단하려 한다. 실제로 지구상에는 생활 조건, 노동 방식, 감정의
표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 문제는 어떤 지역의 문화가 다른
지역에서 이상하게 여겨진다는 것이다. 요즘 우리는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매일
연결되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협력하며 함께 성장해야 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자문화중심주의에서 비롯된 편견을 버리고, 세계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학습해야 한다.

② 기본 점수 : 논제 당 60점
③ 기준 점수 :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①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
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③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
의 거쳐 처리.

출제 근거

<제시문 출처>
[가] 김훈(2015), <라면을 끓이며>, 문학동네, pp. 133~134.
[나] 바라바시 A. L.지음, 강병남·김기훈 옮김(2015), <링크>, 동아시아, p. 145.
[다] Leo Parvis(2013). Understanding cultural diversity in today’s complex world, Embrace
Publications & Consulting, p. 5.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원고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내용이 더 중요)
*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10~20자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10점이나 20점을 일률적으로 감점
하지 않음.
*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
* 답안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한다.

[라] 이문열(1987),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문학사상, pp. 27~43.(금성출판사, 교학사,
민중서림 등 <고등학교 문학> 참고.)
[마] 모이제스 나임 지음, 김병순 옮김(2015), <권력의 종말>, 책읽는수요일, pp. 92~95.
[바] 강준만(2015), <독선사회>, 인물과사상사, pp. 267~269.
[사] 고병권(201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린비, pp. 109~111.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관리자 없이 자율적으로 협업하는 선원들을 통해 중앙이 필요 없는
주변부의 자율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때 연결선이 많은 중앙과
그렇지 않은 주변부가 나뉘게 되어 중앙 집중적 특성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준다. [다]는
자문화중심주의를 벗어나 주변의 다른 문화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 <논제 Ⅰ> (401∼500자)
200자 미만 : 감점 40점 (= 기본 점수 60점)
200～300자 미만: 감점 20점
300자 이상~350자 미만: 감점 10점
550자 이상~600자 미만: 감점 10점
600자 이상: 감점 20점
● <논제 Ⅱ> (601∼700자)
400자 미만 : 감점 40점 (= 기본 점수 60점)
400자～500자 미만 : 감점 20점
500자 이상~550자 미만: 감점 10점
750자 이상~800자 미만: 감점 10점
800자 이상: 감점 20점

[라]는 초등학교 교실이 권력을 혼자 독점한 인물(엄석대)에 의해 좌우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마]는 정부 조직의 핵심인 관료제를 옹호하며 중앙 집권적 체계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바]는 주변에 해당하는 비주류 상품이나 소액 다수에 집중한 경영-정치 전략이
효과적임을 설명하고 있다.

● <논제 Ⅲ> (700자 이내)
-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인 700자 이내에서 자유롭게 쓰도록 되어 있어 내용을 기준
으로 채점

3) 원고분량에 따른 기타 기준
①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으로 간주한다.
②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한다.

채점 기준

1. 점수 배정
3. 채점 기준 : 내용평가
① 만점 : 논제 당 100점(3논제 도합 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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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제 I>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① 제시문 [가~바]가 공통적으로 조직이나 집단의 구조적 특성을 다루고 있으며, 제시문 [나],
[라],[마]가 중앙(중심)으로 집중된 조직 구조를, 제시문 [가],[다],[바]가 주변부로 분산된 구
조를 다루고 있다고 분류하면 10점 가점
② 제시문 [나],[라],[마]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10점 가점
③ 제시문 [가],[다],[바]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10점 가점
④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
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요약했으면 10점 가점(표현력 등)
※ 채점시 유의사항
(1) 고등학교 과정을 충실히 공부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쉽게 풀 수 있는 평이한 문제로 예
상됨.
‘중심’이나 ‘중앙’이라는 용어 대신 ‘핵심’, ‘주류’, ‘지배층’ 등의 유사한 용
어를 썼거나, ‘주변’ 대신 ‘비주류’, ‘피지배층’ 등을 사용한 답안에 대해서도 감점
하지 않음. 또, ‘주변으로의 분산’ 대신 ‘다원화’, ‘다양성 추구’, ‘권위의 약화’
등을 사용한 답안에 대해서도 감점하지 않음.
(2) 주요 논지
<중앙으로 집중된 상황>
[나] - 네트워크에서 연결선이 많은 소수의 중앙과 그렇지 않은 다수의 주변부가 구분됨.
[라] - 초등학교 교실이 싸움 잘하는 학생 한 명에 의해 좌지우지됨.
[마] - 관료제라는 중앙집권적 정부 조직 체계가 효율적임.
<주변으로 분산된 상황>
[가] - 다수의 선원들이 관리자 없이 자율적으로 협업하고 있음.
[다] - 자문화중심주의를 벗어나 주변의 다른 문화에 대한 학습이 필요함.
[바] - 비주류 상품이나 소액 다수에 집중한 경영-정치 전략이 효과적임.
(3) [나],[라],[마]는 중앙으로 집중된 조직 구조를, [가],[다],[바]는 주변으로 분산된 조직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 이와 같이 분류되어야 함.
(4) 요약과 논지 서술에 핵심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해도, 이를 얼마나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
게 글로 구성하였는지가 중요. 요약에서는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것보다 전
체 내용을 수험생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임.
2) <논제 Ⅱ>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①
②
③
④

제시문 [사]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했으면
제시문 [사]의 논지를 통해 제시문 [마]의
제시문 [사]의 논지를 통해 제시문 [바]의
유사한 문장을 단순 반복하지 않고 문장
(표현력, 창의력) 가점

10점 가점
문제점을 적절히 비판하면 10점 가점
문제점을 적절히 비판하면 10점 가점
간의 구성이 긴밀하고 논리적으로 연결되면 10점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기술해야 함.
(3) 제시문 [사]의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의 소액 기부를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를 비판
할 수 있어야 함. 시민의 이러한 행위가 중앙 권력의 선출을 도울 뿐, 개인의 대안적 삶이
나 권력을 뛰어넘는 새로운 주권 발명으로 이어지지 못함을 기술해야 함.
3) 논제 Ⅲ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① 조건부확률식과 이를 문제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표현하였으면 10점 가점
② 온라인서점과 오프라인서점에서의 구매패턴분포를 정확히 계산하여 표현하였으면 20점
가점
* ②에서 분포표의 값을 도출하는 풀이과정을 제시한 경우에 가점을 줄 수 있음.
③ 온라인서점과 오프라인서점에서의 인기도서 책A와 비인기도서 책B의 총구매자 수를
계산하여 제시문을 올바르게 평가했으면 10점 가점
④ 그 외에 다른 독창적 방법으로 풀이과정을 제시하면 5점 가점
※ 채점시 유의사항
(1) 답을 구하는 과정은 타당하나 사소한 오류로 값이 틀린 경우에는 적게 감점함.
(2) 답을 구하는 과정 없이 무조건 제시문이 타당하다고 쓴 것은 가점을 주지 않음.

예시 답안

[논제Ⅰ]
위의 제시문들은 조직이나 집단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 [라], [마]는
조직 내에서 중앙이 주변부에 대해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취한다. 한편 [가], [다],
[바]는 중앙보다는 주변부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며, 주변부의 자율적 능력을 지지한다.
[나]는 네트워크에서 연결선이 많은 중앙과 그렇지 않은 주변부가 나뉘며 중앙 집중적
특성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준다. [라]는 초등학교 교실이 주먹 센 석대 한 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마]는 정부 조직의 핵심인 관료제를 긍정하며 중앙
집권적 체계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가]는 관리자 없이 자율적으로 협업하는 선원들을 통해 중앙이 필요 없는 주변
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다]는 자문화중심주의를 벗어나 주변의 다른 문화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바]는 주변에 해당하는 비주류 상품이나 소액 다
수에 집중한 경영-정치 전략이 효과적임을 설명하고 있다. [496자]

※ 채점시 유의사항
(1) 제시문 [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민중은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의 생활을 가꾸
며 대안적 삶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 논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2) 제시문 [사]의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 [마]의 관료제라는 일관된 중앙 집권적 체계를 비
판할 수 있어야 함. 관료제가 효율적이지만 개인의 기존 질서에 대한 거부와 다양한 삶의

[논제Ⅱ]
제시문 [사]는 ‘데모스(민중)의 힘’으로 해석되는 민주주의의 힘은 ‘좋은 대표’를
찾아 헤매는 일이 아니라, 민중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가꿈으로써 새로운 삶의 형식을
발명하는 데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권력 획득이나 권력 선출에 참여하는 것으로 민주
주의를 제한하지 않고,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대안적 삶과 자율적 주권을 지향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문 [마], [바]는 다음과 같이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제시문 [마]
는 ‘관료적’ 성격의 근대적 권위가 가장 발달한 조직 형태이자 자본주의 사회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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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직이라고 주장한다. 일관적이고 동일한 규칙과 질서를 적용하여 효율성과 체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료적 근대 조직은 개인이 갖는 다양한 삶
의 가능성이나 기존 질서에 대한 거부를 허용하지 않게 되어 결국에는 관료 중심의 권력
집중과 위계질서를 만들 수밖에 없다.
한편 정치인에 대한 소액 다수 기부 전략을 다룬 제시문 [바]는 다수의 시민이 대표자
선출이라는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시민
들의 이러한 정치 참여 행위는 결국 자신의 민주적 실천 행위를 권력 획득이나 권력 선
출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의 대안적 삶이나 권력을 뛰어넘
는 자율적 주권을 발명하는 데까지 발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681자]
[논제Ⅲ]
온라인 서점에서 책B 구매자들 중 책A를 구매한 사람의 비율이 3/4이므로,
  ∩  
 ∩  
  을 이용할 수 있다.
     
  ∩      ∩    ∩     ∩  
또한 책A 구매자의 3/4이 책B를 구매했고, 책A 비구매자 모두 책B를 구매했으므로, 책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구분
문제
자료

채점기준
답안작성

세부판단기준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1. 제시 예문 분석
2016학년도 경희대 수시모집 사회계열Ⅱ 논술고사에서 제시된 예문은 7개이다. 2015년과 달라

A의 구매자의 수를 X라고 하면,  ∩   =3/4X이며,  ∩   =100-X이다. 이를 이용하

진 점은 제시문의 수가 한 개 늘었다는 점이다. [가]에서 [사]의 제시문 핵심 주제는 “조직이






여          이다. 이를 풀면, 책A 구매자 수와 비구매자 수는 각각


    



나 집단의 구성적 특성”이다. 조직이나 집단은 중심이나 위계질서를 통해 구성될 수도 있고,



80과 20명이다. 그리고 책A의 구매자 중 책B 구매자와 비구매자는 각각 60명과 20명이다.
또한 책A 비구매자 중 책B 구매자와 비구매자는 각각 20, 0명이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오프라인 서점의 문제도 풀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매패턴

온라인 서점(명)

오프라인 서점(명)

중심 없이 주변과의 연대나 협력에 따라 구성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제시문들이다.
이들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 김훈(2015), <라면을 끓이며>, 문학동네, pp. 133~134.
제시문 [나]: 바라바시 A. L.지음, 강병남·김기훈 옮김(2015), <링크>, 동아시아, p. 145.
제시문 [다]: Leo Parvis(2013). Understanding cultural diversity in today’s complex world,
Embrace Publications & Consulting, p. 5.

책A 구매, 책B 구매

60

20

책A 구매, 책B 비구매

20

60

제시문 [라]: 이문열(1987),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문학사상, pp. 27~43.

책A 비구매, 책B 구매

20

10

제시문 [마]: 모이제스 나임 지음, 김병순 옮김(2015), <권력의 종말>, 책읽는수요일,

책A 비구매, 책B 비구매

0

10

pp. 92~95.
제시문 [바]: 강준만(2015), <독선사회>, 인물과사상사, pp. 267~269.

위 표를 보면 인기도서인 책A의 경우,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모두 80명이
구매했다. 하지만 비인기도서인 책B의 경우, 온라인 서점에서는 80명이 구매했으나 오프
라인에서는 30명만 구매하여 큰 차이가 난다. 이는 오프라인 서점은 인기도서와 비인기
도서의 판매 차이가 큰 반면, 온라인 서점은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온라인에서 주류 상품과 비주류 상품의 차이가 사라지거나 줄어든다는 제시문
[바]의 내용과 부합한다.

제시문 [사]: 고병권(201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린비, pp. 109~111.
제시문 [라]는 교과서에 실린 지문이고 제시문 [가], [나], [다], [마], [바], [사]는 교과서에 실린
지문은 아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충분히 분석 가능한 제
시문들이다.
[가]는 김훈의 산문집의 일부 내용이다. 김훈은 고교 문학 교과서에서 <칼의 노래>와 같은
작품으로 소개되어 학생들에게 생경한 작가가 아니다. 학생들이 <라면을 끓이며>을 읽어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리자 없이 자율적으로 협업하는 선원들을 통해 중앙이 필요 없는 주변부의
자율적 능력을 보이는 제시문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나]는 그림과 함께 해석하면,
네트워크가 형성될 때 연결선이 많은 중앙과 그렇지 않은 주변부가 나뉘게 되어 중앙 집중적
특성이 나타나는 현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다]의 영어 제시문 역시 자
문화중심주의를 벗어나 다른 문화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사회·문화> 과목의
교육 내용과 연계된 것이고,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정도의 독해력을 갖추었다면 해석할 수 있
는 수준이다. [라]의 제시문은 이문열의 소설로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이 작품이 수록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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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개정 문학교과서에서 이 작가의 여러 작품이 수록되었으며, 2009년 개정 문학교과서

[논제 Ⅲ]은 경영 ․ 경제 ․ 사회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확률의 문제를 인문계 고교 수준의 수

역시 5종의 교과서에서 이문열의 작품에 대해 언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3종의 교과서에서는

리 지식(확률, 비율, 통계, 분포도 등)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른 제시문

제시문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있다(신사고, 미래엔, 비상). [마]는 정부 조직의 핵심인 관료제를

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출제된 것이다.

옹호하며 중앙 집권적 체계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제시문이다. [바]는 주변에 해당하는 비

이들 질문은 요점을 파악하는 문항, 한 제시문의 중심 논점을 다른 두 개의 제시문들에 적

주류 상품이나 소액 다수에 집중한 경영과 정치 전략이 효과적임을 설명하고 있다. [사]는 민

용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문항, 수리적 사고를 토대로 구체적인 현실 사회에 적용해서 문

주주의가 체제의 무능을 고발하는 힘이고, 또 새로운 권리를 창안하는 힘이라는 내용의 제시

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 문항으로 언어논술과 수리적 사고가 통합된 질문들이다. 이들은 예

문이다. 미셀 푸코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시문만을 읽고 고교 교육과정의 교

년 경희대에서 출제되었던 논술 질문 문항의 패턴과 비슷하여 논술을 준비하는 수업생들이 고

육 내용을 학습한 학생이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재해석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평이한 수준

교과정의 교육내용을 학습한 경우 무난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 제시문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가]에서 [사]까지의 제시문은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실린 소설 작품과 고교 교
육과정에서 접한 작가의 작품 그리고 사회교과의 교과서 내용을 통합한 제시문들로 구성되었

3.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 분석

으며,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글들 역시 교과서 수준의 지문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
는 제시문들이 다음과 같은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논제 Ⅰ]은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중 <사회·문화> 과목의 내용 영역 가운데 ‘개인과 사회 구조’라

바탕으로 출제된 것으로 조직 구성의 특징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조직이 위계에 의해 중심으로

는 영역이 있고, 이 영역은“사회 집단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회 집단의 유형별 특징을 비교,

집중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는 시각과 주변으로 분산되어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구성된

분석”하며, “사회 조직의 개념을 이해하고, 관료제와 탈관료제적 조직의 다양한 특징을 살

다는 시각을 대비적으로 서술했는가를 평가하는 데 있다. 용어에 있어 ‘중심’이나 ‘중앙’

펴”보는 내용 요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 생활과 사회의 운

이라는 용어 대신 ‘핵심’, ‘주류’, ‘지배층’ 등의 유사한 용어를 썼거나, ‘주변’ 대신

영에서 중요한 사회적 수단이 되고 있는 사회 조직의 개념을 이해하고, 현대 산업 사회에서

‘비주류’, ‘피지배층’ 등을 사용한 답안에 대해서도 감점하지 않고 또, ‘주변으로의 분

발달된 조직 형태인 관료제와 이러한 관료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조직

산’ 대신 ‘다원화’, ‘다양성 추구’, ‘권위의 약화’ 등을 사용한 답안에 대해서도 감점

형태인 탈관료제적 조직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 집단의 의미와 유형별 특징, 관료제와

하지 않음으로써 제시문에 대한 비판적, 분석적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

탈관료제적 조직의 다양한 특징을 일상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다양한 사

다.

례를 통해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논제 Ⅱ]는 민주주의에 대한 재해석을 이해했는지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마]는 권력

또한 국어과 교육과정 중 “사회적 쟁점이 담긴 글 중 관점과 결론이 다른 글을 읽고 비교ㆍ

이 개인의 기존 질서에 대한 거부와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해야 하

분석한다.”, “문학 작품을 둘러싼 개인적 혹은 실존적 상황과 다양한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 [바]는 소액 기부를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라는 행위가 중앙 권력의 선출을 도울 뿐, 개인

활용하여 작품을 이해한다.”라는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의 대안적 삶이나 권력을 뛰어넘는 새로운 주권 발명으로 이어지지 못함을 비판해야 한다. 조

이처럼 7개의 제시문들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국어교육과정 과목의 학습 요소로 제
시한 내용과 성취기준에 연관된 지문들이라 할 수 있다.

직의 구성에 대한 특징을 객관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점을 모범 답안으로 평가한다고 제시하였
다.
[논제 Ⅲ]은 확률을 구하고 분포도를 산출값을 통해 제시문을 바르게 평가했는지를 채점기준
으로 삼고 있다. 특히 수리논술로써 답을 구하는 과정이나 풀이과정을 수식으로 표시하지 않
고 무조건 제시문이 타당하다고 기술한 경우는 감점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통계 자료를 통해

2. 질문 문항 및 출제의도 분석

사회현상을 파악한 경우를 모범 답안으로 제시하였다.
질문 문항은 3개로 제시된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논제 Ⅰ]은 중앙이 주변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조직 구성과 중심 없이 주변부의 자율
적 능력과 협력을 강조하는 조직 구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분류할 수

이상과 같이 고교 교육과정에서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로 개인과 사회, 조직의 특성에
대한 이해, 사회적 쟁점이 담긴 글 중 관점과 결론이 다른 글을 읽고 분석하는 내용을 학습하
게 된다.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면 답안을 무난히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논제 Ⅱ]는 민주주의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민중의 힘은 체제의 무능을 고발하는 힘이고,

4. 총평

또 새로운 권리를 창안하는 힘이라는 중점 논리를 파악했는가를 평가하는 동시에 이를 기반으
로 민중의 삶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권력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권력에 휘둘리

2016학년도 경희대 수시모집 사회계열 오후 논술고사에서 제시된 예문은 7개로 1개는 교과

지 않는 삶의 대안적 형식의 발명에 대한 한계를 비판적으로 서술했는가를 평가하고자 출제한

서 지문이고 6개는 교과서 이외의 지문이다. 예년과 달리 지문의 수가 늘었지만 7개의 제시문

것이다.

모두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다양한 집단과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작용하면서 유기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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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문항정보]

계망을 형성하고 있음을 학습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국어교육과정, 수학교육과정, 영어
교육과정에 유관한 지문들이다. 제시문과 질문 문항은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논리
적으로 추론하는 능력, 글을 읽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통합적 사고 능력과 학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논제의 유형 역시 예
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답안을 작성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일반정보

유형
전형명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출제 범위
예상 소요 시간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논술우수자전형
자연계열[11.14(오전)] / 문제1
고등학교 과목명
수학
실수의 연산 및 실수의 대소 관계,
삼각함수, 수학I의 수학적 귀납법, 수열의
핵심개념 및 용어 귀납적 정의, 수열의 일반항, 무한수열의
극한, 수학II의 함수의 미분가능성, 적분과
통계의 정적분의 성질 등
120분(수학과 과학문제의 총시간)

문항 및 제시문
Ⅰ.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60점)
[가]
임의의 실수  에 대하여
       , ⋅  ⋅  
을 만족하는 실수 , 이 존재한다. 이때 을 덧셈에 대한 항등원, 을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한다.
한편 임의의 실수  에 대하여
 
         , ⋅    ⋅   ≠
 


을 만족하는 실수   ,  ≠ 이 존재한다. 이때   를  의 덧셈에 대한 역원,  을  의


곱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한다.
[나]
수학적 귀납법은 자연수  에 대한 명제  이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성립함을 증명하는 한
방법으로, 다음 (i), (ii)를 증명하면 된다.
(i)  이 성립한다.
(ii)  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 성립한다.
자연수  에 대한 명제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성립함을 증명하려면 앞의
수학적 귀납법 (i)에서  대신  이 성립함을 보이면 된다.
[다]
일반적으로 수열에서 첫째항과 임의의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지면 수열의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의 값과  에서    을 구할 수 있는 관계식을 이용하여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이때  과    사이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한다.
무한수열 에서  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의 값이 일정한 수  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열은  에 수렴한다고 한다. 이때  를 무한수열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고,
기호로 lim    와 같이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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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함수   에서  의 값이  에서   까지 변할 때, 이 함수의 평균변화율의 극한값
  
이 존재하면, 함수   는    에서 미분가능하다고 하며, 이
lim 

 → 
극한값을 함수   의    에서의 미분계수 또는 순간변화율이라 한다. 또, 함수
  가 어떤 구간 안의 모든 점  에서 미분가능하면, 이 함수는 그 구간에서
미분가능하다고 한다.






  











     


   


에 관하여 다음 부등식



  ≤


[마]
닫힌 구간   에서 연속인 함수 와 가  ≤   ≤  ≤ 일 때, 다음 부등식


  

sin ＊cos 







  ≤   




이 성립함을 논술하시오. (20점)

   ≤  

출제 의도

이 성립하고, 이 부등식은 여러 가지 부등식을 증명할 때 많이 이용한다.

논제 I의 수학에서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수학의 실수의 연산 및 실수의 대소 관계, 삼각함수,
수학I의 수학적 귀납법,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열의 일반항, 무한수열의 극한, 수학II의 함수의

[논제 I] 제시문 [가] ∼ [마]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양의 실수 ,  에 관하여, 연산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  
 
그리고 실수 ,  에 관하여, min  를  ≤  이면
min   라고 정의하자.

미분가능성, 적분과 통계의 정적분의 성질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된 논제들을
제시하였다. [논제I-1]에서는 제시한 연산에 관한 성질을 실수 연산의 성질 및 양의 실수의 대소
관계를 바탕으로 논술하도록 하였다.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에서 도입된 실수들에 관한 연산을
일반화하여 새로운 연산을 제시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min  이고,

  이면

보고자 했다. 논리적인 사고 전개에 대해 [논제I-2]에서는 제시한 연산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였을
때,

연산의

결과가

만족하는

등식을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하여

증명하도록

하였다.

[논제I-3]에서는 제시한 연산에 의해 정의된 수열의 점화식에 관하여 그 일반항을 [논제I-2]의
[논제 I-1]

 
양의 실수 ,  에 관하여, ＊ ≤ min  이고 ＊         임을 보이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단,  는 곱셈에 대한  의 역원을 나타낸다.) (8점)

결과를 이용하여서 구하고, 이 일반항의 극한값을 찾는 과정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논제 I-2]
양의 실수  ,  , ⋯,  에 연산 ＊을 계속 적용하여,
 ＊ , ＊ ＊ , ＊ ＊ ＊ , ⋅⋅⋅, ⋯ ＊ ＊ ＊ ⋯ ＊   ＊

정적분의 값이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함을 보이고 그 근거를 논술하도록 하였다.

극한값을 사용하여 함수를 정의하고 이 함수의 미분가능성에 관하여 논술하도록 하여서 확산적
사고 및 수학적 추론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논제I-4]에서는 주어진 실수 값  에 대하여

sin 와 cos 의 값의 대소 관계 및 [논제I-1]의 결과를 이용하여, 제시한 연산과 관련된

을 얻을 수 있다. 이때 다음 등식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성립함을 [논제 I-1]의
결과와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논술하시오. (12점)

출제 근거

<논제 I 제시문 출처>


⋯ ＊ ＊ ＊ ⋯ ＊   ＊        ⋯        

 ≥ 

[논제I-1]
제시문 [가] 고등학교 수학, 2008, 지학사, 신항균 외 4인, pp42

[논제 I-3]
양의 실수 가 주어졌을 때, 수열 을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하자.


  

,

   

    ＊



     ⋯

위 수열 의 극한값을  에 대응시키면 함수 를 만들 수 있다. 이때 함수 를
구하고, 의 미분가능성을 조사하시오. 그리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20점)

[논제I-2]
제시문 [나] 고등학교 수학I 2009, 금성출판사, 정상권외 8인, pp140-142
[논제I-3]
제시문 [다] 고등학교 수학I 2009, ㈜미래엔, 유희찬 외 12인, pp152-153, pp173
제시문 [라] 고등학교 수학II, 2009, 두산동아, 우정호 외 7인, pp123
[논제I-4]
제시문 [마] 고등학교 적분과 통계, 2009, 좋은책 신사고, 황선욱 외 12인, pp37,pp50

[논제 I-4]
 
구간   에서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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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기준
   일 때,    




lim   lim 
→∞ 

→ ∞

[논제 I] 수학 (60점 만점, 백지 답안 0점)

 

     일 때,    

lim   


→∞

   일 때,   

<논제 I-1> (8점 = 2 + 2 + 2 + 2 )

lim    이다.

→∞

<2점> [핵심문구] ＊ ≤  이고 ＊ ≤  임을 수식으로 보여주면 2점

( (별해)    일 때: [논제I-1]의 결과를 이용하면,  ≤     이다.

<2점> [핵심문구] ＊ ≤  이고 ＊ ≤  이므로 ＊ ≤ min 이다.

 는  ≤  ≤    이고    이므로       이다.
≤

<2점> [핵심문구] 역원의 정의에 따라서, ＊        임을 보이면 된다.

lim  ≤ lim       이므로, lim    이므로,     이다.)

→∞

→∞

→∞

<2점> [핵심문구] 아래와 같은 계산과정이 있으면 2점
(위의 언급이 없더라도 아래의 계산과정만 있는 경우도 4점을 준다)


＊







    









<4점> [핵심문구] 함수   는     

구간에서 분모가 0이 아닌 유리함수이므로

미분가능하고,    구간에서 상수함수이므로 미분가능하다.



         
           

       

     




       

 



<2점> [핵심문구] lim   lim   lim   


→  
→  
→     

<논제 I-2> (12점 = 2 + 2 + 4 + 4)
먼저   ⋯  ＊ ＊ ＊ ⋯＊   ＊ 으로 두자.

<2점> [핵심문구] lim   lim   


→  
→  

<2점> [핵심문구]    일 때, [논제I-1]의 결과로부터 (명제)가 성립한다.
<2점> [핵심문구]    에서 좌 극한값과 우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은 존재하지
<2점> [핵심문구]    일 때, (명제)가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않는다. 따라서   는    에서 미분가능하지 않다.

<4점> [핵심문구]   ⋯  ＊ ＊ ＊ ⋯＊   ＊ 이므로,

<논제 I-3> (20점 = 6 + 6 + 4 + 4)

 

    ＊    
     

<6점> [핵심문구] [논제I-1]의 결과를 이용하면,

<4점> [핵심문구] (명제)가    일 때 성립하므로,          ⋯        이다.
따라서           ⋯          이고,


   ≤ sin  ≤  ≤   ,




   ≤ cos   ≤  ≤  



<6점> [핵심문구] [※ 계산과정 없이 아래 결과를 구한 경우, 각 1점씩만 배점]


sin ≤     ≤  ≤   ,




     일 때 성립한다.




cos ≤     ≤  ≤  





<4점> [핵심문구]
<논제 I-3> (20점 = 10점(3 + 2 + 2 + 3) + 10점(4 + 2 + 2 + 2))
<3점> [핵심문구] [논제I-2]의 결과를 이용하면,        ⋯           이다.

<2점> [핵심문구]    일 때,   
















    
    ⋯           이므로,
 







    













   ≤







sin  



   









    











   ≥










sin  



 
  
이다.
    

<3점> [핵심문구]   의 극한값을 계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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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4점> [핵심문구]



<2점> [핵심문구]  ≠  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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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예시 답안
       

    




       

 



[논제 I-1]

 lim   lim   
lim 


→  
→  
→     




＊            이다.
  
 
 

→  



 lim   
lim 


→  



위에서    이고    이므로, ＊ ≤  이고 ＊ ≤  이다.

 

이고, 위에서 좌 극한값과 우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는    에서 미분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 ≤ min 이다.
[논제 I-4]
역원의 정의에 따라서, ＊        임을 보이자.

[논제I-1]의 결과를 이용하면,

＊                


   ≤ sin ,  ≤  ≤   ,


         



  ≤ cos ,   ≤  ≤  



이다.

           







그리고  ≤  ≤  에서 sin ≤ cos 이고,  ≤  ≤  에서 cos ≤ sin 이므로,




[논제 I-2]




sin  cos ≤ cos (  ≤  ≤  ) 이고 sin  cos ≤ sin (  ≤  ≤  )




먼저   ⋯  ＊ ＊ ＊ ⋯＊   ＊ 으로 두자.
   일 때, [논제I-1]의 결과로부터 (명제)가 성립한다.



 

    ＊    
이다.
     

따라서

(명제)가    일 때 성립하므로,          ⋯        이고
이를 이용하면    


 


 ⋯


 


 
 
 

이고,      일 때 (명제)가 성립한

다.









[논제 I-3]
[논제I-2]의 결과를 이용하면,        ⋯          이다.

   














    



   









    





















    ≤







sin  



    ≥









    

    ⋯          이므로,
 

부등식이 성립한다.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뀜)

 
  
이다.
    

수열   의 극한값을 계산하면
   일 때,    




lim   lim 
→∞ 

→∞



     일 때,    

lim   


→ ∞

   일 때,    

lim    이다.

→∞

함수    는      구간에서 분모가 0이 아닌 유리함수이므로 미분가능하고,    에서
상수함수이므로 미분가능하다.
   에서 미분가능한지의 여부를 보이기 위해서 다음 극한값들을 구하여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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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일 때,    이다.

 ≠  일 때,

sin








 ≤  ≤  에서  sin ≤   이고,  ≤  ≤  에서  cos ≤    이다.






그리고   ⋯  ＊ ＊ ＊ ⋯＊   ＊ 이므로,





cos

이다. 이를 이용하면, 각 구간에서  ≤  ,  ≤  이므로

sin  cos 
sin  cos

   일 때, (명제)가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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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이고,














cos    




이므로,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구분
문제
자료

채점기준
답안작성

세부판단기준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합을 구하기 위하여 가 1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나누어야 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좌극한 및 우극한의 정의와 미분가능성의 정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조건에 따라 경우를 나누는 분석력 및 정의에 대한 이해도, 계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이다. 함숫값을 구하고자 할 때와 미분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할 때 의
범위에 따라 답안을 논리적으로 잘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논제 [I-4]는 논제 [I-1]의 결과를 이용하여 부등식을 증명하는 문제이다. 주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제시문 [마]에
의하면 문제의 부등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구간에서 함수 보다 큰 함수와
작은 함수를 적절하게 구해야 한다. 논제 [I-1]의 부등식을 이용하면 큰 함수는 비교적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작은 함수는 논제 [I-1]에서 주어진 공식을 활용하여 찾아낼 수

<논술 자연계열 I 수학 - 11월 14일(오전)>

있는데, 이를 얻기 위하여 부등식을 사용할 때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3.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 분석

1. 제시 예문 분석
제시문의 주된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몇 가지 기초적인 정의와 성질이다.
제시문 [가]~[라]에서는 각각 덧셈과 곱셈에 대한 항등원 및 역원, 수학적 귀납법, 수열의 점
화식 및 수열의 극한, 한 점에서 함수의 미분계수 및 함수의 미분가능성에 대한 정의가 서
술되어 있다. 제시문 [마]에서는 두 함수 사이에 성립하는 대소 관계가 두 함수의 정적분에
도 동일하게 성립한다는 기초 정리가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정의 및 정리는 모두 고등학교
‘수학 I’, ‘수학 II’ 및 ‘적분과 통계'의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이다.

모범 답안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에서 작성되었으며, 답안의 용어 및
개념이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지 않고 있다. 채점 기준은 풀이 단계별로 분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며, 채점할 때 점수 부여에 기준이 되는 핵심문구를
제시하여 채점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총평
제시문 및 출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서 이루어져 있다. 논제
[I-4]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문 [마]에 소개하여 풀이에 도움을 주는 등 문제

제시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 신항균 외(2008), 고등학교 수학』, 지학사, p. 42.
- 정상권 외(2009),『고등학교 수학 I』, 금성출판사, pp. 140-142.
- 유희찬 외(2009),『고등학교 수학 I』, ㈜미래엔, pp. 152-153, p. 173.

해결에 사용되는 기본 개념이 제시문에 잘 소개되어 있다.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도,
계산 능력, 추론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잘 평가할 수 있도록 문항이
구성되었다.

- 우정호 외(2009),『고등학교 수학 II』, 두산동아, p. 123.
- 황선욱 외(2009),『고등학교 적분과 통계』, 좋은책신사고, p.37, p.50.
2. 질문 문항 및 출제의도 분석
논제 I에서는 이항연산을 한 가지 정의하고 이로부터 파생된 문제를 통하여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이해도 및 일반화를 통한 추론 능력과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논제 [I-4]에서는 논제 [I-1]의 결과를 이용하여 주어진
부등식을 증명하는 문제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새로운 문제 상황을 기존의
지식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능력, 즉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논제 [I-1]과 [I-2]는 이항 연산 *의 정의를 이용하여 주어진 부등식과 명제를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증명하는 문제이다. 연산의 규칙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평균 수준의 문제로 평가된다. 정의에 대한 이해 능력,
귀납적 추론 능력 및 계산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논제 [I-3]는 연산의 귀납적 정의로 얻은 식의 극한값을 구하고 이 극한값으로
주어지는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판별하는 문제이다.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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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논제 I] 제시문 [가], [나], [다]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논제 I-1]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자연계열[11.15(오전)] / 문제1
문항번호
고등학교 과목명
수학
출제 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도형의 방정식, 삼각함수
예상 소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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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평면 위의 점       을 지나고  축과 이루는 각이       인 직선이





원     과 두 점에서 만난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와  를 이용하여 나타내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10점)

[논제 I-2]
아래 그림의 색칠된 도형은 제시문 [다]의 셀리논이다.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호 EF에 접할
때 그 접점을 X 라 하고, 호 FB에 접할 때 그 접점을 Y 라 하자. 여기서 각 X AB의 크기를
 이다. 이때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 각 Y AB의 크기를  라 하자. 그리고 AB

I.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60점)
[가]
함수 가 닫힌 구간     에서 연속이고 ≠ 이면 와  사이의 임의의 값
 에 대하여    인  가 열린 구간   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와 같은 연속함수의
성질을 중간값의 정리라고 한다.
[나]
반지름의 길이가  인 원 O의 중심에서 어떤 직선까지의 거리를  라고 할 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이면 원과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
(2)    이면 원과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접한다).
(3)    이면 원과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난다.
[다]
고대 그리스의 학자 아르키메데스는 “보조정리집”에서 여러 가지 도형의 성질을 설명하였다.
셀리논(Salinon)이라 이름 붙인 도형은 아래 그림의 색칠한 부분과 같이 선분 AB, 선분 AE, 선분
 
EF, 선분 FB를 각각 지름으로 하는 네 개의 반원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며, 이때 AE
FB 이다.
셀리논의 넓이는 선분 AB를 수직이등분하는 선분 CD가 지름인 원의 넓이와 같다.

(1)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논술하시오.
sin   sin     
그리고    인 경우 선분 EF의 길이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15점)

(2) 임의의 양의 실수  에 대하여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  가 존재함을 제시문 [가]의
중간값의 정리를 이용하여 보이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20점)
sin    sin 

(3)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호 AB와 점 A 이외의 점에서 만날 때, 이 직선과 선분 AB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라 하고, 이 직선이 셀리논에 포함되는 부분의 길이를  라
하자. 이때 포함되는 부분이 여러 개의 선분으로 나누어지는 경우  는 각 선분
AE 
EF 
FB 인 경우  를 의 식으로 나타내고,  의
길이의 합으로 한다. 
최댓값을 구하시오. 그리고 그 과정과 근거를 논술하시오.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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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의도

논제 I 수학의 첫 번째 논제 I-1에서는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도형의 방정식”,
“삼각함수”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인 원과 직선의 관계, 삼각함수의 정의,
피타고라스 정리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단순히 원의
방정식이나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찾아 해를 구하는 방법보다는 주어진 조건을

(※ 직선과 축 사이의 각을 (i) 일반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생각하여 음수도

가능한데 그 중      일 때를 고려하는 경우와 (ii) 각의 크기(절대값)로 생각하여 양수만



고려하는 경우, 즉 일반각으로 표기할 때      와      를 고려하는 경우 모두


인정.)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삼각함수의 정의로부터 접근하는 기하학적 해석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였다.
두 번째 논제 I-2에서는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삼각함수”, 수학II 교과서의 “방정식과
부등식”,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법”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삼각함수의 정의,
삼각방정식과 삼각부등식, 중간값의 정리, 함수의 최대와 최소 등의 내용을 주어진 대상에 잘
응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려고

하였다.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평면도형의

특징을

<논제 I-2> (1) (15점 = 4 + 3 + 3 + 2 + 3)
AE 
FB , 
EF 라고 할 때,
<4점> [핵심문구] 





sin    , sin    .
  
 

삼각방정식으로 표현하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함을 서술하게 하였다. 또한 논제
I-1의 결과도 이용하여 기하학적 대상인 길이를 각도의 함수를 정의하고 이 함수의 최댓값을

<3점> [핵심문구] sin   sin     를 정확하게 계산.

논술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통합적인 해석 능력 및 응용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였다.
<3점> [핵심문구] sin   sin  를 등식에 대입하여 이차방정식 sin   sin      유도.
 중에서 sin   으로 sin     
 선택.
<2점> [핵심문구] 해 sin    ± 

출제 근거

제시문 [가] : 고등학교 수학II, 천재교육 (2013), 최용준 외 9인, p. 95-100.
제시문 [나] : 고등학교 수학, 좋은책 신사고 (2013), 황선욱 외 2인, p. 185-190.
제시문 [다] : 수학의 역사, 경문사 (2000), 칼 보이어, 유타 메르츠바흐 저, 양영오, 조윤동 역, p.
215-225.

EF 
  를 정확하게 계산.
<3점> [핵심문구] 
<논제 I-2> (2) (20점 = 3 + 5 + 8 + 4)
<3점> [핵심문구] sin    sin  에 (1)에서 정리한 식을 대입하여 에 대한 이차방정식
        을 유도.

<5점> [핵심문구] 는 양쪽 반원의 반지름이므로      이고, 모든 에 대하여 방정식이


구간      에서 해가 존재함을 보이면 되는 단계 유도.


채점 기준

[논제 I] 수학 (60점 만점)
<논제 I-1> (10점 = 4 + 3 + 3)
<4점> [핵심문구] 두 교점을 각각 점 A, B라고 하고, 점 O에서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OC sin 
발을 점 C라고 하면 

<8점> [핵심문구]        라 하고, 중간값의 정리를 적용하여   이

되는 가 과  사이에 존재함을 보임.

<4점>

OA 이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AC 
   sin  .
<3점> [핵심문구] 
AB 
   sin  를 정확하게 계산.
<3점> [핵심문구] 두 교점 사이의 거리 
(※ 별해: 직선의 방정식   tan   을 원의 방정식     에 대입하는 방법
<6점> [핵심문구] 직선의 방정식   tan   을 찾고, 원의 방정식     에 대입하여
방정식   tan   tan     tan   을 수립.
<4점> [핵심문구] 근과 계수의 관계, 이차방정식의 근의 공식 등을 이용하여 두 교점 사이의
 
거리 AB
   sin  를 정확하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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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sin     ,   sin      임을


  

보이고, 따라서 이를 만족하는 삼각방정식의 해  ,  가 존재함을 보임.

[핵심문구]

(※ 별해: 채점용 답안에서처럼 에 대한 방정식을 유도하여 설명하여도 동일한 기준 적용)

<논제 I-2> (3) (15점 = 1 + 2 + 2 + 3 + 2 + 4 + 1)
<1점> [핵심문구] 직선이 지나는 영역을 직선 AY 위쪽 영역을 지나는 경우, 직선 AY 와 선분
AB 사이 영역을 지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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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핵심문구] 직선 AY 위쪽 영역을 지나는 경우  ≤    ,





















   sin 
  sin 
cos cos  cos를 정확하게 제시.

<2점> [핵심문구]  ≤    에서  는 감소함수이므로    인 직선 AY 의 경우  가

최대가 됨을 보임.

<3점> [핵심문구]   임을 이용하여 sin    를 찾고,  의 최댓값



cos   을 정확하게 계산.

<2점> [핵심문구] 직선 AY 와 선분 AB 사이 영역을 지나는 경우  ≤  ≤ ,
    cos  
  sin  를 정확하게 제시.
<4점> [핵심문구]  ≤    에서  ′  sin  ≥ 이므로  는 증가함수이고


   인 직선 AY 의 경우  가 최대가 됨을 보이고 최댓값  을 제시.

<1점> [핵심문구] (i), (ii)를 종합하여,  의 최댓값은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점 Y 를 지나는


   일 때,  임을 제시.



 
OA 이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AC
   sin  이다.

따라서 두 교점 사이의 거리는 
AB    sin  이다.
(※ 직선의 방정식   tan   을 원의 방정식     에 대입하면
      tan       tan   tan     tan   .
정리하면 sec     tan     tan     .
두 교점의 좌표를 A   , B   이라고 가정하면, 근과 계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tan 
 tan   
 sin ,   
  sin   cos .
    

sec 
sec 
이를 이용하면 점 A와 B 사이의  좌표 차는
    
       
 sin    sin    cos   
 sin sin    cos 
 cos
   sin  .



 cos    sin   
   sin  이다.
따라서 AB

cos
 를 계산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 이차방정식의 해를 직접 구하여 AB
[논제 I-2]
AE 
FB , 
EF 라고 하자.
(1) 아래 그림과 같이 

예시 답안

[논제 I-1]
두 교점을 각각 점 A, 점 B라고 하고 점 O에서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점 C라고 하자.
   ≤ 인 경우와     인 경우 모두 아래 그림과 같은 삼각형 OAB를 그릴 수 있고,
OC  sin 이다.
이때 


AB    이므로    이다.



그리고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 sin      , sin    .
  
 
   
따라서 sin   sin        .
    
(※     를 이용하여
              
sin   sin              로
         

정리할 수도 있음.)
   이므로 sin   sin  이다.
이를 등식에 대입하면 sin   sin     sin   s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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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정리하면 sin    sin     이고, 해는 sin    ± 

모든 양의 실수 에 대하여 주어진 삼각방정식을 만족하는  ,  가 존재한다.)

 


sin   이므로 sin     
   이다.

    ×
   
  .
따라서 EF

(3)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직선 AY 위쪽 영역을 지나는 경우, 직선 AY 와 선분 AB 사이
영역을 지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하자.

  


(2) sin    sin  이므로 (1)에서 정리한 식을 대입하면      .

      




(i) 직선 AY 위쪽 영역을 지나는 경우  ≤   




이를 정리하면 에 대한 차방정식        를 얻는다.

포함되는 부분은 개의 선분이 되고, [논제 I-1]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 길이  를 구하면
   
   sin   
   sin   cos  cos  cos.


는 양쪽 반원의 반지름이므로      이다.



 ≤    에서  ′  sin  ≤ 이므로  는 감소함수이다.



따라서 모든 에 대하여 위 방정식이 구간      에서 해가 존재함을 보이면 된다.


따라서    인 직선 AY 의 경우 선분의 길이가 최대가 된다.



       라고 하자.
는 이차함수이므로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다.

 



    ,      이므로 제시문 [가]의 중간값의 정리를 적용하면



 FB
 에서   임을 이용하면 sin    이다.
 을 직접 구하는 것은 어렵지만 
AE EF







따라서  의 최댓값은  cos         이다.






  이 되는 가 과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면 sin    , sin      이고,

      

  


    에서   sin     ,   sin      이므로


  

모든 양의 실수 에 대하여 주어진 삼각방정식을 만족하는  ,  가 존재한다.





  
(※ sin    sin  을 에 대해 정리하면        .
  


   

이를 정리하면 에 대한 차방정식         를 얻는다.
는 가운데 반원의 반지름이므로     이다.
따라서 모든 에 대하여 위 방정식이 구간     에서 해가 존재함을 보이면 된다.
        라고 하자.
는 이차함수이므로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다.
    ,     이므로 제시문 [가]의 중간값의 정리를 적용하면
  이 되는 가 과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면 sin    , sin      이고,
  
  


  


(ii) 직선 AY 와 선분 AB 사이 영역을 지나는 경우  ≤  ≤ 
포함되는 부분은 개의 선분이 된다.
(i)과 비슷한 방법으로, 두 선분 길이의 합  를 구하면
   
   sin   
   sin   
   sin    cos   
  sin  .
sin  cos
 cos
 ≤    에서  ′    sin     sin    





 sin 
  sin 

  sin 

   sin 
 sin       sin      sin  ≥ 





 sin 
  sin 















이므로  는 증가함수이다.
따라서 (i)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인 직선 AY 의 경우 선분의 길이가 최대가 되고, 그


최댓값은  이다.

(i), (ii)를 종합하면 논제에서 구하는  의 최댓값은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점 Y 를 지나는


   일 때,  이다.



  

   에서   sin     ,   sin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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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구분
문제
자료

채점기준
답안작성

세부판단기준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논제 [I-2]에서는 원과 직선의 성질 등의 평면 기하, 삼각함수의 정의 및 성질,
연속함수의 성질, 미분을 이용한 함수의 최대와 최소 등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 (1)은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주어진
등식을 보이는 것으로 그림으로부터 원하는 등식을 얻을 수 있는 삼각함수의 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삼각방정식에 대한 이해도를 묻고 있는 질문도 포함하고
있다. 이 문항을 통하여 문제에 대한 이해도와 그림으로부터의 추론 능력 및 기본적인
계산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문제 (2)는 보이고자 하는 식을 중간값의 정리를 사용하여 증명하는 것이다. 문제
풀이를 위해서는 주어진 식을 적절한 변수를 사용하여 변형시킬 필요가 있으며, 변형된
식에 중간값의 정리를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존재성에 관한 문항이므로 학생이
제시문 [가]를 참고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알고 있는 지식을

1. 제시 예문 분석

주어진 문제 상황에 적절하게 변환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가]에서는 ‘고등학교 수학II’에서 학습하는 중간값의 정리가 제시되어 있고,
[나]에서는 ‘고등학교 수학’의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문제 (3)은 논제 [I-1]의 내용을 참고하여 문항에서 제기되는 직선들의 길이의
최댓값을 구하는 것이다. 직선의 길이를 각으로 표현하고 각으로 표현된 함수를

정리가 기술되어 있다. 제시문 [다]에서는 네 개의 반원으로 이루어진 도형 ‘셀리논’에 대

미분하여 최댓값을 구하는 문제이다. 점  를 지나는 직선이 점  위에 있는 경우와

하여 소개를 하고 있다. 이 도형은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학

밑에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직선의 길이를 구해야 한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는 주어진

생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으며, 제시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방식이 모두 교육과정의 범

문제 상황을 분석하여 각각의 경우에 맞는 식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위 내에 있다. 이 제시문과 관련된 논제도 모두 교육과정 범위 내에 있으며, 문제 풀이에 이

하였다. 식을 세우는 방법은 논제 [I-1]의 적용을 통하여 적절하게 유추할 수 있도록

도형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하였다.
3.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 분석

제시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 최용준 외(2013), 『고등학교 수학II』, 천재교육, pp. 95-100.
- 황선욱 외(2013), 『고등학교 수학』, 좋은책신사고, pp. 185-190.
- 칼 보이어, 유타 메르츠바흐 저, 양영오, 조윤동 역, (2000), 『수학의 역사』,

모범 답안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에서 작성되었으며, 답안의 용어 및
개념이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지 않고 있다. 그림을 제시하여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각 문항별 모범 답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경문사, pp. 215-225.

4. 총평

2. 질문 문항 및 출제의도 분석
논제 I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나오는 몇 가지 기본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제시문 및 출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서 이루어져 있다. 기본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평면 도형의 성질, 삼각함수의 정의와 성질,

개념을 단순히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지양하고, 기본 개념 및 정리의

연속함수와 미분가능한 함수의 성질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정리를 숙지하고

종합적인 적용 능력과 문제를 이해하고 적절한 변수를 사용하여 재구성할 수 있는

있어야 한다. 논제 I은 이러한 개념과 정리를 단순히 적용하여 풀 수 있는 문제로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기본적인 개념 이해 및 계산 능력과 창의적인 사고를 통한

구성되지 않았으며, 그림을 활용한 추론 능력과 문제 풀이를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문제 해결력을 모두 평가할 수 있도록 문항이 구성되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구성되었다. 제시문과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잘
해석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논제 [I-1]은 원과 직선과의 관계,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주어진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이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여러 기본
개념들을 종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문제를 평면에 그림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풀이에 도움이 되므로 수학적 의사 소통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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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문항정보]

  

또는 ′  ′′

 
 


일반정보

유형
전형명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출제 범위
예상 소요 시간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논술우수자전형
의학계열[11.14(오전)] / 문제1
고등학교 과목명
수학
좌극한 및 미분의 개념, ‘적분과 통계’의
부피 계산의 원리, 합성함수의
핵심개념 및 용어 회전체
미분법과 미분가능한 함수의 극대·극소
판정법
120분(수학과 과학문제 총시간)

[마]
미분가능한 함수   에 대하여 ′  일 때
(1)   의 좌우에서 ′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함수 는   에서
극댓값을 갖는다.
(2)   의 좌우에서 ′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함수 는   에서
극솟값을 갖는다.

문항 및 제시문

I. 다음 제시문과 그림을 참조하여 논제에 답하시오. (60점)
[가]
의 값이 보다 작으면서 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의 값이 일정한 값 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를   에서의 함수 의 좌극한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그림 1]

[그림 2]

lim   
 →  

[나]
닫힌 구간     에서 연속인 곡선   와 축 및 두 직선   ,   로 둘러싸인 도형을
축의 둘레로 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여 보자. 좌표가 인 점을 지나 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이 회전체를 자르면 그 단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인 원이 된다. 그 단면의
넓이를  라고 하면

     
이다. 따라서, 구하는 회전체의 부피  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다]
  에서
의
에서
 까지
함수
값이
변할

  
  에 대하여 극한값




   
lim   lim 

 →  
 → 

때의

평균변화율

가 존재하면 함수   는   에서 미분가능하다고 한다. 이때, 이 극한값을 함수
  의   에서의 순간변화율 또는 미분계수라 하고 기호 ′로 나타낸다.
[라]
미분가능한 두 함수   ,   에 대하여 합성함수   의 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논제 I] 아래 상황 1과 상황 2를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상황 1: 반지름이 각각   과   인 서로 다른 물질로 만들어진 두 반구가 [그림 1]과 같이
서로 접하면서 놓여있고, 시간  ≥  가 지남에 따라 각 반구의 반지름  이   로,  가
  로 변한다. 여기서 항상 두 밑면은 평행하고, 윗 반구 밑면의 중심이 아래 반구와 접한다.
단, 각 반구의 반지름이 이 되면, 그 반구는 녹아 없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반구는 구와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둘러싸인 한 쪽 입체도형을 말한다.)
상황 2: 반지름이   인 얼음으로 만들어진 반구와   인 눈으로 만들어진 반구가 [그림
1]과 같이 서로 접하면서 놓여있고, 시간  ≥  가 지남에 따라 각 반구의 반지름  이   로,
 가   로 변한다. 여기서 항상 두 밑면은 평행하지만 [그림 2]처럼 얼음 반구와 눈 반구의
공통 부분이 생긴다고 하자. 이때 얼음 반구는 항상 반구의 형태를 유지하지만, 눈 반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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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계속 녹아 없어진다. 두 반구의 밑면 사이의 거리와  의 차를 라
하고, 는 시간 에 따라 변하는 일차식   로 주어진다고 하자. 두 반구의 밑면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각각 반원(밑변 포함)으로 둘러싸인 영역으로 [그림 3]과 같다.
입체를 옆에서 관찰하였을 때, 얼음과 눈으로 구분되어 보이는 경계 부분에서 얼음 반구의
최고점까지의 높이를 , 눈 반구의 밑면으로부터 그 경계까지의 높이를 라고 하자. 즉, [그림
3]에서와 같이, 두 반원(밑변 포함)의 교점과 아래 반원의 밑변 사이의 거리가 , 전체 도형의
높이에서 를 뺀 것이 이다. 단, 눈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남아 있을 때에만 와 , 를
정의한다. (상황 1은 모든 에 대해   인 경우에 해당한다.)

개념과 기법을 얼마나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출제 근거

<제시문 출처>
[가] 유희찬 외(2013), 『고등학교 미적분과 통계 기본』, (주)미래엔, p. 15.
[나] 우정호 외(2013), 『고등학교 적분과 통계』, 두산동아(주), p. 78.
[다] 이준열 외(2013), 『고등학교 미적분과 통계 기본』, (주)천재교육, p. 45.
[라] 황선욱 외(2013), 『고등학교 수학 II』, (주)좋은책신사고, p. 135.

[논제 I-1] 상황 1에서 제시된 입체의 부피를  이라 하자. 두 반구가 모두 녹아 없어질

[마] 계승혁 외(2011), 『고등학교 수학 II』, 성지출판(주), p. 146.

때까지의 입체의 부피  를 의 식으로 표현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5점)
[논제 I-2] 상황 2에서 눈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완전히 녹아 없어질 때의 시각을  이라 하자.
와 를 의 함수로 표현하고,

 과

lim  ,
 →   

lim  를 구하시오. 그리고 그 근거를
 →   

채점 기준

[논제 I] 수학 (60점 만점, 백지 답안 0점)

논술하시오. (20점)
[논제 I-1] (5점 = 3 + 2)
[논제 I-3] 상황 2에서 제시된 입체의 부피를  라 하고,  가 이 되는 시각을  이라 하자.
이때,  을 구하고  ≤  ≤  에서의  를  ,  , , 를 이용하여 표현하시오. 그리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  는 시간의 구간마다 다르게 표현될 수 있고, 각 변수는 정의되는
범위에서만 이용한다.) (15점)







<3점> [핵심문구] 구간  ≤    에서                     



※ 주의사항: 구간에 대한 언급 없이 위 식만 쓴 경우도 포함






<2점> [핵심문구] 구간  ≤  ≤  에서는           




[논제 I-4]  와  를 각각 [논제 I-1]과 [논제 I-3]에서 구한 입체의 부피라 하고,  을 [논제
I-3]에서의  가 이 되는 시각이라고 하자. 이때, 제시문 [라]와 [마]를 참조하여 구간     에서

   의 값이 최대가 되는 시각을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20점)

[논제 I-2] (20점 = 5 + 5 + 5 + 3 + 2)


<5점> [핵심문구]  ≤  ≤  일 때(3점),        (1점),          (1점)









<5점> [핵심문구]  ≤    일 때(3점),          (1점),            (1점)




출제 의도


※ 주의사항:    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구간 중 어디에 넣어도 무방하나


2016학년도 경희대학교 의학계 논술고사는 자연계 고교 교과과목의 기본 개념들에 대한
이해도와 응용력에 바탕을 두고, 통합적 사고의 틀 안에서 학생들의 이해 능력,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 해석력, 그리고 논리적 설명 능력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다. 또한
각 제시문과 논제는 교과 과정을 충실히 따른 학생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과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풀 수


   는 두 번째 구간에서 제외된다.



<5점> [핵심문구]  ≤  ≤  일 때(3점), 눈 반구가 얼음 반구에 완전히 포함되기 때문에(1점),

 와  는 정의하지 않는다(1점)


<3점> [핵심문구] 눈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완전히 녹아 없어질 때의 시각은    


있는 문제로 구성하였다.
논제 I의 수학에서는 고등학교 ‘미적분과 통계 기본’의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좌극한 및
미분의 개념, ‘적분과 통계’의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회전체 부피 계산의 원리, ‘수학
II’의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합성함수의 미분법과 미분가능한 함수의 극대·극소 판정법에
대한 이해와 주어진 문제에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특히, 이
논제에서는 주어진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있는가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평면도형과 공간도형의 이해와 함께 미적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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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방법으로 증명한 경우도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다.
<3점> [핵심문구]    이고 얼음 반구의 밑면이 눈 반구의 밑면과 겹칠 때

(    )를 구하면,       이고      을 풀면    이다.



<2점> [핵심문구] lim   lim    (각 1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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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답안

[논제 I-3] (15점 = 5 + 5 + 5)



 




<5점> [핵심문구]      (2점)인 경우,                (3점)












<5점> [핵심문구]  ≤  ≤  (2점)인 경우,                         (3점)














[논제 I-1]










               



  
 

      







       라 하자.

≤  ≤ 인










 ≤    
  ≤  ≤ 

[논제 I-2]
적어도 하나의 반지름이  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므로,  ≤  ≤  인





<6점> [핵심문구]      인 경우,                         이고(2점),






 
 



       이 되어(2점),  는 이 범위에서 한 개의 실근     












               이고(2점)



경우,

 
    ≥  이 되어(2점)   는 항상 증가한다(2점).






이다. 이를 종합하면, 입체의 부피   는 아래와 같다.

[논제 I-4] (20점 = 6 + 6 + 6 + 2)





그러나 구간  ≤  ≤  에서는 아래 반구가 없어지므로, 입체의 부피는           




※ 주의사항: 등식은 성립하지만  또는 변수를 사용할 경우 구간별 1점 감점

[핵심문구]



                  





<5점> [핵심문구]  ≤  ≤  (2점)인 경우,     (3점)



<6점>



구간  ≤    에서 각 반구의 부피가   ,   이므로, 입체의 부피   는 다음과 같다.




 에 대해서만 고려한다. 다음으로, 두 반구의 위치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이 되는 시각  를 구한다.



 
 


을 갖는다.      일 때는    이고,      일 때는    이므로, 이







      ⇒        ⇒         ⇒    또는   



구간에서는    에서 최댓값을 갖게 된다(2점).






<6점> [핵심문구]  ≤  ≤  인 경우에      이고(2점),  가 시간  에 따라서 감소하므





로,   는 항상 감소한다(2점). 그리고  ≤  ≤  인 경우에는     이다(2점).



<2점> [핵심문구]   는 연속함수이므로, (i), (ii), (iii)을 종합하면         에서   는


(그림 1)

최댓값을 갖는다(2점).

(그림 2)

※ 다음의 방법으로 증명한 경우도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다.
<2점> 각 구간별 최댓값을 찾고, 그 중 최댓값이 되는 를 선택할 경우

(그림 3)




두 반구의 형태는,  ≤  ≤  인 경우 (그림 1),      인 경우 (그림 2),  ≤  ≤  인 경





우 (그림 3) 등의 3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


(i)  ≤  ≤  인 경우, (그림 1)에서처럼        이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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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 경우, (그림 2)에서와 같이 변수  를 설정하면        이고      가



(i), (ii), (iii)을 종합하면 입체의 부피  는 다음과 같다.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에 관한 방정식              을 만들면 다음





     

     
  







따라서          이고,                    이다.






(iii)  ≤  ≤  인 경우,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눈 반구가 얼음 반구에 완전히 포함되기








         




                 


 


 

과 같이  를 구할 수 있다.

 ≤  ≤  
       
  ≤  ≤ 

[논제 I-4]

때문에 눈 반구가 모두 녹아 없어진다. 따라서  와  는 정의하지 않는다.

       라 하자.

(i), (ii), (iii)을 종합하면

(i)  ≤  ≤  인 경우,                이고    ,    이므로, 합성함수의












    ≤  ≤   ,

          

    ≤  ≤  

          






이다.
lim   lim   

→    
→    




 ≤    인 경우에 얼음과 눈으로 구분되어 보이는 경계를 반구의 밑면과 평행한 단면으로


자르면 각각 높이가 , 인 두 개의 입체를 생각할 수 있다. 이때 높이를  로 갖는 입체의
부피를   , 높이를  로 갖는 입체의 부피를   라 하자.


(i)  ≤  ≤  인 경우,   은 반지름이  인 반구의 부피이므로      이고,   는 높이가



  



 ≤  ≤   인

  

평면도형의

 축에

대한



부피이므로



부피이므로







                 



전체의

회전체의

 
 이다. 따라서 이때 구하고자 하는 부피  는 다음과 같다.





(ii)      인 경우,   은 높이가








   ,    ≤  ≤   인 평면도형의  축에 대한 회








                 이고,



는





 



경우,







위에서처럼



되고,


  ,






  ,    ,    이므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사용하여   를  로 미분하면 다음





과 같다.
 
                                   



      






 
따라서  는 이 범위에서 한 개의 실근    








을 갖는다.      일 때는
     




 
 

  이고,      일 때는    이므로, 이 구간에서는    에서 최댓값을 갖게 된다.








≤  ≤  인 경우에      이고,  가 시간  에 따라서 감소하므로,   는 항상 감소한






다. 그리고  ≤  ≤  인 경우에는     이다.



  는 연속함수이므로, (i), (ii), (iii)을 종합하면        에서   는 최댓값을 갖는다.



                                              












(iii)  ≤  ≤  인 경우, 반지름이  인 얼음 반구만 고려하면 되므로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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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ii)  ≤  ≤  일 경우에는 상황 1에서의 아래 반구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누어 생각한다.


          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부피  는 다음과 같다.


이 되어   는 항상 증가한다.
(ii)      인



[논제 I-3]
[논제 I-2]의 해설처럼    이후에는 두 반구 모두 녹아 없어지므로    이다. 편의상,

    ,




 
                  


            ≥ 









미분법을 사용하여   를  로 미분하면

이고, 눈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완전히 녹아 없어질 때의 시각은    이고, 이때  와  의

좌극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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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구분
문제
자료

채점기준
답안작성

논제 [I-2]는 얼음의 모양은 변하지 않으면서 녹지만 눈은 얼음에 눌려 모양이

세부판단기준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변형되며 녹게 되는 상황에서 눈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시각을 구하는 문제이다.
눈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얼음과 눈의 경계면이 눈의 모양이 변형됨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첫 번째 경우는 제시문의 그림에서 주어졌지만, 두 번째 경우는 학생이
눈이 녹게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추론하여 그 모양을 유추해 내야 한다.
주어진 상황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과 이를 기본 개념들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능력을 잘 평가하고 있는 문항이다.
논제 [I-3]는 논제 [I-2]의 상황 아래에서 주어진 시각에서의 부피  를 구하는
문제이다. 얼음의 밑 부분이 눈에 파묻히기 전, 얼음의 밑 부분이 눈에 파묻힐 때, 눈이
완전히 다 녹았을 때 등 세 가지 경우에 따라 부피를 각각 구하여야 한다.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과 각각의 경우를 추론하는 능력을 잘 평가할 수 있는

1. 제시 예문 분석
제시문의 주된 내용은 미분의 정의 및 성질과 적분을 이용한 회전체의 부피의 정의이다.
제시문 [가], [나], [다]에서는 각각 함수의 좌극한의 정의, 닫힌 구간     에서 연속인 곡선
  를 축 둘레로 회전시켜 얻은 회전체의 넓이, 주어진 함수에 대하여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에 대한 정의가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정의는 모두 고등학교 ‘미적분과 통계 기
본’ 및 ‘적분과 통계’의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기초적인 개념들이다. 제시문 [라]와
[마]에서는 각각 합성함수의 도함수에 대한 공식, 미분가능한 함수에 대하여 미분계수의 부
호에 의한 극값 판별법에 대한 정리가 기술되어 있다. 이 내용들은 모두 고등학교 ‘수학
II’ 교육과정의 범위에 해당하며 미분 단원의 학습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문항이다. 또한, 각 경우에 대하여 제시문 [나]에서 제시된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여 부피를 구해야 한다. 이는 기본 개념들을 사용하여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응용력 및 논리적 설명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피를 구하고자 할 때, 주어진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로부터 주어진 변수들의
관계를 잘 해석하지 않으면 계산이 매우 복잡해 질 수 있으므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창의력을 잘 평가할 수 있는 문제이다.
논제 [I-4]는 논제 [I-1] 및 [I-3]에서 구한 두 개의 부피  와  에 대하여    의
최대가 되는 시각을 구하는 문제이다.  와  를 잘 구했다면 제시문 [마]의 방법을
이용하여 부피가 극댓값을 갖게 되는 시각을 구하면 된다. 미분을 구할 때 제시문

제시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라]의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사용하면 계산이 수월해진다. 이 문항은 교과과정 상의

- 유희찬 외(2013), 『고등학교 미적분과 통계 기본』, 미래엔, p. 15.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는 능력과 여러 기본 개념들을 잘 융합하여 계산하는

- 우정호 외(2013), 『고등학교 적분과 통계』, 두산동아, p. 78.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 이준열 외(2013), 『고등학교 미적분과 통계 기본』, 천재교육, p. 45.
3.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 분석

- 황선욱 외(2013), 『고등학교 수학 II』, 좋은책신사고, p. 135.

모범 답안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에서 서술되었다. 그림을 제시하여 문제

- 계승혁 외(2011), 『고등학교 수학 II』, 성지출판, p. 146.

상황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며, 각 문항별 모범 답안이 잘 제시되었다. 채점 기준은
풀이 단계별로 분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2. 질문 문항 및 출제의도 분석
논제 I에서는 고등학교 ‘미적분과 통계 기본’의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좌극한 및
미분의 개념, ‘적분과 통계’의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회전체 부피 계산의 원리,

4. 총평

함수의

제시문 및 출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문제

극대·극소 판정법에 대한 이해와 이를 주어진 문제에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풀이에서 사용되는 기본 개념 및 방법이 제시문 [나], [라], [마]에 소개되어 있어서 각

문제를 출제하였다. 이 논제에서는 주어진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수학적으로

문항별 풀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함수의 극한, 미분 및 적분에 대한 기본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개념과 계산 능력,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해석 능력, 기본 개념들을 문제

위하여 기본적인 평면도형과 공간도형의 이해와 함께 미적분의 개념과 기법을 얼마나

해결에 결합하여 사용하는 응용력 및 창의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문항이 구성되었다.

‘수학

II’의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합성함수의

미분법과

미분가능한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논제 [I-1]은 반지름이 서로 다른 두 물질이 각각의 녹는 속도에 따라 부피가
개별적으로 줄어들게 될 때, 주어진 시각에서의 부피  를 구하는 문제이다. 구의
부피를 내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되는 매우 평이한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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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자연계열[11.14(오전)] / 문제2
문항번호
고등학교 과목명
물리Ⅰ 물리Ⅱ
출제 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힘과 운동, 전기와 자기
예상 소요 시간
120분(물리와 수학문제 총시간)

1이 물체 2와 첫 번째 충돌을 한 후, 연쇄적으로 물체 2는 질량    kg의 물체 3과 두
번째 충돌을 한다. 두 번째 충돌 직후 물체 2는 다시 정지하고 물체 3의 속도는
   ms가 된다. 모든 충돌이 1차원 직선상에서 일어난 탄성 충돌이라고 할 때, 물체
1, 2의 질량  ,  가 각각 몇 kg인지 논술하고 첫 번째 충돌 직후 물체 1의 속도  가
몇 ms 인지 논술하시오. (단, 물체의 크기 및 물체와 지면과의 마찰은 무시한다.) (12점)

문항 및 제시문

II.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40점)
[가]
물체의 충돌 과정에서는 충돌하는 물체 사이에 서로 힘이 작용하여 물체의 속도가 변하고,
따라서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변할 수 있다. 충돌 과정에서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항상 같다. 이것을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또한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모두 보존되는 충돌을 탄성 충돌이라고 한다.
[나]
균일한 자기장과 대전된 입자의 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 대전 입자는 자기력에 의해 등속
원운동을 한다. 이때 구심력은 대전 입자가 받는 자기력과 같다.
[다]
대전된 입자는 균일한 전기장 내에서 입자의 전하량과 전기장에 비례하는 전기력을 받는다.

[논제 II-2] 제시문 [나]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질량  과 전하량   를 갖고 정지해 있는 입자 1이 전위차  에 의해 가속된 후, 균일한
자기장에 의해 반지름이  인 반원을 따라 이동한다. 그리고 질량 ′ 과 전하량   를 갖고
정지해 있는 또 다른 입자 2가 같은 전위차에 의해 가속된 후, 같은 자기장에 의해 반지름이
′
 인 반원을 따라 이동한다. 두 입자 1, 2의 질량비  이 얼마인지 논술하시오. (8점)

[논제 II-3] 제시문 [나], [다]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그림 3]과 같이 입자 1, 2가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동시에 들어가 입자 1이 반지름  인
반원 궤도를 따라 이동하고 입자 2가 반지름이 배인  의 반원 궤도를 따라 이동한다.
이때 입자 1, 2가 자기장 영역에서 반원을 따라 이동하는 시간은  로 같다. 자기장 영역에서
나온 입자 1, 2는 곧바로 균일한 전기장 영역으로 동시에 들어가, 거리  만큼 직선 운동을
한 후 동시에 나왔다. 입자 1, 2가 전기장 영역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지  ,  ,  로 표현하고 그 과정을 논술하시오. (12점)

[논제 II-1] 제시문 [가]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그림 1]과 같이 질량  인 물체 1이 의 속도로, 정지해 있는 질량  인 물체 2를 향해
이동하여 1차원 직선상에서 탄성 충돌한다. 충돌 후 물체 1의 속도  와 물체 2의 속도
 를 두 물체의 질량  ,  와 충돌 전 물체 1의 속도  로 표현하고 그 과정을
논술하시오. (단, 물체의 크기 및 물체와 지면과의 마찰은 무시한다.) (8점)

(2) [그림 2]와 같이 물체 1이 속도    ms로 정지해 있는 두 물체를 향해 이동한다. 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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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의도

논제 II의 과학-물리에서는 고등학교 물리 교과과정 중 “힘과 운동” 단원에서 배우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물체들 사이에 충돌 현상에 적용하는 문제를 출제 하였다. 탄성 충돌 시 운동량과




③ <1점>        



④ <1점> (식 3)으로부터,          

다루는 균일한 자기장과 전기장 내에서 운동하는 전하에 관한 문제를 출제 하였다. 균일한
자기장과 전하의 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 전하는 자기력에 의해 등속 원운동을 하고 균일한
전기장 내에서 전하는 전하량과 전기장에 비례하는 힘을 받는다는 개념을 적용하여 대전 입자의

(식 4)

(식 4)를 (식 2)로 나누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운동 에너지가 모두 보존 된다는 개념을 이용하여 충돌하는 물체의 질량과 충돌 전과 충돌 후
물체의 속도를 구하는 문제이다. 또한 고등학교 물리 교과과정 중 “전기와 자기” 부분에서

(식 3)

  
⑤ <2점>    
  

(답)

(식 5)


⑥ <2점>    
  

(답)

(식 6)

질량과 운동 시간을 구하는 문제이다. 출제된 문제는 모두 고등학교 물리 I, 물리 II 교육과정
내에서 배우는 물리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논제 II-1] (2)
① <3점> (물체 2가 정지한 물체 3에 충돌하는) 두 번째 충돌에 대해서
  
   
  

출제 근거

(식 7)

두 번째 충돌 직후 물체 2는 정지하여   이므로,

<논제 II-과학-물리 출처>

  kg을 (식 7)에 대입하면   kg이다. (답)

제시문 [가]

② <3점> 두 번째 충돌에 대해서

고등학교 물리 II 곽성일 외 7인(2011), 천재교육, p. 39.


   
  

고등학교 물리 II 김영민 외 7인(2011), 교학사, p. 58.
EBS 물리 I 김상욱 외 5인(2014), 한국교육방송공사, p. 23.

(식 8)

(식 8)에서 물체 3의 충돌 후 속도   ms를 대입하면   ms를 얻는

EBS 물리 II 김상욱 외 5인(2014), 한국교육방송공사, p. 28.

다.
③ <3점> (물체 1이 정지한 물체 2에 충돌하는) 첫 번째 충돌에 대해서

제시문 [나]

첫 번째 충돌 직후의 속도  는 두 번째 충돌 전의 속도   ms와 같다.

고등학교 물리 II 곽성일 외 7인(2011), 천재교육, p.150.


(식 6)에 으로부터 ms   ms이고
  

고등학교 물리 II 김영민 외 7인(2011), 교학사, p.148.
EBS 물리 II 김상욱 외 5인(2014), 한국교육방송공사, p. 99.



       kg   kg을 얻는다. (답)



제시문 [다]

④ <3점> 첫 번째 충돌에 (식 5)를 적용하여    ms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물리 I 곽성일 외 7인(2011), 천재교육, p. 94.

  
  kg
      ms  ms (답)
  kg
  

고등학교 물리 II 곽성일 외 7인(2011), 천재교육, p. 108.
고등학교 물리 II 김영민 외 7인(2011), 교학사, p. 127.

[논제 II-2]

채점 기준


 

① <1점>     이므로   





 

② <1점>    이므로   





1) <논제 II>
[논제 II-1] (1)
① <1점>     

(식 1)

② <1점> (식 1)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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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


 
  
③ <2점>     ·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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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점> 같은 방법으로 ′  
 

예시 답안

′
 
⑤ <2점> 따라서          (답)




[논제 II-1]
(1)
충돌 전후의 운동량은 보존되어야 한다.

[논제 II-3]



① <1점>    에서    이고    로부터 전기장 영역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식 1)

((식 1)로부터)       

(식 2)

탄성충돌이면 전체 운동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보존된다.



      

   





     이다. 이 때   의 반지름과 속력이 각각   의 3배이므로 전기장


영역에서

((식 3)으로부터)           (식 4)

입자 1(   )과 입자 2(  )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② <2점> 전기장 영역에서 운동한 시간을  라고 하면 전기장 영역을 빠져나오는 순간  과

(식 2), (식 4)로 부터  ,  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의
속력  과  를 아래처럼 얻을 수 있다.
    

(식 9),     

(식 10)

또한   과   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로 같으므
로

  
   
  

(답)

(식 5)


   
  

(답)

(식 6)

(2)

전기장 영역에서 평균 속력이 아래와 같다.
     





(식 3)

(물체 2가 정지한 물체 3에 충돌하는) 두 번째 충돌에 대해서 (식 5)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
다.

(식 11)

  
   
  

(식 9∼11)로부터   ,    이고

③ <3점> 속도가 같아지는 시간 ′을 구하면   ′    ′에서 ′   이다.


(식 7)

두 번째 충돌 직후 물체 2는 정지하여   이므로,


④ <2점> 입자   이 전기장 영역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므로      에서    이



  kg을 (식 7)에 대입하면   kg이다. (답)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충돌에 대해서 (식 6)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다.

⑤ <1점> 여기서    이므로


(식 8)

(식 8)에서 물체 3의 충돌 후 속도   ms를 대입하면   ms를 얻는다.




⑥ <3점> ′     이다. (답)
 

(물체 1이 정지한 물체 2에 충돌하는) 첫 번째 충돌에 대해서




(※    과    을 구하고 ′  
을 최종 답으로 써도 점수를 준다.)




첫 번째 충돌 직후의 속도  는 두 번째 충돌 전의 속도   ms와 같다.

따라서   ms,   ms를 (식 6)에 대입하면 ms   ms이고
  


      kg  kg을 얻는다. (답)



※ 채점시 유의사항
(1) 풀이과정에서 수식 계산 없이도 올바른 물리개념이 적용되어 동일한 결과를 기술하였다면
정답으로 간주한다.
(2) 부분적인 오류로 답이 틀리더라도 주요개념이 올바르게 들어가면 부분점수를 줄 수 있다.

첫 번째 충돌에 (식 5)를 적용하여   ms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kg
       ms  ms (답)
  kg
  
[논제 II-2]

(3) 풀이 순서는 바뀌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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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므로    이다.




 

   이므로    이다.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구분
문제

  

 
  · 
따라서    이다.





 
같은 방법으로 ′   을 얻는다.
 
′
 
따라서          이다. (답)




자료
채점기준
답안작성

세부판단기준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1. 제시 예문 분석

[논제 II-3]
자기장 영역에서 입자 2(   )의 이동거리가 입자 1(  )의 3배이므로   의 속력이   보다 3배





크다.    에서    이고    로부터 전기장 영역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제시문 (가)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 중 탄성충돌에 대한 내용으로 물리1에서는 운동량과 충격
량의 관계 정도만 다루고, 물리2에서 심화되어 운동량보존의 법칙과 여러 가지 충돌을 다루
게 된다. 제시문 (나)는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운동하는 전하가 받는 전자기력(로렌츠의 힘)에



     이다. 이 때   의 반지름과 속력이 각각   의 3배이므로 전기장 영역에서  



대한 내용으로 물리2에서 다룬다. 제시문 (다)는 균일한 전기장 속에서 운동하는 전하가 받는

과   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으로 학교수업시간에 개념을 잘 배운 학생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전기장 영역에서 운동한 시간을  라고 하면 전기장 영역을 빠져나오는 순간  과  의 속

제시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

력 과 를 아래처럼 얻을 수 있다.
    

(식 9),     

힘에 대한 내용으로 물리1과 물리2에서 모두 다룬다. 제시문 모두 고교 교육과정 내의 내용

(식 10)

고등학교 물리 II 곽성일 외 7인(2011), 천재교육, p. 39.
고등학교 물리 II 김영민 외 7인(2011), 교학사, p. 58.

또한   과   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로 같으므로 전기장

EBS 수능특강 물리 I 김상욱 외 5인(2014), 한국교육방송공사, p. 23.

영역에서 평균 속력이 아래와 같다.

EBS 수능특강 물리 II 김상욱 외 5인(2014), 한국교육방송공사, p. 28.

     





(식 11)

제시문 [나]

(식 9∼11)로부터   ,   이고 속도가 같아지는 시간 ′을 구하면

고등학교 물리 II 곽성일 외 7인(2011), 천재교육, p.150.


  ′    ′에서 ′   이다.


고등학교 물리 II 김영민 외 7인(2011), 교학사, p.148.
EBS 수능특강 물리 II 김상욱 외 5인(2014), 한국교육방송공사, p. 99.


입자   이 전기장 영역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므로      에서    이다.




여기서    이므로 ′     이다. (답)

 

제시문 [다]
고등학교 물리 I 곽성일 외 7인(2011), 천재교육, p. 94.
고등학교 물리 I 김영민 외 7인(2011), 교학사, P.112
고등학교 물리 II 곽성일 외 7인(2011), 천재교육, p. 108.
고등학교 물리 II 김영민 외 7인(2011), 교학사, p. 127.
2. 질문 문항 및 출제의도 분석
논제(Ⅱ-1)은 제시문(가)와 관련 있는 문제로 탄성충돌 시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모두 보
존된다는 개념을 이용하여 충돌하는 물체의 질량과 충돌 전과 충돌 후 물체의 속도를 구하는
문제이다. 풀이 과정에서 수리력을 요하는 문제이나 채점기준으로 볼 때 수리력을 측정하려
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여지며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고 풀 수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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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문항정보]

논제(Ⅱ-2)는 제시문(나)와 관련 있는 문제로 로렌쯔의 힘이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는 개념을
이용하여 운동하는 입자의 질량비를 구하는 문제로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고

일반정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다.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자연계열[11.15(오전)] / 문제2
문항번호
고등학교 과목명
물리Ⅰ 물리Ⅱ
출제 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힘과 운동, 전하와 전기장
예상 소요 시간
120분(물리와 수학문제 총시간)

논제(Ⅱ-3)은 제시문(나), (다)와 관련 있는 문제로 로렌쯔의 힘을 받아 운동하던 입자가 다시
균일한 전기장에 입사해서 통과할 때 속도가 같아지는 시간을 구하는 문제이다. 로렌쯔의 힘
을 알고 있는지와 균일한 전기장 내에서 전하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것을 알고 수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려는 문제이다. 다소 수리력을 요하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고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다.
3.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 분석
채점 기준표는 문항별로 점수의 배점을 다양화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채점이 용이하
고 평가점수가 차등화 될 수 있도록 정했다고 볼 수 있다. 모범답안은 운동량 보존법칙, 로렌

문항 및 제시문

쯔의 힘, 등가속도운동의 법칙과 연립방정식 활용등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작성할 수 있
는 수준으로 제시됐다. 특히 ‘수식 계산 없이도 올바른 물리개념이 적용되어 동일한 결과를
기술하였다면 정답으로 간주한다, 부분적인 오류로 답이 틀리더라도 주요개념이 올바르게 들
어가면 부분점수를 줄 수 있다.’는 채점 유의사항은 적절한 기준으로서 수리력을 많이 요하
는 논제(Ⅱ-1, Ⅱ-3)의 경우에 적절하게 사용되어 질 것으로 보인다.
4. 총평
제시문과 논제가 모두 물리2위주의 개념들이 주로 출제되었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보편적인 내용이었고 채점기준이나 모범답안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작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계산과정이 수리력을 요구하고 있어 수학적인 기
본기가 튼튼하지 않은 학생은 물리에서 시간을 벌어 수학에 집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

II.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40점)
[가]
정지해 있는 전하에 다른 전하를 가까이하면, 두 전하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이때
비례
상수는
   × N·mC  이다. 이러한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의 어느 한 지점에 단위
양전하 C를 놓았을 때, 이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으로 정의한다. 어느 한 점에 고정된 가벼운 실에 질량을 가진 추를 매달아 왕복 운동을
시키는 것을 진자라고 하며, 그 진폭이 매우 작은 경우를 단진자라고 한다. 이때 매달린 추가
전하량을 가지면서 전기장의 영향 안에 놓여 있을 때에는, 전기력과 중력의 영향을 동시에 받게
된다.

인다.
[나]
같은 매질에서 진동수와 진폭이 같은 두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여 중첩되면,
파동이 진행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만들어진 합성파를
정상파라고 한다. 이러한 정상파에서 진동을 하지 않는 부분을 마디, 진동의 폭이 가장 큰
부분을 배라고 한다.
[다]
파동이 진행하다가 원래 매질과 다른 매질을 만나면 그 경계면에서 일부가 되돌아오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파동의 반사라고 한다. 파동이 반사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다. 여기서
입사각은 입사파의 진행 방향이 경계면에 수직인 법선과 이루는 각이며, 반사각은 반사파의 진행
방향이 법선과 이루는 각을 말한다. 이때 입사파, 법선, 반사파는 항상 같은 평면상에 있다.
진행하던 파동이 다른 매질을 만나서 그 일부가 투과될 때, 투과되는 파동은 진행 방향이 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파동의 굴절이라고 하며, 이 현상은 파동의 속도가 두 매질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다.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더 작은 매질로 빛이 진행할 때, 굴절
광선은 법선에서 멀어지게 꺾인다. 입사각이 증가하면 반사하는 빛은 점점 강해지는 반면,
굴절하는 빛은 점점 약해진다. 입사각이 어떤 특정한 값에 도달하여 굴절각이 °가 되면,
굴절되는 빛의 세기는 이 되며 입사하는 모든 빛은 반사된다. 이 현상을 전반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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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II-1] 제시문 [가]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그림 3(a)]에서는 프리즘 유리 안에 들어온 빛이 공기와 닿는 경계면에 대해 °로
입사하고 있다. 이때 입사된 모든 빛은 직각을 이루고 있는 두 면을 전혀 투과하지
않으면서 경로가 ° 바뀌었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프리즘 유리의 굴절률의
최솟값은 얼마인지 계산하고, 그 과정을 논술하시오. (5점)
(2) [그림 3(b)]와 같이 레이저 빛이 직각 프리즘의 한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입사하고 있다.
입사된 빛은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인 면을 통해 투과되며, 입사한 방향에 대해
아래로 °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때 프리즘을 이루는 매질의 굴절률을 계산하고, 그
과정을 논술하시오. (단, 공기의 굴절률은 이고, 빛이 삼각형의 세 꼭짓점을 정확히
  , 
  로 계산한다.) (5점)
지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그림 1]과 같이, 균일한 전기장   ×  NC 
내에 질량 이  g 인 플라스틱 공이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다. 실이 연직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가 되었을 때, 그림과 같은 평형
상태가 되었다. 이때 장력의 크기 와 공이 가지는
알짜 전하량 값을 계산하고, 그 과정을

논술하시오. (단, 중력 가속도    ms , 실의
길이    cm이며, 실의 질량과 공의 크기는
   로 계산한다.) (10점)
무시한다. 그리고 

[그림 1]
(2) [그림 2]와 같이, 질량이  g 인 동일한
플라스틱 공 두 개가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다. 같은 전하량을 가지는 두 공이 그림과
같은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을 때,  방향과
실이 이루는 각도는 °, 두 공 사이의
거리 는  cm가 되었다. 이때 장력의
크기  와 공이 가지는 알짜 전하량 의
크기를 계산하고, 그 과정을 논술하시오. (단,
   ms ,
실의
길이
실의 질량과 공의 크기는

  , 
무시한다. 그리고 
  으로
계산한다.) (10점)

[그림 3]

중력
가속도
   cm이며,

[그림 2]

출제 의도

논제 II의 과학-물리에서는 “힘과 운동”과 “전하와 전기장”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개념들인
중력, 진자, 전기장, 쿨롱 법칙 등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질량과 전하량을
가진 입자가 전기장과 중력의 영향 아래에 있을 때, 중력, 장력, 전기력이 평형을 이루게 된다는
[논제 II-2] 제시문 [나]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마이크로파 오븐(전자렌지)의 내부에는 특정 주파수의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있다.
발생된 전자기파는 오븐 내부에 정상파를 형성하는데, 정상파의 세기가  이 아닌 영역에서
음식 내부의 물 분자들을 회전 및 충돌시켜 음식물을 데우게 된다. 촉촉한 치즈 가루가
골고루 뿌려진 피자를 접시에 담아서 오븐 내부에 넣고, 음식 접시를 올려놓은 원형 판을
회전시키지 않은 채로 오븐을 동작시켰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꺼냈더니, 치즈가 녹은
부분과 녹지 않은 부분이 주기적으로 나타났다. 치즈가 녹은 부분들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cm로 측정되었다면, 마이크로파 오븐에 사용된 전자기파의 파장과 주파수는 얼마인지
계산하고, 그 과정을 논술하시오. (단, 전자기파의 속력    ×  ms, 오븐의 가로 방향
폭은  cm이며, 정상파는 오븐의 가로 방향으로만 생겨난다고 가정한다.) (10점)
[논제 II-3] 제시문 [다]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밑면이 직각 이등변삼각형인 삼각기둥 모양의 프리즘을 직각 프리즘이라고 한다. 아래 [그림
3]의 직각 이등변삼각형은 직각 프리즘의 단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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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이해하고, 이러한 평형 상태에서 장력과 알짜 전하량을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파동의 전달과 발생”에서 다루고 있는 정상파, 반사
법칙, 굴절 법칙 등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예들인 마이크로파
오븐(전자렌지)과 프리즘의 경우에 적용하여, 마이크로파 오븐에 사용되는 전자기파의 파장 및
주파수, 그리고 프리즘에 사용되는 매질의 굴절률을 정량적으로 계산 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출제 근거

<논제 II-과학-물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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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II-1] 제시문 (가)


(ii) 실의 장력    를 ① 식에 대입하면,
cos

고등학교 물리I 김영민 외 7인, 교학사 2011, pp.107
고등학교 물리II 김영민 외 7인, 교학사 2011, pp.53, pp.124


 tan
sin   tan   이므로,    .

cos


고등학교 물리II 곽성일 외 7인, 천재교육 2011, pp.54, pp.106

<위의 결과에 주어진 값들을 대입하여, 전하량의 크기를 맞게 계산해냈으면 2점>

[논제 II-2] 제시문 (나)
고등학교 물리I 김영민 외 7인, 교학사 2011, pp. 198 ~ pp. 191

<루트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의 숫자들을 나열하더라도, 계산과정

고등학교 물리II 김영민 외 7인, 교학사 2011, pp. 192 ~ pp. 193

이 맞으면 2점을 그대로 부여함>

고등학교 물리II 곽성일 외 7인, 천재교육 2011, pp. 196 ~ pp. 197


이 때,    ×  NC 이므로,

 ×  kg× ms  



  C ≈  C≈C .
 



 ×  NC



[논제 II-3] 제시문 (다)



고등학교 물리I 김영민 외 7인, 교학사 2011, pp. 250 ~ pp. 251
고등학교 물리II 김영민 외 7인, 교학사 2011, pp. 197 ~ pp. 198, pp. 201 ~ pp. 204
고등학교 물리II 곽성일 외 7인, 천재교육 2011, pp. 200 ~ pp. 202

채점 기준

[논제 Ⅱ] 물리 (40점 만점, 백지 답안 0점)
1) <논제 II> (40점 만점, 백지 답안 0점)
(1) <총 10점>
<알짜힘을 x 방향과 y 방향 성분으로 분석하고, 실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를 해석적인 표현으로

[그림 22]

얻어냈으면 3점>
[그림 1]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플라스틱 공에는 세 가지 힘들, 즉 줄의 장력 , 중력 , 그리고
정전기력  이 동시에 작용하며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 평형 상태에서는 알짜힘의  와  방
향의 성분이 모두  이므로,

[그림 23]

(2) <총 10점>
<알짜힘을 x 방향과 y 방향 성분으로 분석하고, 실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를 해석적인 표현으로
얻어냈으면 3점>

 방향:  sin    
 방향:  cos  

-----

①

---------②


(i) 위의 ② 식으로부터, 실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는    이다.
cos
<위의 결과에 주어진 값들을 대입하여, 장력의 크기를 맞게 계산해냈으면 2점>
<답안에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의 숫자들을 나열하더라도, 계산과정이 맞으면 2점을 그대로 부여함>
이 때,    g,    ms ,   °이므로, 값을 계산하면,
 ×  kg × ms 

[그림 2]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플라스틱 공에는 세 가지 힘들, 즉 줄의 장력 , 중력 , 그리고
정전기력  이 동시에 작용하며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 평형 상태에서는 알짜힘의  와  방
향의 성분이 모두  이므로,

 방향:  cos      --- ③

 방향:  sin   --------

④


(i) 위의 ④ 식으로부터, 실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는    이다.
sin



  ×  N≈  ×  N.



 

<위의 결과에 주어진 값들을 대입하여, 장력의 크기를 맞게 계산해냈으면 2점>
<답안에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의 숫자들을 나열하더라도, 계산과정이 맞으면 2점을 그대로 부여함>

<실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를 ① 식에 대입하여 알짜 전하량의 크기를 해석적인 표현으로 얻어냈

이 때,    g,    ms ,   °이므로, 값을 계산하면,

으면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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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g× ms 




≈  ×  N≈ ×  N


 
<실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를 ③ 식에 대입하여 알짜 전하량의 크기를 해석적인 표현으로 얻어냈
으면 3점>

(ii) 실의 장력    를 ③ 식에 대입하면,
sin
[논제 II-3]






cos      이므로,     .

sin
tan
tan




(4) <10점>
<전반사를 이해하고 문제에 맞는 굴절 법칙을 제대로 구성해 냈으면 3점>

<위의 결과에 주어진 값들을 대입하여, 알짜 전하량의 크기를 맞게 계산해냈으면 2점>

우선 프리즘 면에 수직으로 입사하는 빛은 꺾이지 않고 프리즘 내부에 그대로 입사하기 때문에, 프

<루트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의 숫자들을 나열하더라도, 계산과정

리즘 내부에서 공기면으로 다시 입사되는 빛의 입사각은 °가 된다. (i) 따라서 [그림 ]의 경

이 맞으면 2점을 그대로 부여함>

우, 반사 법칙에 의해 프리즘 내부에서 공기면으로 입사되는 빛의 모든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이 때,    × N·m C ,    cm   m 이므로,



 ×  kg× ms 
 × 
 × 
  × 
C   ×  C
   m× 






 × 

 × Nm C  × 
 × × 
 × 
 × 

  ×  C≈ ×  C   × C   C
 ×

 × 








°가 된다. 입사된 모든 빛이 직각을 이루고 있는 두 변을 전혀 투과하지 않으면서 경로가 °로
바뀌기 위해서는 프리즘 내부에서 공기면으로 입사되는 모든 빛이 전반사가 되어야 하므로, 다음의
굴절 법칙을 만족하여야 한다.
유리sin° ≥ 공기sin°
<위에서 얻어낸 굴절 법칙에, 필요한 값들을 대입하여 유리의 굴절률을 맞게 계산해냈으면 2점>

[논제 II-2]

<루트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의 숫자들을 나열하더라도, 계산과정

<정상파의 배 부분에서는 정상파의 세기가 가장 크고, 마디 부분에서는 세기가 0이라는 것을 이해

이 맞으면 2점을 그대로 부여함>

라고 있으면 2점>

이때 공기의 굴절률은 이므로,

진동을 하지 않는 정상파의 마디 부분에 위치한 치즈는 녹지 않으며, 정상파의 진동의 폭이 가장
큰 배 부분에 위치한 치즈는 잘 녹게 된다. 이는 정상파의 배 부분에서는 마이크로파의 세기가 가
장 크기 때문에 치즈에 포함된 수분의 물 분자(전기쌍극자)들을 충분히 회전 및 충돌시킬 수 있고,

sin°

유리 ≥ 공기    ×   
 ≈
sin°


따라서 유리의 굴절률의 최솟값은 약  가 된다.

따라서 온도가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입사각과 굴절각을 찾아내고 굴절 법칙을 제대로 구성해 냈으면 3점>
<치즈가 녹은 부분들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마이크로파의 파장의 반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2점>

(ii) [그림 ]와 같이 법선을 그어보면 프리즘 내부에서 공기면으로 입사되는 빛의 입사각은 °

<전자기파의 파장을 맞게 계산해 냈으면 2점>

이며, 굴절각은 °  °  °가 된다. 이러한 관계를 굴절 법칙에 적용하면,
매질sin°  공기sin°

따라서 치즈가 녹은 부분들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인가된 마이크로파의 파장의
반과 같으므로, 파장은    × cm   cm가 된다.

<위에서 얻어낸 굴절 법칙에, 필요한 값들을 대입하여 매질의 굴절률을 맞게 계산해냈으면 2점>
<전자기파의 파장, 속도, 주파수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2점>

<루트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의 숫자들을 나열하더라도, 계산과정

<전자기파의 주파수를 맞게 계산해 냈으면 2점>

이 맞으면 2점을 그대로 부여함>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의 숫자들을 나열하더라도, 계산과정이 맞으면 2점을 그대로 부여함>

이때 공기의 굴절률은 이므로,

또한 마이크로파 오븐에 사용된 전자기파의 주파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ms
     ≈ × Hz   GHz.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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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매질  공기    ×    ≈   
sin°







따라서 매질의 굴절률은 약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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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 2]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플라스틱 공에는 세 가지 힘들, 즉 줄의 장력 , 중력 , 그리
고 정전기력  이 동시에 작용하며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 평형 상태에서는 알짜힘의  와 
방향의 성분이 모두  이므로,

 방향:  cos      --- ③

 방향:  sin   --------

④


(i) 위의 ④ 식으로부터, 실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는    이다.
sin

[그림 3]

이 때,    g,    ms ,   °이므로, 값을 계산하면,
 ×  kg× ms 

예시 답안




≈  ×  N≈  ×  N


 

[논제 II-1]
(1) [그림 1]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플라스틱 공에는 세 가지 힘들, 즉 줄의 장력 , 중력 , 그리


(ii) 실의 장력    를 ③ 식에 대입하면,
sin





cos      이므로,     .

sin
tan
tan




고 정전기력  이 동시에 작용하며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 평형 상태에서는 알짜힘의  와 
방향의 성분이 모두  이므로,
 방향:  sin    
 방향:  cos  

-----

이 때,    × N·mC ,    cm   m 이므로,



 ×  kg× ms 
 × 
 × 
  × 
C   ×  C
   m× 
 × 

 × NmC  × 

 × × 

 × 
 × 

  ×  C ≈ ×  C   × C   C
 ×

 × 


①



---------②


(i) 위의 ② 식으로부터, 실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는    이다.
cos
이 때,    g,    ms ,   °이므로, 값을 계산하면,
 ×  kg× ms 



  ×  N≈ ×  N.
 


 



[논제 II-2]
진동을 하지 않는 정상파의 마디 부분에 위치한 치즈는 녹지 않으며, 정상파의 진동의 폭이 가장 큰


(ii) 실의 장력    를 ① 식에 대입하면,
cos

배 부분에 위치한 치즈는 잘 녹게 된다. 이는 정상파의 배 부분에서는 마이크로파의 세기가 가장 크
기 때문에 치즈에 포함된 수분의 물 분자(전기쌍극자)들을 충분히 회전 및 충돌시킬 수 있고, 따라


 tan
sin   tan   이므로,    .

cos


서 온도가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즈가 녹은 부분들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아래 그림과 같
이 인가된 마이크로파의 파장의 반과 같으므로, 파장은    × cm   cm가 된다.

이 때,    ×  NC 이므로,
 × kg × ms  



  C ≈  C≈ C .
 



 ×  NC






[그림 26]





[그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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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이크로파 오븐에 사용된 전자기파의 주파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ms
     ≈  × Hz   GHz.

 m

[논제 I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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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선 프리즘 면에 수직으로 입사하는 빛은 꺾이지 않고 프리즘 내부에 그대로 입사하기 때문에,
프리즘 내부에서 공기면으로 다시 입사되는 빛의 입사각은 °가 된다. (i) 따라서 [그림 ]의 경
우, 반사 법칙에 의해 프리즘 내부에서 공기면으로 입사되는 빛의 모든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가 된다. 입사된 모든 빛이 직각을 이루고 있는 두 변을 전혀 투과하지 않으면서 경로가 °로
바뀌기 위해서는 프리즘 내부에서 공기면으로 입사되는 모든 빛이 전반사가 되어야 하므로, 다음의
굴절 법칙을 만족하여야 한다.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구분
문제
자료

채점기준
답안작성

유리sin° ≥ 공기sin°
이때 공기의 굴절률은 이므로,
sin°

유리 ≥ 공기    ×   
 ≈ 
sin°



세부판단기준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따라서 유리의 굴절률의 최솟값은 약  가 된다.

1. 제시 예문 분석

(ii) [그림 ]와 같이 법선을 그어보면 프리즘 내부에서 공기면으로 입사되는 빛의 입사각은 °

제시문 (가)에서 전하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쿨롱의 법칙)에 관한 내용은 물리1, 물리2에서

이며, 굴절각은 °  °  °가 된다. 이러한 관계를 굴절 법칙에 적용하면,

다루고 있으며, 단진자는 물리2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매질sin°  공기sin°

제시문 (나)는 파동의 중첩과 간섭 그리고 정상파에 대한 내용으로 물리1과 물리2에서 모두
다루고 있지만 정량적인 부분은 주로 물리2에서 다루고 있다.

이때 공기의 굴절률은 이므로,
매질


sin°
  


 공기    ×    ≈   
sin°









제시문(다)는

빛의 반사와 굴절 그리고 전반사에 대한 내용으로 물리1, 2에서 모두 다루고

있지만 정량적인 부분은 주로 물리2에서 다루고 있다. 제시문 모두 물리1과 물리2의 개념을
잘 연계하고 있으며 고교 교육과정 내의 내용으로 학교수업시간에 개념을 잘 배운 학생이라

따라서 매질의 굴절률은 약 가 된다.

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제시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
고등학교 물리I 김영민 외 7인, 교학사 2011, p.107
고등학교 물리I 곽성일 외 7인, 천재교육 2011, P93
고등학교 물리II 김영민 외 7인, 교학사 2011, p.53, p.124
고등학교 물리II 곽성일 외 7인, 천재교육 2011, p.54, p.106
제시문 (나)
고등학교 물리I 김영민 외 7인, 교학사 2011, p. 198 ~ p. 191
[그림 3]

고등학교 물리I 곽성일 외 7인, 천재교육 2011, P164
고등학교 물리II 김영민 외 7인, 교학사 2011, p. 192 ~ p. 193
고등학교 물리II 곽성일 외 7인, 천재교육 2011, p. 196 ~ p. 197
제시문 (다)
고등학교 물리I 김영민 외 7인, 교학사 2011, p. 250 ~ p. 251
고등학교 물리I 곽성일 외 7인, 천재교육 2011, P 158, p.201~202
고등학교 물리II 김영민 외 7인, 교학사 2011, p. 196 ~ 203
고등학교 물리II 곽성일 외 7인, 천재교육 2011, p. 200 ~ p. 202
2. 질문 문항 및 출제의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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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문항정보]
논제(Ⅱ-1)은 제시문(가)와 관련 있는 문제로 질량과 전하량을 가진 입자가 전기장과 중력의

일반정보

영향 아래에 있을 때, 중력, 장력, 전기력이 평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러한 평

유형
전형명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형 상태에서 장력과 알짜 전하량을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고 학교수업시간에 개념을 잘 배운 학
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다.
논제(Ⅱ-2)는 제시문 (나)와 관련있는 문제로 파동의 간섭과 정상파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출제 범위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마이크로파 오븐(전자렌지)에 적용하여, 마이크로파 오븐에 사용
되는 전자기파의 파장과 주파수 정량적으로 계산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고등학

예상 소요 시간

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고 학교수업시간에 개념을 잘 배운 학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논술우수자전형
의학계열[11.14(오전)] / 문제2
고등학교 과목명
물리Ⅰ 물리Ⅱ
운동, 전기장, 자기장, 빛, 자기장에서
핵심개념 및 용어 전하가 받는 힘, 파동의 성질, 레이저의
원리와 이용, 입자의 파동성, 불확정성 원리
120분(물리와 수학문제 총시간)

는 내용이다.
논제(Ⅱ-3)은 제시문(다)와 관련있는 문제로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이해하고, 프리

문항 및 제시문

즘의 굴절률을 물어 이 조건을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고, (2)번은 일반적인
굴절의 법칙을 묻는 문제로 프리즘의 경계면에서 입사각과 굴절각을 작도하여 매질의 굴절률
을 정량적으로 계산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

II.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40점)

고 학교수업시간에 개념을 잘 배운 학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다.
[가]
두 파동이 만나 중첩되면 원래의 파동보다 진폭이 더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는데, 이러한

3.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 분석
논제(Ⅱ-1)의 채점 기준표는 전개되는 수식 별로 배점을 하여 채점이 용이하고 평가점수가 차

현상을 파동의 간섭이라고 한다. 한 파동의 마루 부분과 다른 파동의 마루 부분이 서로 만나면

등화 될 수 있도록 정했다고 볼 수 있고 모범답안도 교육과정 내에서 작성할 수 있는 수준으

합성된 파동의 진폭이 더 커지게 된다. 그러나 한 파동의 마루 부분과 다른 파동의 골 부분이

로 제시됐다.

서로 만나면 합성된 파동의 진폭은 더 작아지고, 심지어 없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두 파동이

논제(Ⅱ-2)의 채점 기준표는 고교 교육과정 내의 내용에 따라 세분화해서 배점하여 평가 점수

만나 진폭이 커지는 경우를 보강 간섭이라고 하고, 반대로 진폭이 작아지거나 없어지는 경우를

를 차등화하였고 모범답안도 교육과정 내에서 작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됐다.

상쇄 간섭이라고 한다.

논제(Ⅱ-3)의 채점 기준표는 전개되는 수식 별로 배점을 하여 평가 점수를 차등화하였고 르트
값 계산이나 소숫점 처리등에 융통성을 두어 점수를 깎이는 것을 최소화했으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분히 수용하였다고 여겨지며 모범답안도 교육과정 내에서

작성할 수 있는 수

[나]
자기장 속에서 운동하는 대전 입자의 운동을 관찰해 보면 입자가 받는 자기력에 대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준으로 제시됐다.

l 입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전하량과 전하의 속력에 비례한다.
l 입자의 운동 방향과 자기장 사이의 각이  를 이룰 때 입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sin  에

4. 총평

비례한다.

제시문과 논제가 모두 물리1에서 기본적으로 다루고 물리2에서 정량화시키면서 개념을 확장,
심화시키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논제의 연계방식도 매끄럽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가

l 양( )으로 대전된 입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오른쪽 네 손가락을 입자의 운동
방향에서 자기장의 방향으로 감아쥘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장 많이 다루는 보편적인 내용이었다. 채점기준이나 모범답안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작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되어 충실하게 학교수업을 받은 학생이라면 무난하게 풀 수 있
[다]

었다고 판단된다.

광전 효과와 컴프턴 산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빛은 파동의 성질과 함께 입자의 성질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 드브로이는 파동이 입자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면 반대로 입자도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입자가
파동의 성질을 나타낼 때, 이 파동을 물질파 또는 드브로이파라고 한다.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은 발표 당시에 하나의 추측으로 취급되었으나 몇 년 후 전자가 파동과 같이 회절하는
현상이 실험적으로 확인되면서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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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이젠베르크는 1927년에 ‘위치가 더 정확하게 결정될수록, 그 순간의 운동량은 그만큼 덜
정확하게 알려지게 되고, 그 역도 성립한다’는 불확정성 원리를 발표하였다.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의 본질이다. 위치와 운동량의
부정확도를 각각 와 라고 하면 불확정성의 원리는  ≥ 로 표현되며 는 플랑크
상수이다. 거시적 세계를 다루는 고전 역학에서 이 값은 너무 작아서 무시할 수 있지만 전자처럼
매우 작은 입자를 다루는 양자 역학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
[논제 II-1] [그림 1]과 같이
레이저를 광원으로 사용하여
이중
간섭무늬를
하였다.
광원으로

슬릿에

의한

얻는
만약,

실험을
촛불을

사용할

경우

얻기

위해

간섭무늬를

추가로 필요한 실험 도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레이저를

[논제 II-4] [그림 4]와 같이 질량이  이고  방향의 속력이  인 전자들을 폭이  인 슬릿으로

사용하는

통과시킨 후 거리 

경우

그

도구가

필요 없는 이유를 레이저의 원리, 레이저 빛의 특성과 연관 지어 논술하시오. (10점)

뒤에 위치한 형광판에 충돌시킨다. 슬릿을 통과한 후 전자의  방향

운동량과 슬릿의 폭  사이의 관계를 논술하시오. 형광판에 충돌하는 전자들에 의해 형광판에는
대략적인 폭  의 밝은 무늬가 생긴다. 불확정성 원리를 이용하여  의 크기를        로
표현되는 식으로 추정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단,  는 플랑크 상수이다.) (12점)

[논제 II-2] [그림 2]는 진공에서의 파장이  nm 인 빛에 의해 이중 슬릿으로부터  m 떨어진
스크린에 생긴 간섭무늬를 나타낸 것이다. 슬릿 사이 간격이 얼마인지 논하시오. 만약 이중

출제 의도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공간을 굴절률이  인 매질로 채운다면 간섭무늬가 어떻게 바뀔지
2016학년도 경희대학교 의학계 논술고사는 자연계 고교 교과과목의 기본 개념들에 대한

논술하시오. (8점)

이해도와 응용력에 바탕을 두고, 통합적 사고의 틀 안에서 학생들의 이해 능력,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 해석력, 그리고 논리적 설명 능력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다. 또한
각 제시문과 논제는 교과 과정을 충실히 따른 학생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과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하였다.

인
전자가
전기장 구역  → 자기장 구역 → 전기장 구역  를 거쳐 나온다. 전기장 구역  ,  에 전기장을
[논제

II-3]

[그림 3]과

같이

초기 속도가

생성하는 두 전원 장치의 전위차는 같으며 두 전기장 구역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기장을
형성함으로써 전자가 각각의 구역에서 가속되도록 하였다. 세기가  인 자기장 구역에서 전자가
반지름  인 원 궤도를 따라 운동을 할 때, 전원 장치의 전위차를        로 표현하고,
전기장 구역  를 빠져 나온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이 전위차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논술하시오.
(단,  은 전자의 질량,  는 기본 전하량이다.) (10점)

논제 II의 과학-물리에서는 고등학교 물리 I의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운동, 전기장, 자기장,
빛에 대한 기본 개념과 물리 II의 교과 과정에서 연계 심화시킨 자기장에서 전하가 받는 힘,
파동의 성질, 레이저의 원리와 이용, 입자의 파동성, 불확정성 원리 등 고등학교 물리 교과서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을 학생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각 교과과정의 영역에서 다루어진 기본적 물리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추론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러 물리적 현상들이 서로 연결되는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그러한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연관시켜 사고할 수 있는가를 묻고, 주어진 제시문으로부터 정보를 적절히 찾아내어 문제해결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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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근거



● [3점] 전자의 물질파 파장  는     
임을 설명할 수 있다.


 

<논제 II 출처>
[가] 김영민 외(2011), 『고등학교 물리 I』, 교학사, p. 192
[나] 김영민 외(2011), 『고등학교 물리 II』, 교학사, p. 148

[논제Ⅱ-4] (총12점)

[다] 곽성일 외(2011), 『고등학교 물리 II』, 천재교육, p. 272, p. 274

● [3점] 불확정성원리로부터  축 방향에 대한 운동량 불확정성  는  ≥    의 관계





[라] 곽성일 외(2011), 『고등학교 물리 II』, 천재교육, p. 305



를 설명할 수 있다.

김영민 외(2011), 『고등학교 물리 II』, 교학사, p. 286

● [4점] 형광판에 도달한 전자의 분포에서 중심의 밝은 무늬의 폭 는  방향의 운동량 불확
정성  및 전자가 슬릿을 통과하여 형광판에 도달하는 시간(  )에 비례함을 설명할 수 있
다.
채점 기준


 

 
● [5점]  ∼           ≥   임을 설명할 수 있다. (상수배 차이는 감점


[논제 Ⅱ] 물리 (40점 만점, 백지 답안 0점)

 



 

하지 않음)

[논제Ⅱ-1] (총10점)
● [5점] 촛불을 그냥 사용하는 경우 이중 슬릿의 두 슬릿에서 빛의 위상이 같지 않으므로
이중 슬릿 앞에 단일 슬릿을 추가로 넣어 위상을 같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술한다.

예시 답안

* 위상에 대한 기술이 없고 다른 문제점만을 논술한 경우에는 부분점수를 줄 수 있지만, 위상
에 대한 정확한 논의만 있어도 5점 만점임.
● [5점] 레이저의 발생원리(유도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와 레이저 빛의 특성(위상이 같다)을

논제Ⅱ-1

이해하고 레이저가 간섭실험에 적합한 이유를 잘 설명한다.
촛불은 레이저와 달리 나오는 빛의 위상이 동일하지 않다. 빛의 간섭에서는 빛의 위상이 중
요하므로 두 슬릿에 들어가는 빛의 위상을 같게 해 주기 위해 이중 슬릿 앞에 단일 슬릿을

[논제Ⅱ-2] (총8점)

놓아 동일한 위상을 갖게 해 줄 수 있다.

● [4점] 두 슬릿에 위한 위상차가 파장의 정수배가 되는 조건으로부터 간섭무늬를 잘 분석
하고 올바른 수치 ( ∼  m )를 구할 수 있다.

(* 위에 제시한 것 외에도 적절한 장치를 제시하여 실제로 촛불로 실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
는 장치를 논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시: 촛불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은 단일하지 않으므로 파

● [4점] 굴절률이 있는 매질에서 빛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해하고 간섭무늬의 변화 형태를
잘 기술할 수 있다.

장에 따라 다른 간섭무늬가 서로 겹친 형태의 무늬를 스크린에 만든다. 따라서 단일한 파장이
이중 슬릿을 통과하게 하려면 색 필터와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 촛불은 그 빛의 밝기가 어두
우므로 외부의 빛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을 때 외부에서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빛을

[논제Ⅱ-3] (총10점)
● [1점] 전기장구역  를 통과한 후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전위차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같
 

으므로, 속도   은     임을 설명할 수 있다.



 
 
의 역할을 하므로      으로부터,     임을 설명할 수 있다.










이중 슬릿 실험을 할 수 있다.
(* 레이저의 다른 특성들 예를 들어 단위 면적당 세기를 매우 크게 만들 수 있고, 동일한 진
동수의 빛만을 증폭한 것이기 때문에 단색광인 점 등을 논하는 것도 가능하다.)



 
를 설명할 수 있다.
 


논제Ⅱ-2




● [3점] 전기장구역   를 모두 통과한 후에 전자의 속도를  라고하면,        


의 관계식으로부터   
  를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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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빛을 방출하는데 이를 유도방출이라 한다. 레이저는 유도방출에 의해 빛을 증폭한 것이기
때문에 레이저에서 나온 빛은 위상이 모두 같다. 따라서 이중 슬릿 앞에 단일 슬릿이 없어도

● [1점] 자기장 영역에서는 자기장이 전자에 작용하는 힘이 원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구심력

 
  
● [2점] 위 두 식으로부터      




쪼여주면 높은 에너지 준위의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 되면서 방향, 파장, 위상이 같

두 슬릿에서 나온 빛의 경로차는 스크린까지의 거리가 충분히 먼 경우 슬릿간격을  ,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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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거리를  , 스크린의 중앙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라고 할 때   이다. 이 경로차가 파


장의 정수배일 때 보강간섭이 일어나므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은   가 된다. 문제에서


 nm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을 측정하면  mm 이므로       m    m  mm 

 mm


이다. 만약 이 실험을 굴절률이 1.5인 매질 안에서 한다면 매질 안에서의 빛의 파장이  인


 nm 이므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도  배 만큼 줄어들어  mm 가 된다.


형광판에 도달한 전자의 분포에서 중심의 밝은 무늬의 폭 는  와  에 비례하므로 다음

(* 측정에 의해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경우에도 답으로 인정한다.)

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           ≥  
 



 



(* 어림 계산이므로  를  로 하거나 계산에서  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도 정답으로 인정


논제Ⅱ-3

한다.)
초기속도    으로 전기장구역  를 통과한 후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전위차  에 의한 포텐
 

셜 에너지와 같으므로, 속도   은     를 만족하고, 자기장 영역에서는 자기장이 전자에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작용하는 힘이 원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구심력의 역할을 하므로      으로부터,

 
 
  
    로 주어진다. 따라서 이 두 식으로부터      













 
이
 


된다.

한편, 자기장은 전자의 운동에너지 증가분에 기여하지 않으므로 또 다른 전기장구역  까지


모두 통과한 후에 전자의 속도를   라고하면,         의 관계식이 성립한다. 따




라서   
  이고, 전자의 물질파 파장  는     
혹은 위에서 얻은  를


 





  이다.
이용하면,   
 

 
 
 




구분
문제
자료

채점기준
답안작성

세부판단기준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1. 제시 예문 분석
논제Ⅱ-4

제시문 (가)는 파동의 중첩과 간섭에 대한 내용으로 물리1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물
리2에서는 정량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제시문 (나)는 로런츠의 힘에 관한 내용으로 물

폭이  인 슬릿을 통과한 전자들의  축 방향에 대한 위치 불확정성을  라고 하면, 불확정




성원리로부터  축 방향에 대한 운동량  는  ≥  ∼  의 관계를 만족한다. 슬릿을 통






리2에서 사이클로트론등 다양한 응용사례를 다루고 그 원리를 정량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
시문 (다)는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관한 내용이고 광전효과에 관한 부분은 물리1에서 일부 다
루고 드보로이파 및 전자회절에 관한 내용은 물리2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제시문 (라)는 양

과한 후, 전자는  축 방향에 대한 운동량의 부정확도에 의해  ∼  ≥  가량의  방향



자물리 부분인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관한 내용으로 물리2에서 다루고 있다. 고

속력의 부정확도를 가지게 된다. 슬릿에서 형광판까지 전자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는

등학교 교육과정 내의 내용이며 학교수업시간에 개념을 잘 배운 학생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



약  이므로, 전자의 물질파는 아래 그림과 같이 회절하게 된다.


제시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물리I 김영민 외 7인, 교학사 2011, p. 250 ~ p. 251
고등학교 물리I 곽성일 외 7인, 천재교육 2011, P 158, p.201~202
고등학교 물리II 김영민 외 7인, 교학사 2011, p. 196 ~ 203
고등학교 물리II 곽성일 외 7인, 천재교육 2011, p. 200 ~ 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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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 [가]
고등학교 물리I 김영민 외 7인, 교학사 2011, p. 192
고등학교 물리I 곽성일 외 7인, 천재교육 2011, P. 164
고등학교 물리II 김영민 외 7인, 교학사 2011, p. 187
고등학교 물리II 곽성일 외 7인, 천재교육 2011, p. 190~191

4. 총평
의학계열의 논제들은 모두 물리2 위주의 심화된 개념을 두가지 이상 응용하여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지는 않지만, 의학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준을 볼 때 무난하다고 생
각된다. 다만, 논제(II-4)는 난이도는 높지 않으나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원리라는 새로운 내
용이고 교과서 맨 뒷부분에서 다뤄지므로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

제시문 [나]

다. 하지만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다뤄진 내용이므로 학교 수업시간에 충실히 교육

고등학교 물리II 김영민 외 7인, 교학사 2011, p. 148

받은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논제들이다.

고등학교 물리II 곽성일 외 7인, 천재교육 2011, p. 150~151
제시문 [다]
고등학교 물리II 김영민 외 7인, 교학사 2011, p. 292~293
고등학교 물리II 곽성일 외 7인, 천재교육 2011, p. 272, p. 274
제시문 [라]
고등학교 물리II 김영민 외 7인, 교학사 2011, p. 302~304
고등학교 물리II 곽성일 외 7인, 천재교육 2011, p. 286~289
2. 질문 문항 및 출제의도 분석
논제(Ⅱ-1)은 제시문(가)와 관련된 문제로 영의 이중슬릿에 의한 간섭현상과 레이저 빛의 발생
원리와 특징을 알고 서로 연관시켜 사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며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고 학교수업시간에 개념을 잘 배운 학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다.
논제 (II-2)는 제시문(가)와 관련된 문제로 영의 이중슬릿에 의한 간섭현상을 이해하고 정량화
된 수식까지 알고 있는지와 굴절률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되었고 학교수업시간에 개념을 잘 배운 학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
이다.
논제 (II-3)은 제시문(나)와 관련된 문제로 전자의 전위차에 의한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 로
렌쯔의 힘과 구심력, 드브로이파의 수식을 정량적으로 알고 전위차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묻
고 있으며 여러 이론을 수식까지 확실하게 알고 정량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다.
논제 (II-4)는 제시문(라)와 관련된 문제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잘 이해하여 전
자의 회절무늬의 폭을 수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두 가지 이론을 적용하는 능
력을 평가하고 물리2 교과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므로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진행되었
는지도 평가할 수 있는 논제이다. 2009 개정교육과정부터 다뤄진 내용이라 다소 생소하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 있는 내용이다.
3.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 분석
논제(Ⅱ-1), 논제 (II-2), 논제 (II-4)의 채점기준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에 맞게 포괄적으
로 작성되었고, 모범답안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작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됐다.
논제 (II-3)의 채점기준표는 전개되는 수식 별로 배점을 하여 평가 점수를 차등화하였고 모범
답안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작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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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문항정보]

결합을 이룬 원자가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상대적인 수치로 나타낸 값을 전기
음성도라고 한다. 화학자 폴링은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플루오린의 전기 음성도를 4.0으로

일반정보

정하고 다른 원소들의 상대적인 전기 음성도를 정하였다. 같은 족에 속한 원자들의 경우 원자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자연계열[11.14(오전)] / 문제2
문항번호
고등학교 과목명
화학
출제 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화학 평형, 원소, 분자
예상 소요 시간
120분(화학과 수학문제 총시간)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 음성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같은 주기에 속한 원자들의 경우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 음성도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라]
주기율표 18족의 안정한 비활성 기체는 가장 바깥 전자껍질에 8개의 전자가 배치되어 있다.
18족 원소 이외의 원자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또는 공유함으로써 비활성 기체와 같이 가장
바깥 전자껍질에 8개의 전자를 채워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려는 경향을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이는 이온의 형성이나 공유 결합의 형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문항 및 제시문
II.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40점)

[마]

[가]

공유 전자쌍과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비공유 전자쌍이 드러나도록 표시한 화학식이다. 공유

루이스 전자점식은 원소 기호 주위에 원자가 전자를 점으로 나타낸 것으로, 결합에 참여한
육류 제품을 가공할 때 첨가하는 아질산 나트륨(NaNO2)은 고기의 색을 붉게 유지하고,

결합을 형성하는 원자들은 중심 원자와 일정한 각을 이루는데, 이러한 결합각은 전자쌍 사이의

치사율이 높은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에 대해 강한 항균

반발력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이 원리는 1940년에 영국의 화학자 시지윅에 의해 제안된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육가공품을 높은 온도로 가열할 때 생길 수 있는

것으로, 한 분자 내에서 중심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쌍끼리는 서로의 정전기적 반발력이

니트로소아민(nitrosoamine)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기준 함량과 관련된 유해성 문제가

작용하여서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는 이론이다. 공유 결합 분자에서 한 원자에만

대두되고 있다. 육가공품의 색이 붉게 유지되는 것은 아질산 나트륨으로부터 분해된 부산물인

속해 있는 비공유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보다 주변의 공간을 더 차지하게 되므로, 비공유 전자쌍

일산화

사이의 반발력이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질소(NO)가

고기에

함유된

헤모글로빈(Hb)의

철과

결합하여

일산화

질소

헤모글로빈(HbNO)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 효과는 10 ppm 정도로 낮은 아질산 나트륨의
양으로도 나타나는데, 이는 일산화 질소에 대한 헤모글로빈의 친화도가 산소(O2)나 일산화

[논제 II-1] 제시문 [가]와 [나]를 참조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탄소(CO)에 대한 친화도보다 수백 배 강하여, 일산화 질소와 헤모글로빈이 강한 결합을 형성하기

(1) 일산화 탄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을 HbCO로 표현하여, 일산화 탄소와 헤모글로빈 사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고 하자.

때문이라고 한다.

Hb (aq) + CO (aq) ⇄ HbCO (aq)

[나]
일정한 온도에서 어떤 가역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반응물의 농도 곱과 생성물의 농도
곱의 비는 항상 일정하다. 화학 평형 상태에서 이 값을 평형 상수(K)라고 하며, 반응물 A와 B가

일산화 질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을 HbNO로 표현하여, 일산화 질소와 헤모글로빈 사이에서

반응하여 생성물 C와 D가 생성되는 반응에서의 평형 상수는 각 물질의 평형 농도로부터 다음과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평형 반응식을 제시하시오. 이러한 평형 반응식을 이용하여 “25 oC,

같이 구할 수 있다.

1 기압에서 일산화 질소에 대한 헤모글로빈의 친화도가 일산화 탄소에 대한 친화도보다


aA + bB ⇄ cC + dD,



C  D 
A B

 



190배 강하다”는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평형 반응식을 기술하고, 그 평형 상수 값에
대해 논술하시오. (10점)

역반응의 평형 상수는 정반응의 평형 상수와 역수 관계가 성립하며, 전체 반응의 평형 상수는 각
단계 반응의 평형 상수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평형 상태에 있는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이나

(2) 25 oC, 1 기압의 평형 상태에서 일산화 탄소의 농도가 일산화 질소의 농도보다 10배 높은

생성물의 농도를 변화시키면 농도의 변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어 새로운

경우, HbNO와 HbCO의 농도의 비가 얼마인지 논술하시오. 이때 일산화 탄소의 농도가

평형에 도달하는데, 이를 평형 이동 법칙이라 한다. 이때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HbCO의 농도의 50배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평형 상태를 HbNO와 HbCO의 농도가 같아지는

평형에서의 평형 상수는 처음 평형에서의 평형 상수와 같다.

평형 상태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측정된 일산화 탄소의 농도를 몇 배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지 논술하시오. (10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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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II-2] 제시문 [다]～[마]를 참조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논제 II-1> (20점)

(1) 삼플루오린화 붕소(BF3)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는 산소 화합물과 쉽게 결합하는 성질을
갖는다. 삼플루오린화 붕소를 루이스 전자점식 구조로 표현하고, 이를 이용하여 붕소가 산소
화합물과 안정한 생성물을 만드는 이유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그리고 삼플루오린화 붕소가
삼염화 붕소(BCl3)보다 산소 화합물에 대한 친화도가 큰 이유를 논술하시오. (10점)

(1) (10점; 3+7점)
일산화 질소와 헤모글로빈의 평형식 ; H b    N O   ⇄ HbN O   (3점)
일산화 질소와 일산화 탄소에 대한 헤모글로빈의 친화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HbCO와

(2) 삼플루오린화 붕소와 메탄올(CH3OH)이 결합하여 화합물을 형성하면, 물질의 구조 및
결합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붕소(B)와 산소(O)를 중심 원자로 하여 논술하시오. (10점)

HbNO 사이에서의 평형 반응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각 기체에 대한 평형 반응식을 이용하면,
H bC O    N O   ⇄ HbN O    C O  

(4점)

H bNO C O 

이에 대한 평형 상수     
H bC O N O 
출제 의도

(3점)

(아래와 같이 역반응의 평형식으로 표현하여도 무방하다.)

논제 II 과학-화학에서는 학생들이 기본적인 화학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응용하는 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논제 II-1에서는 시사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식품첨가제 아질산 나트륨에 대한
역할을 주제로, 고등학교 화학 II 교과서의 “화학 평형”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평형 개념과
평형의 이동에 관한 응용력을 평가하도록 출제하였다. 헤모글로빈의 기체에 대한 반응성의
차이를 평형식으로 이끌어 내고, 동일한 온도에서 평형 상태가 이동하여도 평형 상수 값이
일정한 성질을 이용하여 농도의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을 추론하도록 하였다. 논제 II-2에서는

H bC O N O 

H bNO    C O   ⇄ HbC O    N O   (4점)      (3점)
H bN O C O 


※ 채점시 유의사항
(1) 평형 반응식에서 물질의 상태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한쪽 화살표를 사용한 경우, 1점을 감
점합니다. (3점 배점의 경우 2점을, 4점 배점의 경우 3점의 점수를 줍니다.)
(2) 평형 상수 표현법과 값이 틀린 경우, 평형 상수에 대한 3점을 줄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화학 I 교과서의 “개성 있는 원소”와 “아름다운 분자 세계” 단원에서 다루는
원자의 주기성과 화학 결합, 분자의 구조와 관련된 개념을 출제하였다. 원자들이 왜 전자를
공유하여 결합을 이루고 분자를 형성하는지를 원자의 고유한 성질로부터 그 해답을 찾고, 이를
통해 붕소와 산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결합의 원리를 유추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자들의 전기

(2) (10점; 2+8점)
[CO]/[NO] = 10 이므로, [HbNO]/[HbCO] = 19 (2점)

음성도 차이에 따른 공유 전자쌍의 치우침 현상이 분자의 반응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결합의
변화에 따라 분자의 구조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초기 평형에서 [CO] =  × [HbCO] 로 측정되었으므로, [HbCO] =  라 하면,
[CO] =  , [NO] =  , [HbNO] =  라 할 수 있고,
[CO]를  배 증가시키면 변화한 CO의 농도는  . (2점, 초기 농도 유추)
새로운 평형에서 [HbNO]=[HbCO] 이려면, 각각  만큼 변화하여  가 될 것.

출제 근거

<논제 II-과학-화학 출처>

[HbNO]가 감소한  만큼 [NO]는 증가하여  가 되었을 것이며,

[가] 김희준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상상아카데미, p. 142.

[HbCO]가 증가한  만큼 [CO]는 감소하여   가 되었을 것. (3점, 새로운 평형농도 유추)

박종석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교학사, p. 245.
[나] 권기섭 외(2014), “EBS 수능특강 화학 II”, 한국교육방송공사, p. 117-118, 120.
[다] 박종석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 교학사, p. 102.
[라] 고형석 외(2014), “EBS 수능특강 화학 I”, 한국교육방송공사, p. 102.
[마] 김희준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 상상아카데미, p. 137, 140-141.

H bC O    N O  

초기



변화

 

평형



⇄ H bNO    C O  






 

 

 



 



새로운 평형 상태에서의 평형 상수는 190으로 유지될 것이므로,
    
   
      
     


채점 기준

[논제 Ⅱ] 화학 (40점 만점)

이로부터,     × ,    , 즉 CO의 농도를  배로 증가시켜야 함.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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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또는  배로 증가시켜야 함,  배로 감소시켜야 함.’ 모두 정답.


반응 후; 중심 원자 O 주변에는 한 개의 비공유 전자쌍과 세 개의 공유 전자쌍 존재
삼각뿔형 구조, 결합각 107o (2점, ‘삼각뿔, 107o와 비슷한 구조’도 정답)

※ 채점시 유의사항
(1) 각 화학종의 농도 변화를 논리적으로 유추한 경우, 또는 위와 같이 평형 반응식 아래에 초

구조나 결합각에 대한 전자쌍 반발 원리를 정확하게 기술한 경우; (1점)

기/변화/평형 농도를 알맞게 기술한 경우, 해당 점수를 부여합니다. (농도 변화 유추; 5점,
예시 답안

K로부터  값 도출; 3점)
(2) CO를 x배 추가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변화된 [CO]=     , 새로운 평형에서의 [CO]=
    가 도출되어,    , 즉 ‘  배를 더 추가해야한다’ 라고 기술한 경우,

평형이동 문제에 대한 총 배점 8점 중 4점을 부여합니다.
(3) 정성적으로 화학종의 농도가 감소 또는 증가한다고 설명한 경우는,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논제 II-1]
(1)
일산화 탄소와 헤모글로빈이 결합하는 반응의 평형식을

Hb   CO  ⇄ HbCO  로 표현하

였으므로, 일산화 질소와의 평형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Hb   NO  ⇄ HbNO 

<논제 II-2> (20점)
(1) (10점; 2+6+2점)

일산화 질소와 일산화 탄소에 대한 헤모글로빈의 친화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평형 반응
식에서의 KNO 값이 KCO보다 190배 크다고 표현할 수 있다.

(2점)
(붕소와 플루오린의 공유 결합을 선으로 그려도 무방.

HbNO 

Hb   NO  ⇄ HbNO  ,

NO  
HbNO 

Hb   CO  ⇄ HbCO  ,

CO  

플루오린의 비공유 전자쌍을 그리지 않은 경우, -1점)

중심 원자인 붕소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6개의 전자를 채우고 있으므로 (3점)

HbNO 


N O
HbNO 
HbNO CO 
즉,       
HbCO 
HbCO NO 
C O

산소 또는 질소 화합물과 전자를 공유하여 8개의 전자를 채워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는 옥


HbCO 

텟 규칙을 만족시키려고 할 것이다. (3점, 8개의 전자 또는 옥텟 규칙 중 한 가지만 서술해도
무방.)

HbCO 
HbCO 

이는 HbCO와 HbNO 사이에서의 평형 반응을 의미하므로, 실험 결과를 설명할 평형 반응식은

(위의 설명 없이 ‘붕소가 루이스 산이기 때문에’라고 기술한 경우, 6점 중 2점만 주시기 바
랍니다.)

HbCO   NO  ⇄ HbNO   CO  라 표현할 수 있고,
HbNO CO 

이에 대한 평형 상수는      이다.
HbCO NO 
BF3와 BCl3의 비교에 관한 문제는 고교 교육과정 범위내의 지식과 개념으로 출제하였으나,
제시된 문제의 비교 예가 과학적 사실과 달라 일부 혼란을 야기할 여지가 있어 답안의 작성
유무와 관계없이 기본 점수 2점을 부여하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평형 반응의 반응물과 생성물을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다.
HbCO NO 

HbNO   CO  ⇄ HbCO   NO  ,      )
HbNO CO 


(2)
CO의 농도가 NO에 비해 10배 많은 경우, [CO]/[NO] = 10 이므로, 이에 따른 [HbNO]/[HbCO]의 값은

(2) (10점; 5+5점)
B 중심 원자 (삼플루오린화 붕소); 공유 전자쌍 3개만 존재; 평면 삼각형 구조, 결합각 120o (2점)
반응 후; 중심 원자 B 주변에는 4개의 원자가 결합하게 되며, 4개의 전자쌍 존재
정사면체 구조, 결합각 109.5o (2점, ‘정사면체, 109.5o와 비슷한 구조’도 정답)
구조나 결합각에 대한 전자쌍 반발 원리를 정확하게 기술한 경우; (1점)
O 중심 원자 (메탄올); 비공유 전자쌍 2개와 공유 전자쌍 2개 존재
굽은형 구조, 결합각 104.5o, (2점)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더 크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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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 상수의 식으로부터 19라고 유추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표현한 평형 반응식을 기준으로, [HbNO]와 [HbCO]를 같아지도록 평형을 이동시키려면
HbNO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역반응을 유도해야 하므로, CO의 농도는 증가시켜야 한다.
초기 평형에서

[CO] =  × [HbCO] 로 측정되었으므로, [HbCO] =  라 하면, [CO] =   , [NO] =

 , [HbNO] =  라 할 수 있다.  배로 CO를 증가시키면 [CO]의 농도는  로 변화하게 된다.

새로운 평형에서 [HbNO]와 [HbCO]의 농도가 동일해지기 위해서는 각 농도에서  만큼이 변화하여
 의 농도가 됨을 예상할 수 있다. HbNO가 감소한  만큼 [NO]는 증가하여  의 농도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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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CO가 증가한  만큼 [CO]는 감소하여    로 변화했을 것이다.
HbCO   NO  ⇄ HbNO   CO 

초기









변화

 

 

 

 

평형







  

새로운 평형 상태에서의 평형 상수는 190으로 유지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평형 상수 식을 표현할
수 있다.
HbNO CO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구분
문제
자료

채점기준
답안작성

세부판단기준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HbCO NO 

이로부터,      ×  ,    , 즉 CO의 농도를  배로 증가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1. 제시 예문 분석
제시문 (가)는 화학의 가장 기본적인 화학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장을 화학반응식으로 나타내고 그 화학반응식을 평형상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논제 II-2]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 화학반응에서 친화도가 크다는 의미가 평형상수식에서 어떻게

(1)

표현되는지 이해하는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나)는 화학평형 단원의 평형개념과

삼플루오린화 붕소의 루이스 전자점식 구조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평형이동에 관한 질문이며 평형상수는 온도에 의해서만 변한다는 사실에 대한 제시문이다.

붕소는 가장 바깥 전자껍질에 세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플루오린은 7개의 전자
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각 한 개의 전자를 공유하면서 세 개의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

제시문 (다)는 원소들의 주기성의 전기음성도에 대한 이해와 원자번호와 전기음성도의 변화에

중심 원자인 붕소는 가장 바깥 전자껍질에 6개의 전자를 채우고 있으므로, 옥텟 규칙에 따라 전자를
얻어서 8개의 전자를 채우는 안정한 화합물을 이루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는
산소 화합물과 결합하여 전자 두 개를 얻는 반응을 하는 경향성을 가진다.

내용을 설명하고 화학결합을 이해하기 위해 옥텟규칙이 유용하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제시문

삼플루오린화 붕소(BF3)와 삼염화 붕소(BCl3)의 산소에 대한 친화도 차이는, B-F와 B-Cl 결합의 차이
로 설명할 수 있다. 붕소와 플루오린 사이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붕소와 염소 사이의 것보다 크므로,
공유 전자쌍이 더욱 플루오린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BF3의 붕소 중심 원자
가 더 큰 부분 양전하(δ+)를 띠게 되므로 산소의 공유 전자쌍과 결합하려는 친화도가 더 크다.

언급된 교육과정내의 질문이다.

(2)

내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제시문 (라)는 화학결합에서 배우는 옥텟규칙의 전자배치에 대한
(마)는 분자의 구조 단원에 있는 루이스전자점식에 대한 설명과 공유결합분자의 모양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전자쌍반발원리에 대한 내용이다. 제시문 모두 화학 Ⅰ, 화학 Ⅱ의 교과서에

<논제 II-과학-화학 출처>
[가] 김희준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상상아카데미, p. 142.
박종석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교학사, p. 245.

삼플루오린화 붕소는 루이스 전자점식 구조에서처럼, 비공유 전자쌍은 없고 공유 전자쌍 세 개만 존
재하므로,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면 삼각형 구조를 이루며 120o의 결합각을 이
루고 있다. 메탄올과 반응이 진행되면, 붕소 주변에는 네 개의 원자가 결합하게 되며, 네 개의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게 되고, 109.5o의 결합각을 이루게 될 것
이다.
메탄올(CH3OH)의 산소 주위에는 비공유 전자쌍 두 개와 결합 원자 두 개(C와 H)가 존재하므로 굽은
형 구조를 가진다.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더 크기 때문에, 결합각은 104.5o를
이루게 된다. 붕소와의 반응이 진행되면, 중심 원자 O 주변에는 세 개의 원자가 결합하게 되며 비공
유 전자쌍 한 개가 존재하므로 삼각뿔형을 이루며, 결합각은 107o를 이루게 될 것이다.

[나] 권기섭 외(2014), “EBS 수능특강 화학 II”, 한국교육방송공사, p. 117-118, 120.
[다] 박종석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 교학사, p. 102.
[라] 고형석 외(2014), “EBS 수능특강 화학 I”, 한국교육방송공사, p. 102.
[마] 김희준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 상상아카데미, p. 137, 140-141.
2. 질문 문항 및 출제의도 분석
논제 II-1에서는 고등학교 화학 II 교과서의 “화학 평형”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평형 개념과
평형의 이동에 관한 응용력을 평가하도록 출제하였다. 논제 (1)에서는 헤모글로빈과 일산화
질소의 친화도가 일산화 탄소에 대한 친화도보다 크다는 문장을 화학반응식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면서 평형상수값이 190배 강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논제 (2)에서는 평형상태에서 농도의 변화에 따른 평형이동을 추론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논제 II-2에서는 고등학교 화학 I 교과서의 “개성 있는 원소”와
“아름다운 분자 세계” 단원에서 다루는 화학Ⅰ교과서의 “개성있는 원소”와 “아름다운
분자의 세계”단원의 원자의 주기성과 화학결합, 분자의 구조와 관련된 개념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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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문항정보]

논제 (1)에서는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분자가 되는 이유를 찾고 붕소와 산소사이의
결합의 원리를 유추하도록 하였다. 논제 (2)에서는 삼플루오린 붕소와 메탄올의 구조와

일반정보

결합각에 대한 질문으로 전자쌍반발원리와 분자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자연계열[11.15(오전)] / 문제2
문항번호
고등학교 과목명
화학Ⅰ 화학Ⅱ
출제 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화학 평형 물질변화와 에너지
예상 소요 시간
120분(화학과 수학문제 총시간)

평가하고자 하였다. 두 논제 모두 교육과정내의 내용이며 단순한 내용의 암기보다는
수업시간에 잘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졌는지를 평가 할 수 있는 논제라 볼 수
있다.
3.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 분석
채점기준표는 문항별로 다양한 답이 나왔을 경우에 대비하여 점수의 배점을 차등화 하여 평
가 할 수 있는 세부적 기준을 잘 제시하였다. 화학반응식과 평형상수식을 표시할 때 상태를 표
시하지 않거나 한쪽 화살표를 사용한 경우 감점을 하는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 정확한 평
가가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논제 II-2의 (1)번은

“삼플루오린화 붕소(BF3)와 삼염화 붕소

(BCl3)의 산소에 대한 친화도 차이는, B-F와 B-Cl 결합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붕소와 플루

문항 및 제시문
II.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40점)

오린 사이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붕소와 염소 사이의 것보다 크므로, 공유 전자쌍이 더욱 플루
오린 쪽으로 치우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BF3의 붕소 중심 원자가 BCl3의 붕소 중
심 원자보다 더 큰 부분 양전하(δ+)를 띠게 될 것이므로 BF3가 산소의 공유 전자쌍과 결합하
려는 친화도가 BCl3에 비해 더 크다.”의 논리적 전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의 지식과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시된 문제의 비교 예가 과학적 사실과 달라 혼란
을 일으킬 수 있어, BF3와 BCl3의 비교에 관한 문제는 답안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배정된 점수

[가]
분자 사이의 힘은 화합물이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존재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분자 사이의 힘이 커질수록 더 낮은 엔탈피를 갖는 안정한 상태가 된다. 분산력은 순간 쌍극자와
유발된 순간 쌍극자 사이에 생기는 분자 사이의 힘으로서 전자구름의 치우침(편극성) 때문에
생긴다.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클수록 분자의 크기가 커지고 전자의 수가 많아지므로 분산력이
커진다.

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논제 II-2의 (2)번은 삼플루오린화 붕소는 전자쌍반발을 최소화 하
기 위해 평면삼각형구조를 이루며 붕소주변에 네 개의 원자가 결합하게 되면 109.5o 의 결합각
을 이룬다는 사실을 작성한 학생에게 점수를 부여하였다. 또 메탄올(CH3OH)의 산소 주위에는
비공유 전자쌍 두 개와 결합 원자 두 개(C와 H)가 존재하므로 굽은형 구조를 가진다. 공유 전
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더 크기 때문에, 결합각은 104.5o를 이루게 된다. 붕소
와의 반응이 진행되면, 중심 원자 O 주변에는 세 개의 원자가 결합하게 되며 비공유 전자쌍
한 개가 존재하므로 삼각뿔형을 이루며, 결합각은 107o를 이루게 될 것을 설명할 수 있는지 알
아보고자 하였다. 입체적인 구조를 그리게 하는 경우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각도를 기록하게
하는 노력이 돋보였다.

[나]
우주는 계와 주위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계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자발성을 계의
열역학적 성질로만 설명하기 위하여 자유 에너지(G)를 이용한다. 자유 에너지는 계의 엔탈피(H)와
엔트로피(S)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계   · 계
일정한 온도(  )에서 자유 에너지의 변화는   계  계 이다. 이 식에서 계 는
일정한 압력에서 계에 출입한 열이고, 계 는 반응 전·후 계의 엔트로피 변화 즉 무질서도의

4. 총평
화학의 기본개념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
준의 문제이다. 화학I, 화학II 교과서에 다루는 내용으로 제시문과 논제가 출제 되었으므로 교육
과정에 충실한 평가라고 보여진다. 쉬운 개념을 다루면서 다양한 채점기준을 두어 학생들의 개
념의 이해정도와 논리적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동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돋보
였다.

변화를 나타낸다.   인 반응은 자발적으로,   인 반응은 비자발적으로 일어나며,
   이면 화학 평형 상태를 의미한다.
[다]
물질은 온도와 압력에 따라 상태가 달라진다. 온도와
압력에 따른 물질의 상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상평형 그림이라고 한다. [그림 1]은 이산화 탄소(CO2)의
상평형 그림이다.

[그림 1] CO2의 상평형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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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부분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 반응은 1차 반응이며, 1차 반응의 반감기(반응물의 초기
농도가 절반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는 초기 농도와 무관하게 일정하다. 지구 대기 중에 존재하는
탄소의 방사성 동위 원소 14C는 우주선(cosmic radiation)에 의해 끊임없이 생성되고 다른 한편
붕괴되어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한다. 지구상의 살아 있는 동식물은 대기와의 탄소 순환 과정에
의하여 체내의 14C의 존재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죽은 동식물에서는 이러한 순환 과정이
정지되어 14C의 농도가 반감기에 따라 감소하게 되고, 14C의 존재비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
탄소 화합물의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한 연대 측정은 고고학이나 고대 지질학 연구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마]
지구 대기 상층부의 방사성 동위 원소인 탄소(14C)의 존재비 14C/C와, 크립톤(81Kr)의 존재비
81
Kr/Kr는 각각 1×10−12과 5×10-13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14C의 반감기는 5,700년이고,
81
Kr의 반감기는 230,000년이다.
[바]
풀러렌(C60)은 축구공 모양을 가진 탄소의 동소체로서, 기화된 탄소 원자들이 재결합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진공 상태에서 높은 에너지의 레이저로 흑연을 기화시키거나, 헬륨과
같은 비활성 기체로 채워진 용기 안에서 흑연 전극 사이에 아크 방전을 일으키면 기화된 탄소
원자들을 만들 수 있다.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들 중 탄소는 수소, 헬륨 다음으로 많은 성간
물질이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풀러렌은 성간 공간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탄소의 동소체들 중의
하나로서, 별에서 방출된 탄소 원자들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달의 암석이나
운석에서도 발견된다. 풀러렌의 내부 공간에 비활성 기체가 포함된 것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
기체들은 [그림 2]와 같이 풀러렌의 생성 과정에서 유입되거나, [그림 3]과 같이 높은 온도에서
풀러렌에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구멍을 통해서 유입되기도 한다.

어는점을 표시하시오. 또한 두 기체 사이의 끓는점의 차이와 어는점의 차이를 비교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0점)
(2) 아르곤이 채워진 용기 안에서 흑연 전극에 아크 방전을 일으켜 풀러렌을 만들 때, 내부에
아르곤이 포함된 풀러렌은 [그림 2]의 과정을 거쳐서 생성되고 그 양은 만들어진 전체
풀러렌의 0.001% 미만이다. 아르곤과 풀러렌 사이의 분자간 힘이 작지 않음에도, 아르곤이
포함된 풀러렌이 포함되지 않은 풀러렌보다 더 많이 생성되지 않는 이유를 엔탈피
변화( ), 엔트로피 변화( ), 자유 에너지 변화( )를 사용하여 논술하시오. (10점)
(3) 헬륨(4He)이 채워진 용기에 풀러렌을 넣고 밀폐한 후 600℃로 5시간 가열하였더니 [그림 3]의
과정을 거쳐 내부에 헬륨 원자 1개가 포함된 풀러렌이 0.1% 만들어졌다. 비활성 기체인
네온(20Ne), 크립톤(84Kr), 제논(131Xe)을 사용하여 동일한 실험을 반복하였더니 내부에 기체
원자 1개가 포함된 풀러렌이 각각 0.2%, 0.3%, 0.01%가 만들어졌다. 비활성 기체의 종류에
따른 생성물의 양이 Xe << He < Ne < Kr과 같이 되는 이유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8점)
(4) 호주의 앨버타에서 발견된 운석에서 크립톤이 내부에 포함된 풀러렌이 발견되었다. 운석이
지구의 대기를 통과할 때 높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풀러렌에 크립톤이 유입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림 2]와 [그림 3]의 두 가지 과정이 모두 가능하다. 풀러렌 내부에 있는
크립톤의 방사성 동위 원소의 존재비(81Kr/Kr)는 2.5×10-13이고, 운석이 지구의 대기를 통과할
때 크립톤이 유입된 것이라면, 이 운석이 지구에 떨어진 시기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또한,
크립톤을 포함한 풀러렌 탄소의 방사성 동위 원소의 존재비(14C/C)가 1×10-27일 때, [그림
2]와 [그림 3] 중 크립톤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풀러렌에 유입되었을지 논술하시오. (단, 210 =
103으로 계산한다.) (12점)

출제 의도

화학 논제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기본 개념 이해도와 기본 개념의 상호 연관성 및 응용력
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 (1)에서는 화학 II의 ‘다양한 물질의 모습’ 단원에서 다루는 분자 사이의 힘을 이해하
고 이것을 화학 II의 ‘화학평형’ 단원에서 다루는 물질의 상태 변화와 연관 지어 사고할 수 있
[그림 2] 풀러렌 생성 중 기체가 유입되는 과정

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문제 (2)에서는 분자 사이의 힘이 화학 II의 ‘물질 변화와 에너지’ 단원에서 다루는 엔탈피
의 변화와 연관 지어 사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엔트로피가 화학 반응의 자발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문제 (3)에서는 분자 사이의 힘이 달라지는 원인을 이해하고 화학 II의 ‘화학평형’에서 다루
는 평형 상수의 크기에 적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림 3] 풀러렌의 구멍을 통하여 기체가 유입되는 과정

문제 (4)에서는 화학 I의 ‘개성 있는 원소’에서 다루는 방사성 동위 원소와 화학 II의 ‘화
학 반응 속도’에서 배운 반응 차수와 반감기의 개념을 연대 측정에 응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논제 II] 제시문 [가]∼[바]를 참조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네온(20Ne)의 삼중점은 25 K, 0.43 atm, 아르곤(40Ar)의 삼중점은 83 K, 0.68 atm에서 나타난다.
네온과 아르곤의 상평형 그림을 한 개의 그림 안에 나타내고, 1기압에서 두 기체의 끓는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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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되는 반응식을 쓰면 다음과 같다.

출제 근거

반응 1) 탄소 원자들 + 아르곤 → 풀러렌 + 아르곤

<제시문 출처>
[가] 박종석외(2013), 『고등학교 화학II』, 교학사, p. 18.
김희준외(2013), 『고등학교 화학II』, 상상아카데미, p. 18.
[나] 노태희외(2013), 『고등학교 화학II』, 천재교육, p. 118.
[다] 노태희외(2013), 『고등학교 화학II』, 천재교육, p. 150.
[라] 류해일외(2013), 『고등학교 화학II』, 비상교육, p. 230.
노태희외(2013), 『고등학교 화학II』, 천재교육, p. 219.
[마] 노태희외(2013), 『고등학교 화학II』, 천재교육, p. 221.
[바] 김희준외(2013), 『고등학교 과학』, 상상아카데미, p 239.
노태희외(2013), 『고등학교 화학I』, 천재교육, p. 126.

반응 2) 탄소 원자들 + 아르곤 → 아르곤@풀러렌
<2점> 아르곤과 풀러렌 사이의 분산력으로 인하여 반응 2의 엔탈피가 반응 1보다 작아진다.
따라서 엔탈피 측면에서 반응 2가 더 우세하다. 즉, ΔH(반응 2) < ΔH(반응 1).
<4점> 아르곤이 풀러렌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반응
2는 엔트로피 측면에서 반응 1보다 불리하다. 즉, ΔS(반응 2) < ΔS(반응 1).
<4점> 생성물의 양은 자유 에너지의 차이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ΔG = ΔH - TΔS의 식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엔트로피가 자유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높은
온도에서는 반응 1의 자유 에너지가 반응 2보다 작아져서, 반응 1이 우세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아르곤@풀러렌의 생성의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채점 기준

[논제 Ⅱ] 화학 (40점 만점, 백지 답안 0점)

(3) (8점 만점)

(1) (10점 만점)

<4점> 비활성 기체의 원자량(분자량)이 커질수록 기체와 풀러렌 사이의 분산력이 커진다.
따라서 풀러렌과 비활성 기체 사이의 분산력은 He < Ne < Kr < Xe 의 순서로 커질 것이다.
따라서 He, Ne, Kr 이 포함된 풀러렌이 각각 0.1%, 0.2%, 0.3% (또는 1:2:3의 비율로, 또는 He
< Ne < Kr 순서로) 생성되는 것은 분산력의 차이 때문이다.
<4점> 풀러렌과 Xe의 분산력이 가장 클 것이라 예산됨에도 불구하고 Xe이 풀러렌에 거의
도입되지 않는 이유는, Xe의 크기가 풀러렌 내부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이다.

(4) (12점 만점)
<2점> 지구 대기의 방사성 동위원소 크립톤의 존재비가 일정하므로 초기(t = 0)의
-13

-13

존재비는 5×10 이다. 현재의 존재비는 2.5×10
<6점> 상평형도에 끓는점과 어는점을 옳게 표시해야함.
상평형 선이 엇갈린 경우 0점. 끓는점 또는 어는점 어느 하나라도 틀리게 표시되었거나
표시 안 된 경우 -3점.

<2점> 아르곤이 네온보다 분산력이 커서 액체가 기화되기 어려워 끓는점이 높아지고, 같은
이유로 고체가 액화되기 어려워지므로 어는점(녹는점)이 높아진다. (분산력과 끓는점/어는점의

Kr/Kr의

81

Kr/Kr의 존재비는 초기 존재비의

반이다. 따라서 반감기가 1번 지나갔으므로 230,000년 전에 운석이 떨어졌다.
<5점> 풀러렌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크립톤이 도입되었다면 풀러렌의 방사성 동위원소
존재비

<2점> 아르곤의 분자량이 네온보다 크기 때문에 아르곤의 분산력이 네온보다 크다.

이므로

81

14

C/C는 230,000년 동안 감소하였을 것이고 이 기간 동안

14

C의

14

C의 반감기는 230,000/5,700

≈ 40번 지나갔다. (2점)
따라서 이 기간 동안

14

C/C 존재비는 240 = 210·210·210·210 = 103·103·103·103 = 1012 배

감소하였을 것이다. 크립톤을 포함한 풀러렌의 현재

관계를 이해하면 만점)

전의 이 값은 (1×10 )×10

(2) (10점 만점)

230,000 년 전의

-27

12

= 1×10

-15

14

C/C 존재비는 1×10-27 이므로 230,000년

이다. (3점)

<5점> 운석이 대기 중을 통과할 때, 대기 중의 탄소 원자로부터 이 풀러렌이 만들어졌다면,
아르곤이 내부에 포함된 풀러렌을 아르곤@풀러렌으로 표시하고, 풀러렌과 아르곤@풀러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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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10

14

C/C 존재비는 1×10-12 이어야 한다. 하지만 계산된 풀러렌의

로서 1×10

-12

보다 작다.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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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C 존재비는

따라서 운석의 풀러렌은 230,000 년 전에 대기 중에 존재하는 탄소 원자들로 만들어진 것이

예시 답안

아니다. 그러므로 크립톤은 운석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풀러렌에 도입된 것이므로 그림 3과
[논제 II]

같은 경로를 통하여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2점)

(1) 네온과 아르곤의 상평형 그림은 다음과 같다.
※ 채점시 유의사항: 이 문제의 핵심은 풀러렌이 지구 대기 중의 탄소를 사용하여
만들어졌는지를 연대 측정을 통하여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4

C/C의

초기값으로 대기 중의 값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의 답을 미리 전제하고 푸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가) 풀러렌의 연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대기 중의
-27

-12

사용하면 1×10 /1×10

-15

= 1×10

3 5

14

C/C의 존재비를 초기값(t = 0)으로

10 5

= 1/(10 ) = 1/(2 ) = (1/2)50가 된다. 이 결과는

14

C의

반감기가 50번 지나간 것으로 풀러렌의 연대는 5,700×50 = 285,000년이 된다. 따라서 285,000
≠ 230,000 이므로 [그림 3]의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 졌다. (풀러렌이 어떤

14

C/C의 존재비를

갖는 탄소로부터 만들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풀러렌의 생성 연대가 285,000년 이라는 것이
옳다는 증거가 없음.) -오답임.

아르곤의 분자량이 네온보다 크기 때문에 아르곤의 분산력이 네온보다 크다.
따라서 아르곤이 네온보다 분자간의 힘이 커서 액체가 기화되기 어려워 끓는점이

(나) 풀러렌이 지구 대기 중의 탄소로 만들어 졌다고 가정하면, 위의 풀이 과정을 거쳐

높아지고, 같은 이유로 고체가 액화되기 어려워지므로 어는점(녹는점)이 높아진다.

풀러렌의 생성연대가 285,000년을 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85,000 ≠ 230,000 이므로
풀러렌의 생성연대와 운석이 떨어진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풀러렌이 지구 대기 중의
탄소로 만들어 졌다는 가정이 틀린 것 이므로 [그림 3]의 과정이 정답이다. ([그림 2]의 과정이

(2)

아르곤이

내부에

포함된

풀러렌을

아르곤@풀러렌으로

표시하고,

풀러렌과

아르곤@풀러렌이 생성되는 반응식을 쓰면 다음과 같다.

옳다는 전제 하에 연대를 계산했는데 그 결과가 실험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전제 조건이

반응 1) 탄소 원자들 + 아르곤 → 풀러렌 + 아르곤

틀렸고, 따라서 [그림 3]의 과정이 옳다) -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음.

반응 2) 탄소 원자들 + 아르곤 → 아르곤@풀러렌
아르곤과 풀러렌 사이의 분산력으로 인하여 반응 2의 엔탈피가 반응 1보다 작아진다.

(다) 위의 (나)와 동일한 전제 하에 운석이 지구에 떨어진 230,000년 후의 풀러렌 탄소의
= 1×10-24 이다. 그러나 이 값은 측정된

14

C/C

14

C/C = 1×10-27보다 크다. 따라서 (나)와 마찬가지로

풀러렌이 지구 대기 중의 탄소로 만들어 졌다는 가정이 틀린 것 이므로 [그림 3]의 과정이
정답이다. -(나)와 동일한 이유로 정답으로 인정 할 수 있음.

따라서 엔탈피측면에서 반응 2가 더 우세하다. 즉, ΔH(반응 2) < ΔH(반응 1).
하지만 아르곤이 풀러렌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반응 2는 엔트로피 측면에서 반응 1보다 불리하다. 즉, ΔS(반응 2) < ΔS(반응 1).
생성물의 양은 자유 에너지의 차이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ΔG = ΔH - TΔS의 식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엔트로피가 자유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높은
온도에서는 반응 1의 자유 에너지가 반응 2보다 작아져서, 반응 1이 우세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아르곤@풀러렌이 거의 생성되지 않는다.

(3) 비활성 기체의 원자량(분자량)이 커질수록 기체와 풀러렌 사이의 분산력이 커진다.
따라서 풀러렌과 비활성 기체 사이의 분산력은 He < Ne < Ar < Kr < Xe 의 순서로 커질
것이다. He, Ne, Kr 이 포함된 풀러렌이 각각 0.1%, 0.2%, 0.3% (또는 1:2:3의 비율로, 또는 He
< Ne < Kr 순서로) 생성되는 것은 분산력의 차이 때문이다.
풀러렌과 제논(Xe)의 분산력이 가장 클 것이라 예상됨에도 제논이 풀러렌에 거의

- 126 -

- 127 -

유입되지 않는 이유는, Xe의 크기가 풀러렌 내부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4) 지구 대기의 방사성 동위 원소 크립톤의 존재비가 일정하므로 초기(t = 0)의
-13

-13

존재비는 5×10 이다. 현재의 존재비는 2.5×10 이므로

81

Kr/Kr의

81

Kr/Kr의 존재비는 초기 존재비의

반이다. 따라서 반감기가 1번 지나갔으므로 230,000년 전에 운석이 떨어졌다.
풀러렌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크립톤이 도입되었다면 풀러렌의 방사성 동위 원소
존재비

14

C/C는 230,000년 동안 감소하였을 것이고 이 기간 동안

≈ 40번 지나갔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3

3

3

3

10 ·10 ·10 ·10

14

C의

14

C의 반감기는 230,000/5,700

구분
문제
자료

채점기준
답안작성

세부판단기준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14

C/C 존재비는 240 = 210·210·210·210 =

12

= 10 배 감소하였을 것이다. 크립톤을 포함한 풀러렌의 현재

-27

-27

존재비는 1×10 이므로 230,000년 전의 이 값은 (1×10 )×10

12

14

C/C

-15

= 1×10 이다.

14

C/C 존재비는 1×10-12이어야 한다. 하지만 계산된 풀러렌의

1. 제시 예문 분석
논제 II의 과학-화학의 제시문 (가)는 분산력, (나)는 반응의 자발성 단원의 깁스자유에너지,

운석이 대기 중을 통과할 때 대기 중의 탄소 원자로부터 풀러렌이 만들어졌다면,
230,000년 전의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14

(다)는 기체와 액체의 상변화 중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라)는 반응물질의 농도와 반응속도에

C/C 존재비는

관한 내용으로 반감기의 개념을 통한 탄소화합물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대측정에

1×10-15으로서 1×10-12 보다 작다. 따라서 운석의 풀러렌은 대기 중의 탄소 원자들로

관한 제시문이다. (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 (바)는 분자의 세계에서 분자의 구조 대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크립톤은 운석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풀러렌에 도입된

설명과 더 나아가 플러렌에 기체가 유입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모든 제시문이 화학 I, 화학

것이므로 [그림 3]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II 전 범위의 내용이며 문제해결에 필요한 핵심적이고 제한적인 제시문을 통해 수험생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논제 II-과학-화학 출처>
[가] 박종석외(2013), 『고등학교 화학II』, 교학사, p. 18.
김희준외(2013), 『고등학교 화학II』, 상상아카데미, p. 18.
[나] 노태희외(2013), 『고등학교 화학II』, 천재교육, p. 118.
[다] 노태희외(2013), 『고등학교 화학II』, 천재교육, p. 150.
[라] 류해일외(2013), 『고등학교 화학II』, 비상교육, p. 230.
노태희외(2013), 『고등학교 화학II』, 천재교육, p. 219.
[마] 노태희외(2013), 『고등학교 화학II』, 천재교육, p. 221.
[바] 김희준외(2013), 『고등학교 과학』, 상상아카데미, p 239.
노태희외(2013), 『고등학교 화학I』, 천재교육, p. 126.
2. 질문 문항 및 출제의도 분석
논제 II의 과학-화학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기본 개념 이해도와 기본 개념의 상호 연관성
및 응용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1)에서는

화학 II의 ‘다양한 물질의 모습’ 단원에서

다루는 분자 사이의 힘을 이해하고 이것을 화학 II의 ‘화학평형’ 단원에서 다루는 물질의
상태 변화와 연관 지어 사고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네온과 아르곤의 상평형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지와 두 기체의 끓는점과 어는점의 차이를 비교하고 그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 하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2)에서는 분자 사이의 힘이 화학 II의 ‘물질 변화와 에너지’
단원에서 다루는 엔탈피의 변화와 연관 지어 사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엔트로피가 화학
반응의 자발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르곤과 플러렌의
분자사이의 힘이 작지 않음에도 아르곤이 포함된 플러렌이 포함되지 않은 플러렌보다 더 많이
생성되지 않는 이유를 엔탈피변화(△H), 엔트로피 변화(△S), 자유 에너지 변화(△G)로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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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문항정보]

질문은 교과서에 언급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개념보다 복합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며
상위권 학생을 변별하기 위한 문제로 보여진다. (3)에서는 분자 사이의 힘이 달라지는 원인을

일반정보

이해하고 풀러렌과 비활성기체 사이의 분산력을 비교하고 그 결과 He, Ne, Kr의 순으로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의학계열[11.14(오전)] / 문제2
문항번호
고등학교 과목명
화학Ⅰ 화학Ⅱ
출제 범위
닮은꼴
화학
반응,
물질 변화 및 화학 반응과
핵심개념 및 용어
에너지, 화학 평형
예상 소요 시간
120분(화학과 수학문제 총시간)

분산력이 커져서 Kr이 포함된 풀러렌이 He이 포함된 풀러렌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설명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분산력이 더 큰 Xe이 풀러렌이 포함 되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4)에서는

화학 I의 ‘개성 있는 원소’에서 다루는 방사성 동위 원소와 화학 II의 ‘화학

반응 속도’에서 배운 반응 차수와 반감기의 개념을 연대 측정에 응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3.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 분석
논제 II의 (1)은 네온과 아르곤의 상평형그림을 그려 끓는점과 어는점을 표시하고 분산력의

문항 및 제시문

차이가 끓는점과 어는점의 차이가 되는 것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였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물과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그림을 이해 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II.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40점)

문제이다. (2)는 아르곤과 플러렌이 따로 존재 할 때와 풀러렌 내부에 아르곤을 포함 한 경우
의 엔탈피와 엔드로피의 값을 이용한 깁스 자유에너지계산을 통해 아르곤을 포함한 풀러렌이
생기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였다. 엔탈피로 설명하는 과정(2점), 엔트로피로 설
명하는 과정(4점), 깁스 자유에너지로 설명하는 과정(4점)으로 모든 과정의 설명이 잘 되는 경
우를 모범 답안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정했다. (3)은 비활성 기체의 분산력을 이
해하고 있는지 평가하였고(4점) 분자의 크기를 통해 풀러렌에 비활성기체가 유입되는 비율을
설명할 수 있는지 또 분자 크기가 큰 Xe이 풀러렌에 유입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
(4점)에게 좋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4)는 화학 Ⅰ에서 다루는 방사성 동위원소와 화학 II 의 반
응속도 단원에서 언급 되는 반응차수와 반감기의 개념을 연대 측정에 응용 할 수 있는지를 평
가하였다. 또 크립톤을 포함한 풀러렌 탄소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존재비로 크립톤은 원래 존재
하는 풀러렌에 유입 된 것이라는 것을 판단 할 수 있는 지와 그림 3과 연관이 있음을 설명하
게 하였다. 채점 기준표는 문항별로 다양한 답이 나왔을 경우에 대비하여 점수의 배점을 차등
화 하여 평가 할 수 있는 세부적 기준을 잘 제시하였다.
4. 총평
교과서에 언급되는 쉬운 개념을 제시문으로 주고 학생들이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응용하
는 능력을 가진 것인 지를 판단하기에 적합한 제시문과 논제로 구성 된 문제이다. 상평형 그림
을 통해 물질의 상태변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와 엔탈피와 엔트로피를 포함한 깁스 자유에너
지 계산 및 분산력에 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활용한
연대 측정을 통해 학생들이 화학의 개념을 응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면서 채점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세분화하여 최대한 동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화학 I, 화학 II 교과서에 다루는
내용으로 제시문과 논제가 출제 되었으므로 교육과정에 충실한 평가라고 보여진다.

[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물질의 성질이나 상태가 달라진다. 이는 반응하는 물질, 즉 반응물의
원자간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어 다른 물질, 즉 생성물이 만들어지면서 물질의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원소 기호를 이용하여 복잡한 화합물을 화학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내듯이, 화학식을 이용하여 화학적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화학 반응식이라고 한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반응 전후 원자는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으며, 반응 물질의 원자 수
총합과 생성 물질의 원자 수 총합이 같은 것을 이용하여 화학 반응식을 나타낼 수 있다. 화학
반응식은 왼쪽에는 반응물질을, 오른쪽에는 생성물질을 화학식으로 표시하고 화살표로 연결한다.
[나]
아레니우스는 1884년에 용액 속 이온의 존재를 연구하여 물에 녹았을 때 수소 이온(H+)을
내놓는 물질을 산으로, 수산화 이온(OH-)을 내놓는 물질을 염기로 정의하였다.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는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반응에만 적용할 수 있다. 1923년에 덴마크의 과학자
브뢴스테드와 영국의 과학자 로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장된 산-염기 정의를
각각 제안하였다. 다른 물질에게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 다른 물질로부터 수소 이온을
받아들이는 물질을 염기라고 브뢴스테드와 로우리는 정의하였다.
[다]
우리는 속이 쓰릴 때 수산화 마그네슘 성분의 제산제를 먹는다. 위에서 분비되는 위액이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 염기성인 제산제를 먹으면 속 쓰림이 완화되고 편안해지는 것이다. 이는
산성을 띠는 위산과 염기성을 띠는 제산제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면서 각각의 성질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산과 염기를 반응시키면 산과 염기의 성질이 사라지는데, 이것은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물과 염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때 물은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의 결합으로 생성된다. 또한 염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하여 생성되는 물질을 말한다.
[라]
물 분자는 산과 염기의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는 양쪽성 물질이고, 순수한 물은 물 분자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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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수소 이온을 주고받아 이온화하는데, 이것을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하며, 이 반응의 평형
상수(K)와 물의 이온곱 상수(Kw)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K w = [H3O+] [OH-]

K =

[H3O+] [OH-]

ΔG = ΔH - TΔS

,

[H2O]2

ΔG의 값이 음이면 자유 에너지가 감소되고 화학 반응의 과정이 자발적인 것을 의미한다. ΔG의
값이 양이면 자유 에너지가 증가되고 화학 반응의 과정이 비자발적인 것을 의미한다.

25 oC에서의 Kw는 1 × 10-14 (mol2 L-2)이다.

[논제 II-1] 제시문 [나]∼[바]를 참조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염기인 암모니아의 이온화 상수(Kb)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마]
암모니아(NH3)는 수용액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이온화 평형을 이룬다.

[NH4+] [OH-]

NH3 (aq) + H3O+ (aq)
NH4+ (aq) + H2O (l)
그리고 이를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나타내기도 한다.
O+

H3

NH3

Kb =

[NH3]
염기인 암모니아의 이온화 상수 Kb가 25 oC에서 2 × 10-5이라고 한다면, 같은 온도에서 암모늄
이온(NH4+)의 이온화 상수(Ka)는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그리고 25 oC에서 암모니아의 농도와
암모늄 이온(NH4+)의 농도가 같을 때, pH는 얼마인지 논술하시오. (단, log102 = 0.301) (6점)

NH4+

이 반응에서 H3O+은 NH3에 H+을 주었으므로 산이고, NH3는 H+을 받았으므로 염기이다.
역반응으로 보면 NH4+은 H2O에 H+을 주었으므로 산이고, H2O은 H+을 받았으므로 염기이다. 이때,
산 NH4+의 이온화 상수(Ka)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H3O+] [NH3]

Ka =

[NH4+]

[바]
약산이나 약염기는 수용액에서 일부만 이온화하여 평형을 이룬다. 예를 들어,
에틸렌다이아민(H2NCH2CH2NH2)은 수용액 상태에서 아래 그림과 같은 이온화 평형을 이룬다.
NH 2

H 3O+

H 2N

NH 3+

H 3O+

NH 3+
+H

H 2N

3N

이때, 에틸렌다이아민을 L로 표시한다면, L의 짝산 형태는 LH+ 와 LH22+ 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산 LH+의 이온화 상수(Ka1)와 산 LH22+의 이온화 상수(Ka2)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O+]

K a1 =

[H3

+

조합해서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깁스는 반응의 자발성을 예측하기 위해
깁스 자유 에너지 또는 자유 에너지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자유 에너지는 G로
표시한다. 어떤 과정에 대한 자유 에너지의 변화량(ΔG)은 경로와 무관하다. 일정한 온도 T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자유 에너지 변화는 다음과 같다.

+

[L]

[LH ]

, K a2 =

[논제 II-2] 제시문 [가]~[다]와 [사], [아]를 참조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이산화 탄소(CO2)는 대표적인 온실 가스로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된다. 화력 발전소와
제철소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 탄소를 포집하기 위한 공정 중 일부는 아민(amine) 수용액을
이용한다.
(1) 이산화 탄소가 트라이에틸아민((CH3CH2)3N) 수용액에 포집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두
가지 반응들을 화학 평형 반응식으로 나타내시오. (6점)
(2) 이산화 탄소의 포집이 일어나는 계의 엔트로피 변화량(ΔS)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8점)

+

[H3O ] [LH ]
[LH22+]

[사]
액체나 고체와 달리 기체에서는 분자들이 멀리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와 낮은 압력에서는 분자 간 상호 작용과 분자의 크기를 무시할 수 있다. 기체의 용해도는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감소한다. 기체는 분자 간 인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지만,
기체가 용매에 용해될 때는 용매와 기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 안정되므로 열을
방출한다.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 과정의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므로 용해도가
감소한다.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뿐만 아니라 압력에 따라서도 변한다.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용매에 용해되는 기체의 질량은 그 기체의 부분 압력에 비례하는데, 이것을 헨리 법칙이라고
한다.
[아]
반응의 자발성 결정에 엔탈피(H)와 엔트로피(S) 효과가 모두 관계된다면 엔탈피와 엔트로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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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틸렌다이아민(L)이 수용액에서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수용액에는 L, LH+, LH22+의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이때, 초기(또는 전체) 에틸렌다이아민에 대한 LH+의 농도비를 H3O+의
농도와 Ka1 및 Ka2를 이용한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관계식을 유도하시오. (14점)

(3) 온도 298 K에서 트라이에틸아민 수용액을 이용한 이산화 탄소의 포집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엔탈피 변화량(ΔH)의 조건을 [논제 II-2] (2)의 결과를 고려하여 계의 엔트로피
변화량(ΔS)을 이용해 논술하시오. 그리고 엔탈피 변화량(ΔH)이 -100 kJ mol-1이라고 한다면,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온도 조건을 엔트로피 변화량(ΔS)을 이용하여 논술하시오.
(6점)

출제 의도

2016학년도 경희대학교 의학계 논술고사는 자연계 고교 교과과목의 기본 개념들에 대한
이해도와 응용력에 바탕을 두고, 통합적 사고의 틀 안에서 학생들의 이해 능력,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 해석력, 그리고 논리적 설명 능력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다. 또한
각 제시문과 논제는 교과 과정을 충실히 따른 학생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과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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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문제로 구성하였다.
논제 II의 과학-화학에서는 고등학교 화학 I의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화학 반응을 표현하는

(1)

화학 반응식과 닮음꼴 화학 반응(산과 염기의 정의와 중화 반응) 등의 기본 개념과 이를

Ka × Kb = Kw(또는 Ka × Kb =[H3O+][OH-] = 10-14)이므로 (2점),

화학 II의 교과 과정에서 연계 심화시킨 기체의 성질, 물질 변화 및 화학 반응과

암모늄 이온(NH4+)의 이온화 상수(Ka)는 5 × 10-10이다. (1점)

에너지(엔탈피, 엔트로피, 자유 에너지), 화학 평형(평형 상태에 있는 물질의 농도 관계, 평형

암모니아의 농도와 암모늄 이온(NH4+)의 농도가 같을 때 H3O+의 농도는 암모늄 이온(NH4+)의

상수, 용해 평형과 에너지, 짝산과 짝염기, 산과 염기의 세기) 등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의

이온화 상수(Ka)와 같으므로, 5 × 10-10이다 (1점).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종합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각 영역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 유무보다는 통합적인 사고 및 활용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출제 근거

그리고, pH와 H3O+의 농도의 관계는 pH = -log10([H3O+])이므로 (1점),
25oC에서 암모니아의 농도와 암모늄 이온(NH4+)의 농도가 같을 때의 pH는 9.301이다 (1점).

(2)

[화학]

에틸렌다이아민(L)이 수용액에서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수용액에는 L, LH+, LH22+의 세 가지 형

[가] 류해일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 비상교육, p. 42.

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초기(또는 전체) 에틸렌다이아민의 농도는 [L], [LH+], [LH22+]

김희준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 (주)상상아카데미, p. 47.
노태희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 천재교육, p. 41.
박종석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 (주)교학사, p. 38.
[나] 김희준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 (주)상상아카데미, p. 191.
노태희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 천재교육, p. 216.
[다] 류해일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 비상교육, p. 220.

의 합이다(또는 초기(또는 전체) 에틸렌다이아민의 농도는 [L], [LH+], [LH22+]의 합이다) (2점).
따라서, 초기(또는 전체) 에틸렌다이아민에 대한 LH+의 농도비는 [LH+]/([L]+[LH+]+[LH22+])이다
(3점).
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초기(또는 전체) 에틸렌다이아민에 대한 LH+의 농도비를, H3O+의
농도와 Ka1, Ka2를 이용한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박종석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 (주)교학사, p. 240.
[라] 김희준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주)상상아카데미, p. 171.
[마] 류해일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비상교육, p. 167.
김희준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주)상상아카데미, p. 165.
[바] 류해일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비상교육, p. 167.
김희준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주)상상아카데미, p. 167.
[사] 류해일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비상교육, p. 157.
김희준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주)상상아카데미, p. 23.
노태희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천재교육, p. 155.
[아] 류해일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비상교육, p. 109.
김희준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주)상상아카데미, p. 109.
노태희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천재교육, p. 118.
박종석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주)교학사, p. 115.

채점 기준

[논제 Ⅱ] 화학 (40점 만점, 백지 답안 0점)

[논제 II-1] (총20점 = 6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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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S ≈ 0) (1점).
따라서 이산화 탄소의 포집이 일어나는 계의 엔트로피는 감소(ΔS < 0)한다 (2점).

(3) 이 반응이 자발적이 되기 위해서는 ΔG의 값이 음이어야 하므로 (1점),

ΔG = ΔH - TΔS < 0 (1점)
ΔH < TΔS (1점) 이어야 하고,
298 K에서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엔탈피 변화량의 조건은
ΔH < (298 K) × ΔS (1점)이다.

전체 반응의 엔트로피는 감소(ΔS < 0)하므로,

   (1점) 이어야 하고,

엔탈피 변화량(ΔH)이 -100 kJ mol-1이라면,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온도 조건은
    
   (1점)이다.


비고) 4점이 배정된, 박스 안의 4 가지 관계식 모두 정답으로 인정.
[논제 II-2] (총20점 = 6 + 8 + 6)
(1) 트라이에틸아민((CH3CH2)3N) 수용액으로 이산화 탄소(CO2)를 포집하면, 우선 이산화 탄소가
물에 용해되어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
CO2(g) + H2O(l) ⇄ H2CO3(aq) (2점)

예시 답안

논제 II-1

비고) 화학 반응식의 화살표가 평형 반응을 나타내는 “⇄”으로 표시가 되지 않으면 1점 감점.
(1)
생성된 탄산(H2CO3(aq))은 산으로 작용 (1점)하고, 수용액에 녹아 있는

Kw = Ka × Kb이므로 암모늄 이온(NH4+)의 이온화 상수(Ka)는 5 × 10-10이다.

트라이에틸아민은 염기로 작용 (1점)해 다음과 같은 산-염기 반응이 일어난다.
(CH3CH2)3N(aq) + H2CO3(aq) ⇄ (CH3CH2)3N+H(aq) + HCO3-(aq) (2점)
비고) 화학 반응식의 화살표가 평형 반응을 나타내는 “⇄”으로 표시가 되지 않으면 1점 감점.

암모니아의 농도와 암모늄 이온(NH4+)의 농도가 같을 때 H3O+의 농도는 암모늄 이온(NH4+)의
이온화 상수(Ka)와 같으므로, 5 × 10-10이다. 그리고, pH와 H3O+의 농도의 관계는 pH =
-log10([H3O+])이므로, 25 oC에서 암모니아의 농도와 암모늄 이온(NH4+)의 농도가 같을 때의 pH
는 9.301이다.

(2) 이산화 탄소가 물에 용해되는 반응은 무질서도가 높은 기체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무질서도가 낮은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된다 (1점). 또한 무질서도가 높은 기체의 개수가 정반응

(2)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면 감소하게 된다 (1점). 따라서 이산화 탄소가 물에 녹는 반응은

에틸렌다이아민(L)이 수용액에서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수용액에는 L, LH+, LH22+의 세 가지

엔트로피(S)가 감소하는 반응이다 (1점).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초기(또는 전체) 에틸렌다이아민의 농도는 [L], [LH+],

트라이에틸아민과 탄산의 산-염기 반응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상태 변화가 없고 (1점) 분자

[LH22+]의 합이다(또는 초기 에틸렌다이아민의 농도는 [L], [LH+], [LH22+]의 합이다).

수의 변화도 없어 (1점) 엔트로피(S)의 변화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또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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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초기 에틸렌다이아민에 대한 LH+의 농도비는 [LH+]/([L]+[LH+]+[LH22+])이다. 이를 아래
와 같이 정리해서, 초기(또는 전체) 에틸렌다이아민에 대한 LH+의 농도비를, H3O+의 농도와

(1) 트라이에틸아민((CH3CH2)3N) 수용액으로 이산화 탄소(CO2)를 포집하면, 우선 이산화 탄소가

Ka1, Ka2를 이용한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물에 용해되어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
CO2(g) + H2O(l) ⇄ H2CO3(aq)
생성된 탄산(H2CO3(aq))은 산으로 작용하고, 수용액에 녹아 있는 트라이에틸아민은 염기로
작용해 다음과 같은 산-염기 반응이 일어난다.
(CH3CH2)3N(aq) + H2CO3(aq) ⇄ (CH3CH2)3N+H(aq) + HCO3-(aq)

(2) 이산화 탄소가 물에 용해되는 반응은 기체가 용해되어 용액이 생성되는 반응이므로
엔트로피(S)의 관점에서 보면, 무질서도가 높은 기체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무질서도가 낮은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된다. 또한 무질서도가 높은 기체의 개수가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산화 탄소가 물에 녹는 반응은 엔트로피(S)가 감소(ΔS <
0)하는 반응이다. 트라이에틸아민과 탄산의 산-염기 반응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상태 변화가
없고 분자 수의 변화도 없어 엔트로피(S)의 변화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또는 거의
없다) (ΔS ≈ 0). 따라서 이산화 탄소의 포집이 일어나는 계의 엔트로피는 감소(ΔS < 0)한다.

(3) 이산화 탄소가 물에 녹아 트라이에틸아민과 반응하여 포집되는 전체 반응은 아래와 같다.
또는

(CH3CH2)3N(aq) + H2O(l) + CO2(g) ⇄ (CH3CH2)3N+H(aq) + HCO3-(aq)
298 K에서 이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일정한 온도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자유
에너지 변화는 다음과 같다.

ΔG = ΔH - TΔS
이 반응이 자발적이 되기 위해서는 ΔG의 값이 음이어야 한다.
전체 반응의 엔트로피는 감소(ΔS < 0)하므로,

ΔG = ΔH - TΔS < 0
ΔH < TΔS 이어야 하고,
T < ΔH /ΔS 이어야 한다.
298 K에서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엔탈피 변화량의 조건은

ΔH < (298 K) × ΔS 이다.
엔탈피 변화량(ΔH)이 -100 kJ mol-1이라면,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온도 조건은
논제 II-2

T < (-100 kJ mol-1)/ΔS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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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구분
문제
자료

채점기준
답안작성

세부판단기준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2. 질문 문항 및 출제의도 분석
논제 II-1의 (1)은 암모니아의 이온화 상수 K 로 암모늄이온의 K  를 구하는 문제로 물의
K 값이 K  와 K  의 곱이라는 사실을 아는 학생이라면 쉽게 해결 할 수 있다. 또 25℃에서
암모니아의 농도와 암모늄이온의 농도가 같을 때 pH를 구하는 논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계산문제로 화학교과서내의 내용이다. (2)는 제시문 (나)~(바)에 주어진 내용을
참조한 내용으로 단순한 계산보다는 개념의 이해와 통합적사고 및 활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로

볼

수

있다.

논제

II-2는

지구온난화에

관한

논제로

(1)은

이산화

탄소가

트라이에틸아민 수용액에 포집 되는 과정을 화학평형식으로 나타내는 내용이고 (2)는 이산화
탄소 포집이 일어나는 계의 엔트로피 변화량(△S)을 판단하는 질문이다. 기체가 물에 용해 될
때 무질서도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이해한 학생이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교육과정내의
논제이다. (3)은 (2)의 문제와 연관이 있으며 이산화 탄소가 트라이에틸아민 수용액에 포집

1. 제시 예문 분석
제시문 II의 (가)는 화학반응식, (나)는 산, 염기의 정의, (다)는 중화반응에 대한 설명과
중화반응이 일상생활에 쓰이는 예를 들어 학생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제시문이며 화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구성되었다. (라)는 물의 자동 이온화에 관한 내용이며 (마)와 (바)는
산과 염기의 세기 단원의 이온화 평형 상수 개념을 제시하였다. (바)에서 언급되는
에틸렌다이아민은 다소 생소한 물질 일 수 있으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브뢴스테드-로우리의

되는 과정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엔탈피 변화량(△H)의 조건을 (2)의 결과를 고려하여
논술하고 엔탈피 변화량이 전제된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온도조건을 (2)의 결과를
고려하여 논술하게 하였다. 이는 하나의 논제에 두 가지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이 다소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화학 II 의 자유에너지의 공식을 이해하고 있다면 쉽게
해결이 가능한 교육과정내의 논제로 볼 수 있다.

산 염기 개념을 이해한다면 응용이 가능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사)는 기체의 용해도에
관한 내용이며 (아)는 화학반응의 자발성을 결정하는 자유에너지에 대한 제시문이다. 제시문
모두 화학 I, 화학 II 전 범위의 내용이며 교육과정내의 제시문으로 판단된다.

3.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 분석
논제 II-1의 (1)은 물의 이온곱 상수 K 와 산의 이온화 상수 K , 염기의 이온화 상수 K  의 관
계를 잘 이해하고 계산을 정확하게 한 경우에 만점(6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 대

<논제 II-과학-화학 출처>
[가] 류해일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 비상교육, p. 42.
김희준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 (주)상상아카데미, p. 47.
노태희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 천재교육, p. 41.
박종석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 (주)교학사, p. 38.
[나] 김희준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 (주)상상아카데미, p. 191.
노태희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 천재교육, p. 216.
[다] 류해일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 비상교육, p. 220.
박종석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 (주)교학사, p. 240.
[라] 김희준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주)상상아카데미, p. 171.
[마] 류해일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비상교육, p. 167.
김희준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주)상상아카데미, p. 165.
[바] 류해일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비상교육, p. 167.
김희준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주)상상아카데미, p. 167.
[사] 류해일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비상교육, p. 157.
김희준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주)상상아카데미, p. 23.
노태희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천재교육, p. 155.
[아] 류해일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비상교육, p. 109.
김희준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주)상상아카데미, p. 109.
노태희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천재교육, p. 118.
박종석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주)교학사,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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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계산문제 이므로 정확한 채점을 위해 만점 6점 중 1점을 부여하
는 평가 기준을 4개 포함시켰다.

(2)는 단순 지식을 암기하여 해결하는 능력보다 화학평형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와 응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14점)로 보인다. 논제 II-2는 (1) 화학평
형 반응식, (2)는 엔트로피 변화량(△S), (3)은 엔탈피 변화량의 조건과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
날 수 있는 온도 조건을 논술하게 하였고 문항마다 세부 채점기준을 1점~2점으로 세분화하여
의학계열에 지원한 학생 집단에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4. 총평
단편적인 지식 습득유무보다는 이해하고 응용하는 능력과 계산에 활용하는 능력까지 판단
하고자 하였다. 논제 해결에 필요한 제시문 들을 제한하여 학생의 부담을 덜어 주면서도 복합
적인 사고를 묻는 논제를 통해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제시문과 논제
모두

화학 I, 화학 II 교과서에서 언급되는 개념을 이해하고 종합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으므로 교육과정에 충실한 평가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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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문항정보]

세포는 인지질 2중층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
안팎으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막을 통한 물질 수송에는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삼투, 능동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자연계열[11.14(오전)] / 문제2
문항번호
고등학교 과목명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출제 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광합성
예상 소요 시간
120분(생명과학과 수학문제 총시간)

수송 등이 있다. 단순 확산은 물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것으로, 기체와 같이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높은 물질 수송에 이용된다. 촉진 확산은 인지질을 직접 통과하지 못하는 물질이
수송 단백질의 도움으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것으로, 포도당 등의 수송에 관여한다.
삼투는 반투과성 막을 사이에 두고 저장액에서 고장액으로 물이 이동하는 것이다. 능동 수송은
세포막의 운반체 단백질에 의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을 수송하는 것이며, 에너지가
필요하다.
[라]
대부분의 세포에서 건조 중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단백질은 물 다음으로 많은 성분이다.

문항 및 제시문

단백질은 몸의 주요한 구성 성분일 뿐만 아니라, 효소 등의 성분으로서 물질 대사나 생리 조절

논제 II의 과학-생명과학에서는 고등학교 생명과학 I의 단원인 생명의 특성, 생물과 환경의 상호

작용 등 생명 현상에 필요한 대부분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도와준다. 효소 단백질의

관계, 세포의 생명 활동과 생명과학 II의 단원인 세포막, 엽록체의 기능(광합성), 유전 정보의

아미노산 서열은 이를 암호화하고 있는 DNA의 염기 서열에 의해서 결정된다. 효소의 기능은

특성, 진화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된 논제들을 제시하였다.

온도에 민감한데, 일반적으로 최적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반응 속도가

논제 II-1에서는 생물의 성장과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부터 받아 포도당과 같은

증가하지만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활성이 감소한다.

탄수화물의 화학 에너지로 저장 하는 광합성에 대하여 그 원리와 기본 개념, 반응 과정을
[마]

이해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논제 II-2에서는 광합성에 과정에는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과 화학반응에 의해 일어남을

환경 변화에 맞추어 생물의 구조와 기능, 행동, 생활 습성 등이 변화되는 현상을 적응이라

이해하며, 이들에 의해 광합성이 조절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 하고자 하였다.

한다. 온도는 생물의 물질 대사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온도가 낮거나 높아져 생활하기에

또한 이 과정에 물질 수송과 단백질이 관여하고 있고, 단백질은 DNA서열에 따라서 암호화 되어

적당하지 않으면 생물은 다양한 형태로 적응하려고 한다.

있고 DNA서열의 변화에 의해 단백질의 아미노산 순서가 바뀌어 자연선택 되고, 결국 진화에도
연결됨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보고자 하였다.

[바]

Ⅱ.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40점)

과정을 포함한다. 다윈의 진화론에 따르면, 시간에 따라 종은 변하고 이 변화를 만들어 내는

진화는 생물 집단의 특성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새로운 종이 생겨나는
것은 자연선택 때문이다. 집단의 개체들 사이에는 형질이 다른 변이가 발생하고, 이들 간에는
적응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개체들의 자손이 생존에 더 적합하여

[가]
엽록체는 광합성에 관여하는 색소와 효소가 있는 세포 소기관으로서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이들의 개체수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포도당을 합성한다. 광합성은 명반응과 암반응으로 이루어져 있다. 명반응은 빛에너지를
받아들여 암반응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NADPH와 ATP)를 생산하는 과정이고, 암반응은

[논제 II-1] 제시문 [가] ∼ [다]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명반응에서 생산된 화학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 탄소로부터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다.

(1) 정상 식물에 비해 비순환적 광인산화만 작동하는 식물과 순환적 광인산화만 작동하는
식물에서 나타나는 광합성의 차이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0점)

[나]
식물의 광합성에서 화학 에너지의 생산은 광계 II와 광계 I을 거치면서 이루어진다. 광계 II가

(2) 어떤 식물 개체군 내에서 다른 개체보다 광합성량이 적은 개체가 있어 원인을 조사해본

빛을 받아 시작된 전자 전달 과정에서 ATP가 만들어지고, 광계 I로 전달된 전자가 다시 빛을

결과, 엽록체에 있는 ATP 합성 효소에 돌연변이가 있어 ATP의 합성이 감소하였음을

받아 고에너지 상태가 되어 또 다른 전자 전달계를 거쳐 NADPH를 만드는 과정이 비순환적

확인하였다. 정상 식물에서 세포막을 통한 이산화 탄소, 산소, 물의 수송 방법에 대하여

광인산화이다. 또한 광계 I로부터 방출된 전자가 다시 광계 II에서 이용된 전자 전달계를 거쳐

서술하고, 정상 식물에 비해 이 돌연변이 식물의 엽록체 내부와 외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위

ATP를 만드는 과정을 순환적 광인산화라 한다.

물질들의 이동이 어떻게 다를지 예측하여 논술하시오. (단, 엽록체 외부에서 내부로의 ATP
수송은 없고, 정상 식물과 돌연변이 식물에서 ATP 합성 효소 외 나머지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12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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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외 (2015),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천재교육
[논제 II-2] 제시문 [가] ∼ [바]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이길재 외 (2013), 『고등학교 생명 과학 I』, (주)상상아카데미

(1) 최근에 이산화 탄소의 배출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온도와

이길재 외 (2013),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상상아카데미

이산화 탄소의 농도가 광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을 하였다. 빛의 세기가

[제시문 출처]

일정한 경우, 온도를 5℃ 증가시키면 광합성량이 10% 증가하고, 이산화 탄소의 농도가

[가]

0.05%에서 0.1%로 증가하면 광합성량이 20%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조건에서 세포막

권혁빈 외 (2015),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주)교학사, p88-105

유동성이 물질 수송과 광합성 효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논술하시오. (10점)

박희송 외 (2014),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주)교학사, p62-91
심규철 외 (2015),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비상교육, p104-117

(2) 식물의 광합성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광합성량이 최대가 되는 최적
온도 이상에서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급격히 감소한다. 최적 온도 이상의

이준규 외 (2015),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천재교육, p72-84
이길재 외 (2013),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주)상상아카데미, p61-71

고온에서 광합성량이 감소하는 이유를 단백질과 관련지어 논술하시오. 고온의 사막에서 잘
자라는 식물을 개발하여 사막화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식물 개체군이

[나]

최적온도 이상의 고온 환경에 충분히 오랜 기간 놓이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적응하고

권혁빈 외 (2015),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주)교학사, p98-101

진화할 수 있을지 단백질과 관련지어 예측하여 논술하시오. (단, 온도 외 다른 요인은

박희송 외 (2014),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주)교학사, p82-84

고려하지 않는다.) (8점)

심규철 외 (2015),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비상교육, p111-112
이준규 외 (2015),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천재교육, p79-80
이길재 외 (2013),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주)상상아카데미, p68-79

출제 의도

논제 II의 과학-생명과학에서는 고등학교 생명과학 I의 단원인 생명의 특성, 생물과 환경의
상호 관계, 세포의 생명 활동과 생명과학 II의 단원인 세포막, 엽록체의 기능(광합성), 유전
정보의 특성, 진화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된 논제들을 제시하였다.
논제 II-1에서는 생물의 성장과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부터 받아 포도당과 같은
탄수화물의 화학 에너지로 저장 하는 광합성에 대하여 그 원리와 기본 개념, 반응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다]
권혁빈 외 (2015),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주)교학사, p22, p36-41
박희송 외 (2014), 『고등학교 생명 과학 I』, (주)교학사, p32
박희송 외 (2014),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주)교학사, p33-34, p39-44
심규철 외 (2015),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비상교육, p40-47
이준규 외 (2015), 『고등학교 생명 과학 I』, 천재교육, p23

논제 II-2에서는 광합성에 과정에는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과 화학반응에 의해 일어남을
이해하며, 이들에 의해 광합성이 조절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 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 물질 수송과 단백질이 관여하고 있고, 단백질은 DNA서열에 따라서 암호화 되어

이준규 외 (2015),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천재교육, p28, p34-40
이길재 외 (2013), 『고등학교 생명 과학 I』, (주)상상아카데미, p38
이길재 외 (2013),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주)상상아카데미, p30, p36-42

있고 DNA서열의 변화에 의해 단백질의 아미노산 순서가 바뀌어 자연선택 되고, 결국 진화에도
연결됨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보고자 하였다.

[라]
박희송 외 (2014), 『고등학교 생명 과학 I』, (주)교학사, p22
박희송 외 (2014),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주)교학사, p49, p57, p146
권혁빈 외 (2015), 『고등학교 생명 과학 I』, (주)교학사, p20

출제 근거

권혁빈 외 (2015),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주)교학사, p52, p56-58, p142-143

<논제 II-과학-생명과학 출처>
박희송 외 (2014), 『고등학교 생명 과학 I』, (주)교학사
박희송 외 (2014),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주)교학사
권혁빈 외 (2015), 『고등학교 생명 과학 I』, (주)교학사
권혁빈 외 (2015),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주)교학사
심규철 외 (2015), 『고등학교 생명 과학 I』, 비상교육
심규철 외 (2015),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비상교육

심규철 외 (2015), 『고등학교 생명 과학 I』, 비상교육, p28
심규철 외 (2015),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비상교육, p26, p57, p60, p154
이준규 외 (2015), 『고등학교 생명 과학 I』, 천재교육, p26
이준규 외 (2015),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천재교육, p44, p48, p114-117
이길재 외 (2013), 『고등학교 생명 과학 I』, (주)상상아카데미, p36
이길재 외 (2013),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주)상상아카데미, p46, p50, p120-125

이준규 외 (2015), 『고등학교 생명 과학 I』, 천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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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박희송 외 (2014), 『고등학교 생명 과학 I』, (주)교학사, p14, p204

② <1 점> 물은 주로 삼투에 의하여 수송

권혁빈 외 (2015), 『고등학교 생명 과학 I』, (주)교학사, p14, p193-195
심규철 외 (2015), 『고등학교 생명 과학 I』, 비상교육, p23, p210

③ <1 점> 광합성의 단계를 보면 물은 광합성의 명반응에서 소모되어 전자 공여체로 작용을

이준규 외 (2015), 『고등학교 생명 과학 I』, 천재교육, p17, p186-p189

한 후 산소를 만든다. 전자 전달 후 수소이온의 농도 차에 의해 ATP가 합성되고 이후 이산화

이길재 외 (2013), 『고등학교 생명 과학 I』, (주)상상아카데미, p32, p196-197

탄소가 고정 되어 탄수화물을 만든다. (광합성의 단계 서술하면 1점)

[바]

④ <3 점> 물은 계속 소모 되어 삼투압에 의해 계속 물이 엽록체 내로 들어옴을 서술.

박희송 외 (2014),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주)교학사, p254, p261-262, p266-267
권혁빈 외 (2015),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주)교학사, p281-286, p290-291, p295

⑤ <3 점> 산소의 양이 증가하여 확산에 의해 계속 밖으로 나감을 서술.

심규철 외 (2015),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비상교육, p282, p289-290, p296
이준규 외 (2015),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천재교육, p233-234, p242, p246

⑥ <3 점> 이산화탄소는 광합성 양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어 소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

이길재 외 (2013),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주)상상아카데미, p235, p243, p248

내로의 확산에 의한 수송이 제한됨을 서술.
[논제 II-2]
(1)

채점 기준

(1)에 대한 배당 점수: 10점 (밑줄 친 부분이 포함되면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다)

생명과학 (40점 만점)
[논제Ⅱ-1]

① <5 점> 온도의 상승은 인지질의 유동성을 증가 시켜 광합성량을 증가 시킨다.

(1)
(1)에 대한 배당 점수: 10점 (밑줄 친 부분이 포함되면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다)

② <5 점>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세포막의 유동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① <2 점> 광계 II가 빛을 받아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방출되며, 이는 전자 전달계를
거쳐 이동하면서 일부 에너지는 ATP를 만들고 이후 광계 I로 이동한 전자와 빛 에너지는
또 다른 전자를 활성화 하여 방출 되도록 하고 이 전자는 전자 전달계를 이동하며
NADP+로 전달된다. 그 결과 NADP+가 NADPH로 환원된다. 이를 비순환적 광인산화이라
한다. [정의만 있으면 1점, ATP와 NADPH 있으면 1점(하나만 있으면 0점)]

(2)
(2)에 대한 배당 점수: 8점 (밑줄 친 부분이 포함되면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다)
① <2 점> 광합성은 다양한 효소가 관여하는 과정으로 최적의 온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며
광합성량의 증가를 보이지만 최적의 온도 이후에서는 효소의 활성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② <2 점> 광계 I로 전달된 전자가 다시 광계 II와 광계 I사이로 이동, 순환하여 약간의 ATP를

(효소의 활성은 온도와 밀접함을 서술)

만드는데 사용 된다. 이를 순환적 광인산화라 한다. (정의가 있으면 1점, ATP 있으면 1점)
② <2 점>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은 DNA의 염기 서열에 의하여 결정된다.
③ <3 점> 비순환적 광인산화만 일어날 경우, 충분한 ATP 합성이 되지 않아 광합성양이
줄어듦을 설명.

③ <2 점> DNA의 변이에 의해 다양한 식물 형질이 존재 할 수 있을 것이다.

④ <3 점> 순환적 광인산화만 일어날 경우, 암 반응에 필요한 NADPH가 합성되지 않으므로
광합성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음을 설명.

④ <1 점> 고온에서도 효소의 활성이 보존 되거나 더 높은 활성을 보일 수 있는 효소를 가진
식물이 더 살기 좋게 되어 자연선택 될 것이고

(2)

⑤ <1 점> 이 식물이 적응하여 진화하여 그 집단의 유전자형을 바꿀 수 있게 될 것이다.

(2)에 대한 배당 점수: 12점 (밑줄 친 부분이 포함되면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다)
① <1 점> 이산화 탄소와 산소 같은 기체의 경우 단순 확산에 의하여 막 사이를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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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답안

필요한 이산화 탄소의 수송과 부산물인 산소의 제거가 원활히 이루어져 광합성량에 영향을
주며, 삼투에 변화를 주어 물 수송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온도의 상승은 유동성을
증가시켜 결국 광합성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산화 탄소 농도는 막의 유동성에

[논제 II-1]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대기 중 이산화 탄소 농도의 증가는 단지 분압 차이에 의한

(1) 광합성은 명반응과 암반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명반응의 결과 암반응에 필요한 ATP와
NADPH를 합성하게 된다. 광계 II가 빛을 받아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방출되며, 이는
전자 전달계를 거쳐 이동하면서 일부 에너지는 ATP를 만들고 이후 광계 I로 이동한다. 광계
I에서 빛을 받아 고 에너지 전자가 방출되고 전자는 전자 전달계를 이동하며 NADP+로
전달된다. 그 결과 NADP+가 NADPH로 환원된다. 이를 비순환적 광인산화라 한다.
하지만, 엽록체에 ATP가 부족할 경우 광계 I이 빛을 받아 고 에너지가 방출되고 이 전자가
다시 광계 II와 광계 I사이의 광계 II가 이용하는 전자 전달계를 거치면서 순환하여 약간의
ATP를 만드는데 사용 되고 광계 I로 되돌아오는 경우 이를 순환적 광인산화라 한다.
따라서 비순환적 광인산화만 일어날 경우, 정상 식물에 비하여 ATP 합성이 부족하여
광합성량이 감소 할 수 있다. 순환적 광인산화만 일어날 경우, 암 반응에 필요한 NADPH가
합성되지 않으므로 광합성이 제대로 일어 날 수 없다.

확산 속도가 증가해 이산화 탄소가 세포내로 많이 들어 갈 수 있게 된다. 이는 광합성의
암반응에 이용되어 광합성량을 증가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온난화에 의해 이산화 탄소 양과
온도가 증가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이유로 광합성량에 영향을 주게 된다.
(2) 조건에 따르면 온도가 상승하며 광합성량이 감소하였다. 식물에 따라 최적의 온도는 다를
수 있으나, 온도가 올라 갈수록 최적의 온도에 다다를 때까지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광합성량이 감소하게 된다. 광합성에는 여러 가지 효소가 관여 하는데,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단백질은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며 기질과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촉매 작용을 한다. 그런데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온도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효소의 활성도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최적의 온도가 있다. 이 온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며 광합성량의 증가를 보이지만 그 온도 이상에서는 효소의 활성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이들의 최적의 온도는 그 식물이 놓여 있는 환경에 적당하게 적응하기

(2) 세포막을 통과하는 물질 수송은 세포막의 성질로 인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산화 탄소와 산소 같은 기체의 경우 단순 확산에 의하여 세포막 사이를 통해 수송 되며,
대부분의 물은 주로 삼투에 의하여 수송 된다. 광합성의 단계를 보면 물은 광합성의
명반응에서 광분해 되어 전자 공여체로 작용하며 산소를 만든다. 전자가 전자 전달계를
거치면서 수소 이온의 농도 차에 의해 ATP가 합성되고, 이후 이산화 탄소가 고정 되어
탄수화물을 만든다. ATP 합성 효소의 돌연변이로 ATP 합성이 억제 되어도 명반응에서 물의
광분해는 일어나므로, 삼투에 의해 물이 계속 엽록체 내로 들어온다. 이에 따라서 산소도
계속 발생하여 산소의 양이 증가하므로 산소는 확산에 의해 계속 밖으로 나간다. 하지만 ATP
부족으로 탄수화물 합성 반응은 억제 되므로 이산화 탄소 소모량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어
엽록체내로 확산 되는 수송은 감소한다.

위하여 식물이 살아가는 조건의 온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단백질은 세포의 구성 성분이고, 물질 대사를 촉진하며 생리 작용을 조절하는 데도 관여한다.
특히 효소의 경우 최적 이상의 고온에서는 활성이 감소하거나 변성 될 수 있다.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은 DNA의 염기 서열에 암호화 되어 있다. 따라서 DNA의 다양한 변이에 의해
효소를 암호화 하고 있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난 개체가 최적 온도가 증가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 고온 저항성이 증가한 개체는 이러한 환경에 적합하여 생존에 더 유리하므로
자손을 남길 확률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고온에서도 효소의 활성이 보존 되거나 더 높은
활성을 보일 수 있는 단백질 효소를 가진 식물이 자연선택 될 것이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변이가 발생한 식물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자연선택이 일어나고, 개체군의
유전자풀에 변화가 발생하여 진화가 일어 날 수 있다.

[논제 II-2]
(1) 화석 연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대기 중 이산화 탄소 농도가 증가 하였고 그 결과 온실
효과가 나타나 지구의 연 평균 기온이 상승하였다. 온도는 분자 운동과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이산화 탄소는 광합성의 반응물이므로 광합성량에 영향을 미친다.
세포막을 포함하여 생체막은 인지질 이중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단백질이 분포 되어 있고
유동성을 가진다. 유동 모자이크 모형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과 단백질이 다양하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한다는 것으로 이 모형은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광합성의 반응물인 이산화 탄소와 부산물인 산소는 인지질층을 직접 투과하는 단순 확산에
의해 수송 된다. 따라서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막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기체의 교환 속도가
증가하므로 광합성 효율이 증가하게 된다. 한편 삼투압(P=CRT; C:농도, R: 기체 상수, T: 절대
온도)이므로 온도가 상승하면 삼투압이 증가하므로 광합성 효율이 증가하게 된다.
온도의 상승은 이들 인지질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물질의 수송에 영향을 주게 된다. 광합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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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구분
문제
자료

채점기준
답안작성

세부판단기준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는 문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의 질문이라 할 수 있다.
[논제Ⅱ-1](2)는 세포막을 통한 이산화탄소, 산소, 물의 수송 방법과 이들 물질의 광합성 과
정에서의 역할을 엽록체에 있는 ATP합성효소의 돌연변이를 통해 서술하도록 하는 문제로 고
등학교 교육과정 내의 질문이라 할 수 있다.
[논제Ⅱ-2](1)에서는 온도 상승과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가 세포막의 유동성에 미치는 영
향, 세포막의 유동성과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의 관계에 대해 묻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농
도 증가가 세포막의 유동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단순히 분압차이를 증가시킨다는 것과 그 결
과 세포 내로 들어가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해 광합성량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의 질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온도의 상승이 세포막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광
합성에 영향을 주는 물질인 이산화탄소, 산소, 물의 이동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 광합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확장, 유추해야 답안을 작성할 수

1. 제시 예문 분석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온도가 분자의 운동, 단백질 구조, 삼

제시문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생명과학Ⅰ 단원인 생명 현상의 특성, 생물의 구성, 생물
과 환경의 상호 관계, 세포의 생명 활동과 에너지와 생명과학Ⅱ 단원인 세포의 구조와 기능,
세포막을 통한 물질이동, 효소, 광합성, 유전자의 발현, 개체군의 진화 등에 관한 내용을 제시
하고 있다. 제시문 [가]에서는 광합성의 명반응과 암반응, [나]에서는 광인산화반응, [다]에서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이동, [라]에서는 생물체의 구성 물질과 효소, [마]에서는 생물의 적응, [바]
에서는 생물의 진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생명과학Ⅰ과 생명과학Ⅱ에
서 배우는 내용이다.

-

제시문의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출처는 다음과 같다.
생명과학Ⅰ, 박희송 외,
생명과학Ⅱ, 박희송 외,
생명과학Ⅰ, 권혁빈 외,
생명과학Ⅱ, 권혁빈 외,
생명과학Ⅰ, 심규철 외,
생명과학Ⅱ, 심규철 외,
생명과학Ⅰ, 이준규 외,
생명과학Ⅱ, 이준규 외,
생명과학Ⅰ, 이길재 외,
생명과학Ⅱ, 이길재 외,

투압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을 이용해 확장적, 통합적 사고를 하면 온도의 상승이 광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의 질문이라 할
수 있다.
[논제Ⅱ-2](2)는 온도에 따른 효소의 활성 변화로 최적 온도 이상의 고온에서 광합성량이
감소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DNA 염기서열 상에 나타는 변이 및 자연선택에 의한 개체군의
진화과정을 통해 최적 온도 이상의 고온 환경에서의 식물 개체군의 적응 및 진화과정을 설명
하는 문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의 질문이라 할 수 있다.
광합성의 기본 원리와 기본 개념, 반응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 온도가 광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효소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지, DNA를 통한 단백질의 합성 과정과 진화에 대해

2014,
2014,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교학사
㈜교학사
㈜교학사
㈜교학사
비상교육
비상교육
천재교육
천재교육
㈜상상아카데미
㈜상상아카데미

이해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한 출제의도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 분석
[논제Ⅱ-2](1)에서 일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이용해 확장적, 통합적 사고를
해야 답안 작성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채점기준과 모범답안은 고등학
교 교육과정 내 범위에서 작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시되었다. 단, 모범답안의 경우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담아내려 노력하는 것보다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 내용만을 고등학교 교육과
정 수준에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채점기준은 문제에서 요구하
는 핵심적인 키워드나 문장이 포함되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
으로 판단된다.

2. 질문 문항 및 출제의도 분석
4. 총평
문제에서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는 질문을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학생의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서 직접적으로 배운 내용만으로는 답안을 작성하기 힘든 문제가 출제되었다. 고등학교 교육

확장적, 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문

과정에서 배우는 기본 개념과 원리, 반응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이를 통한 통합적 사고

제라 판단된다. 수능 준비 수준에서 단순히 개념을 암기하기만 한 학생보다는 생명과학을 비

를 할 수 있어야 답안 작성이 가능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롯한 전체 과학교과에서 배우는 기본 개념과 원리, 각 과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학

[논제Ⅱ-1](1)은 제시문(나)에서 언급된 순환적 광인산화는 ATP만, 비순환적 광인산화는
ATP와 NADPH를 생산한다는 내용과 제시문(가)에서 언급된 명반응 산물인 ATP와 NADPH를

생이 유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준수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용해 암반응이 진행되어 광합성 산물인 포도당이 합성된다는 내용을 이용해 답안을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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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문항정보]
[라]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자연계열[11.15(오전)] / 문제2
문항번호
고등학교 과목명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출제 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유전 법칙, 세포 생물학, 분자생물학, 집단 유전학
예상 소요 시간
120분(생명과학과 수학문제 총시간)

다윈은 <종의 기원>을 통해 생물의 진화를 주장하였다. 다윈의 진화론에 따르면 생명체는
환경에 잘 적응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경쟁에서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는 자연선택을 거듭하면서
진화되었다고 한다. 현대에 이르러 진화론과 유전학의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생물체의 진화는
돌연변이, 격리, 자연선택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현대
종합설(modern synthesis)이 제안되었다. 현대 종합설은 진화를 집단 내의 대립 유전자 빈도와
유전자형 빈도의 변화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마]
하디-바인베르크 법칙(Hardy-Weinberg Principle)은 집단 내에서 교배가 자유롭고, 돌연변이가

문항 및 제시문

없고, 자연선택이 없으며, 유전자의 이동 및 유전적 부동이 없을 경우에 세대가 바뀌어도 대립

II.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40점)

유전자의 종류와 빈도 및 유전자형의 빈도가 변하지 않는 유전적 평형 상태를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집단에서 두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p와 q라고 하면 대립 유전자의 전체
빈도는

[가]
형질이 유전되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규명한 최초의 과학자는 멘델이다. 멘델은 뚜렷한 우성
또는 열성의 대립 형질을 가진 완두의 7가지 형질에 대한 유전 연구를 통하여 각 유전 형질의

1이며(p+q=1),

유전자풀(gene

유전자형의

pool)에서

대립

전체

유전자의

빈도도
빈도와

1이다(p2+2pq+q2=1).
유전자형의

이

빈도를

법칙은

집단의

계산하여

진화가

일어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전학과 진화론을 종합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대립 인자가 분리되는 법칙은 물론, 서로 다른 두 가지 유전 형질이 독립적으로 유전되는 법칙도
확립하였다.

[바]

[나]

발현되는 헤모글로빈의 6번째 아미노산이 바뀌면서 헤모글로빈이 비정상적으로 응집하여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염기 한 개가 돌연변이되어서, 그로부터
세포 핵분열 과정에서 염색에 의하여 현미경으로 관찰되는 굵은 실뭉치 형태의 물질을

적혈구가 낫 모양이 되는 유전 질환이다. 낫 모양 적혈구는 정상 적혈구에 비해 수명이 짧고

염색체라고 하며, 이것은 긴 가닥의 DNA가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의하여 질서 정연하고

산소 운반 기능이 떨어져 심한 빈혈을 일으키며, 모세 혈관을 막아 혈액 순환을 방해한다. 이로

치밀하게 감겨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핵분열 전에는 염색체가 풀어진 상태에 있으면서 DNA의

인해 조직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못하여 조직이 손상을 입게 된다.

복제가 일어나고 핵분열을 준비하게 된다. 한편, 염색체들을 상동 염색체별로 정리하여 놓은

아프리카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이 유전 질환을 가진 사람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한편 낫

것을 핵형이라 한다. 핵형에서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가 비슷하고 상동 관계에 있는 대부분의

모양 적혈구는 말라리아에 저항성을 가지기 때문에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아프리카 지역의

염색체들은 상염색체이며, 모양과 크기에서 차이가 나면서 서로 상동 관계가 낮은 염색체는

토착민 집단에서 이 돌연변이 대립 유전자가 자연선택되었을 것이다.

성염색체이다. 염색체들은 체세포의 핵분열과 생식 세포의 핵분열(감수 분열) 과정에서 무작위로
배열되어 나누어진다. 감수 분열에 의하여 생성된 정자와 난자는 무작위로 짝을 이루어 수정을

[논제 II] 제시문 [가]∼[바]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하게 되고 염색체 수는 다시 체세포의 경우와 같게 된다.
(1) 멘델의 유전 법칙을 세포 핵분열 때의 염색체의 행동 및 생식 세포의 수정과 관련지어
논술하시오. (12점)

[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는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생물의 고유한 암호 서열에
따라 당-인산 사이의 결합에 의하여 중합된 거대 분자 사슬이다. 염색체에 존재하는 DNA는 두
사슬의 거대 분자가 역평행으로 상보적인 염기들이 짝을 이루어 형성된 이중 나선 구조를

(2) 대립 유전자의 변이에 따른 형질 발현의 변화를 DNA와 단백질 그리고 개체의 자연선택에
따른 집단의 진화와 관련하여 논술하시오. (10점)

이루고 있다. DNA 복제는 이중 나선 구조를 풀고 각각의 사슬을 주형으로 사용해서 중합 효소가
해당 염기와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를 중합시켜 새로운 사슬을 합성함으로써

(3) 어떤 집단에서 대립 유전자 A1과 A2에 대한 유전자형 빈도를 조사하였더니, 유전자형 A1A1,

일어나게 된다. DNA에 암호화된 정보는 전사를 통하여 mRNA로 옮겨진 후, 리보솜(ribosome)

A1A2, A2A2의 빈도가 각각 0.49, 0.42, 0.09로 나타났다. 대립 유전자 A1의 빈도 p와 A2의

상에서 3개씩의 염기로 조합된 암호에 따라 tRNA가 운반하는 20 종류의 아미노산이 중합되면서

빈도 q를 계산하고,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이용하여 이 집단이 진화 중인지를 논술하시오.

단백질로 번역된다.

한편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들끼리 교배가 계속될 경우에 나타날 집단 내의 유전자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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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대하여 논술하고, 이때 대립 유전자가 유전 질환과 관련이 있다면 집단의 질환

고등학교 생명과학I, 교학사 (2013), 권혁빈 외, p90~92.

발생률에 미칠 영향도 논술하시오. (단, 이 유전 질환은 열성이다.) (12점)

EBS 수능특강 생명과학 II (2014) 백승용 외, p205.
고등학교 생명과학I, 비상교육(2013), 심규철 외, p101.

(4) 미국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집단에서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일으키는 대립

고등학교 High Top 생명과학I (1권), 두산동아 (2013), 손희도/배미정, p164.

유전자의 빈도 또는 유전자형의 빈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고, 이를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 (6점)
채점 기준

[논제 Ⅱ] 생명과학 (40점 점수)
출제 의도

생명체의 개체 또는 집단 수준 연구에서 확립된 멘델의 유전 법칙과 다윈의 진화론이 현대의

[논제 II] 제시문 [가]∼[바]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세포 생물학, 분자 생물학 그리고 집단 유전학적인 개념과 지식의 관점에서 이해하며 사고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논술 문제를 출제하였다.

(1) 멘델의 유전 법칙을 세포 핵분열 때의 염색체의 행동 및 생식 세포의 수정과 관련지어

간략히 요약하면,

논술하시오. (12점)

문제 (1)에서는 생명과학 I의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단원의 ‘세포와 세포 분열’

멘델이 사용한 유전 인자라는 용어는 현재의 용어로는 유전자이며, 염색체 내의 DNA 상에서

부분에서 다루는 생식 세포의 감수분열 또는 수정 과정에서 DNA와 히스톤의 응집체인 염색체의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을 염기 서열로 암호화하여 담고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유전자는

행동을 이해함으로써, 같은 단원의 ‘유전’부분에서 다루는 멘델의 유전 법칙을 논술할 수

개체군 내에서 여러 다른 형태(version)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유전자의 여러 형태를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단위적으로 대립 유전자(allele)라 한다. 염색체 수가 반수체(n)인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

문제 (2)에서는 생명과학 II의 ‘유전자와 생명 공학’ 단원의 ‘유전자와 형질 발현’

생성된 체세포에는 염색체가 2배체(2n)로 존재하며 상동 염색체 쌍에 어떠한 두 대립

부분에서 다루는 DNA가 단백질로 번역되어 개체의 모든 유전 형질이 나타내고 DNA의

유전자가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특정한 유전 형질을 보이게 된다. 상동 염색체 쌍에 같은 대립

돌연변이로 염기서열이 바뀌면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도 바뀌면서 유전 형질도 변하게 되는

유전자가 존재하면 동형 접합자(homozygous, 순종), 다르면 이형 접합자(heterozygous, 잡종)라

것을 이해하고 있는 지를 질문하였다.

부르며, 대립 유전자의 조합, 즉 유전자형에 따라 우성 또는 열성 형질의 표현형을 띠게 된다.

문제 (3)에서는 생명과학 II의 ‘생물의 진화’ 단원의 ‘진화설’ 부분에서 다루는 내용인

멘델이 보여준 분리의 법칙은 체세포의 일종인 생식 세포가 감수 분열을 일으킬 때, 복제된

개체는 단지 자연선택의 대상이고 오직 집단이 진화함을 이해하고, ‘집단 유전학’ 부분에서

상동 염색체가 접합체(2가 염색체, 또는 4분 염색체)를 이루어 감수 1분열 중기의 적도면에

다루는 유전과 진화를 통합화한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이용한 유전적 평형상태를

무작위로 배열된 후, 각각의 딸세포로 나뉘면서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들어 반수체(n)가

정의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되는 현상에 유래한다. 계속되는 감수 2분열에서는 복제된 염색 분체(sister chromatid)마저

문제 (4)에서는 생명과학 II의 ‘생물의 진화’ 단원의 ‘집단 유전학’ 부분에서 다루는

나눠짐으로서 배우자 세포를 낳게 된다. 따라서 배우자 세포는 하나의 대립 유전자를 갖게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이용하여 유전 질환인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발생시키는 대립

되고,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하면 다시 2배체를 이루게 된다. 즉, 생식 세포의 감수 분열

유전자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집단의 진화에 실제로 응용하면서 진화의 요인을 설명할 수

과정에서 무작위적인 상동 염색체의 배열 및 분리가 일어나고, 이로부터 생성된 배우자

있는지를 논술케 하였다.

세포가 수정을 하여 다시 상동 염색체 쌍을 이루기 때문에 멘델은 완두를 사용한 유전적
실험에서 분리의 법칙을 관찰할 수가 있었다. 독립의 법칙도 유사하나, 단지 두 종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상동 관계에 있지 않는 염색체에 각각 위치할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복제된 각각의 상동 염색체 접합체들이 감수 1분열 중기의 적도면 상에서

출제 근거

서로 독립적으로 무작위의 조합으로 배열된 후, 딸세포로 나뉘기 때문에 나타나는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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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다. 계속되는 감수 2분열에서는 복제된 염색 분체마저 나눠짐으로서 배우자 세포를
낳게 된다. 이렇게 생성된 정자와 난자는 수정을 하면 다시 2배체를 이룬다. 즉, 두 종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 종류의 상동 염색체에 위치하고 감수 분열 중에
무작위로 배열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유전되어 우성 또는 열성의 유전 형질을 나타내는 현상을
독립의 법칙이라 한다.
< 전체 12 점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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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 분리의 법칙은 체세포의 일종인 생식 세포가 감수 분열을 일으킬 때, 복제된 상동
염색체가 접합체(2가 염색체, 또는 4분 염색체)를 이루어 감수 1분열 중기의 적도면에

7점: DNA의 변이에 따른 단백질의 구조 및 기능에 변화가 생기면 개체의 유전 형질도
변화됨을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하였을 경우.

무작위로 배열된 후, 각각의 딸세포로 나뉘면서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들어
반수체(n)가 되는 현상임을 잘 설명할 경우.

8점: DNA의 변이에 따른 단백질의 변이로 세포, 조직, 기관, 개체의 발생 및 기능에 영향을
주어 개체의 유전 형질에 변화를 주게 됨을 조금더 자세히 언급하였을 경우.

5 점: 독립의 법칙도 유사하나, 단지 두 종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상동 관계에
있지 않는 염색체에 각각 위치할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복제된 각각의 상동

10점: DNA, 단백질, 세포, 조직, 기관, 개체 발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변이가 유전 형질로

염색체 접합체들이 감수 1분열 중기의 적도면 상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무작위의

표현되어 개체의 생존 및 생식에 영향을 주어 변이된 대립 유전자가 자연선택 과정을

조합으로 배열된 후, 딸세포로 나뉘기 때문에 나타나는 유전 현상임을 잘 설명할 경우.

거치면서 집단의 진화에 까지 영향을 줌을 모두 잘 언급하였을 경우.

3 점: 감수 분열 후 배우자 세포는 하나의 대립 유전자를 갖게 되고, 수정한 체세포에는
염색체가 2배체(2n)가 되어 두 개의 대립 유전자를 갖게 됨을 언급한 경우.

(3) 어떤 집단에서 대립 유전자 A1과 A2에 대한 유전자형 빈도를 조사하였더니, 유전자형
A1A1, A1A2, A2A2의 빈도가 각각 0.49, 0.42, 0.09로 나타났다. 대립 유전자 A1의 빈도 p와
A2의 빈도 q를 계산하고,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이용하여 이 집단이 진화 중인지를

2 점: 수정 후 생성된 상동 염색체 쌍에서 대립 유전자의 조합, 즉 유전자형에 따라 우성
또는 열성 형질의 표현형을 갖게 됨을 언급한 경우.

논술하시오. 한편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들끼리 교배가 계속될 경우에 나타날 집단
내의 유전자형의 변화에 대하여 논술하고, 이때 대립 유전자가 유전 질환과 관련이
있다면 집단의 질환 발생률에 미칠 영향도 논술하시오. (단, 이 유전 질환은 열성이다.)

(2) 대립 유전자의 변이에 따른 형질 발현의 변화를 DNA와 단백질 그리고 개체의 자연선택에

(12점)

따른 집단의 진화와 관련하여 논술하시오. (10점)
조사에서 얻은 A1A1의 빈도 p2=0.49, A1A2의 빈도 2pq=0.42, A2A2의 빈도 q2=0.09이므로,
유전자의 정보는 DNA의 염기 서열에 암호화 되어 있으며, 유전자의 정보에 따라 생성된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의 식(p+q=1와 p2+2pq+q2=1)을 이용하여

단백질의

대립 유전자 A1의 빈도는 p2+2pq ×  = p(p+q) = p = 0.49+0.42 ×  = 0.7이고,



기능으로

표현되는

현상이

유전

형질이다.

유전자의

DNA

염기

서열에

변이(돌연변이, 전좌, 중복, 삽입, 제거, 교차 등)가 일어나면, 해당 유전자로 부터 발현되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에서도 변이가 일어날 것이다. 단백질의 변이로 구조 및 기능에

대립 유전자 A2의 빈도는 q2+2pq ×  = q(q+p) = q = 0.09+0.42 ×  = 0.3이다.



변화가 생기면 개체의 유전 형질도 변화가 따르게 될 것이다. 다세포 진핵 생물은 수정란이

즉, p는 0.7 그리고 q는 0.3이다.

분열 및 분화 그리고 발생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세포들을 생성하여 조직과 기관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개체를 발생시키는데, 유전자의 변이에 따른 단백질의 변이는 이러한 모든

계산으로 얻어진 p와 q의 값을 사용하여 유전자형 A1A1, A1A2, A2A2의 빈도를 계산하였을 때

과정에 영향을 주어 개체의 유전 형질에 변화를 주게 된다. 대립 유전자의 변이로 인한

각각 p2=0.49, 2pq=0.42, q2=0.09이며, 유전자형의 빈도 조사에서 얻었던 값과 같으므로

개체의 유전 형질의 변화가 생존 및 생식 등에서 이로운지, 중립적인지 또는 해로운지에 따라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만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집단은 유전적 평형이 유지되는

개체는 자연선택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결과 대립 유전자는 세대를 거쳐 집단 내에서

집단이며 현재 진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빈도가 늘거나 줄면서 집단의 진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집단에서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들끼리 교배가 계속될 경우에는 매 세대마다 A1A2의
〈 전체 10 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이형 접합(heterozygous)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의 50%가 각각 25%씩 A1A1 및 A2A2의 동형
접합(homozygous)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로 태어나고 (A1A2 x A1A2 → A1A1 + 2A1A2 + A2A2),

3점: 유전자의 정보에 따라 생성된 단백질의 기능에 따라 표현되는 현상이 유전 형질임을
간단히 언급하였을 경우.

동형 접합 유전자형 A1A1을 가진 개체들 사이에서는 그대로 동형 접합 유전자형만이 계속
태어나기 때문에 (A2A2의 경우도 동일), 세대를 거치면서 A1A2은 줄어들고 A1A1과 A2A2는
늘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립 유전자가 열성의 유전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집단의

5점: DNA 염기 서열에 변이가 일어나면, 해당 유전자로부터 발현되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유전 질환 발생률이 높아질 것이다.

서열에서도 변이가 일어나서 단백질의 구조 및 기능에 변화가 생기고 유전형질이
변함을 간단히 언급하였을 경우.

〈 전체 12 점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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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대립 유전자의 이동 (유전자 이입과 이출), 그리고 유전적 부동 등에 기인할
5점: 계산 과정을 순서대로 진행하여 p와 q의 값을 얻었을 경우.

것임을 언급함.

1점:  를 이용하여 단순히 바로 답만 쓸 경우.
3점: 계산 과정을 순서대로 진행하여 얻은 p와 q 값을 사용 p2=0.49, 2pq=0.42, q2=0.09를 얻은

예시 답안

뒤, 조사에서 얻은 값과 비교하여 같음을 언급하고,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서술함.
[논제 II] 제시문 [가]∼[바]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2점:  를 이용하여 얻은 값을 바로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의 식(p+q=1와 p2+2pq+q2=1)에
대입하여 두 식을 만족시킴을 보여주고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언급함.

(1) 멘델의 유전 법칙을 세포 핵분열 때의 염색체의 행동 및 생식 세포의 수정과 관련지어
논술하시오. (12점)

3점: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들끼리 교배가 계속될 경우에는 A1A2의 이형 접합(잡종)끼리의
교배에서 A1A1 및 A2A2의 동형 접합(순종)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가 계속 태어나나

멘델이 사용한 유전 인자라는 용어는 현재의 용어로는 유전자이며, 염색체 내의 DNA 상에서

(A1A2 x A1A2 → A1A1 + 2A1A2 + A2A2), 동형 접합 유전자형 A1A1을 가진 개체들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을 염기 서열로 암호화하여 담고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유전자는

사이에서는 그대로 동형 접합 유전자형만이 계속 태어나기 때문에 (A2A2의 경우도

개체군 내에서 여러 다른 형태(version)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유전자의 여러 형태를

동일), 세대를 거치면서 A1A2은 줄어들고 A1A1과 A2A2는 늘어나게 됨을 잘 논술함.

단위적으로 대립 유전자(allele)라 한다. 염색체 수가 반수체(n)인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
생성된 체세포에는 염색체가 2배체(2n)로 존재하며 상동 염색체 쌍에 어떠한 두 대립

2점: 위에서 설명한 내용대로 언급하면서 이 열성 대립 유전자 두 개를 가진 동형 접합
유전자형(순종)의 개체수가 늘어나고, 집단의 유전 질환 발생률이 높아짐을 잘 언급함.

유전자가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특정한 유전 형질을 보이게 된다. 상동 염색체 쌍에 같은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면 동형 접합자(homozygous, 순종), 다르면 이형 접합자(heterozygous, 잡종)라
부르며, 대립 유전자의 조합, 즉 유전자형에 따라 우성 또는 열성 형질의 표현형을 띠게 된다.

1점: 집단의 유전 질환 발생률이 높아짐을 단순히 언급함.

멘델이 보여준 분리의 법칙은 체세포의 일종인 생식 세포가 감수 분열을 일으킬 때, 복제된
상동 염색체가 접합체(2가 염색체, 또는 4분 염색체)를 이루어 감수 1분열 중기의 적도면에

(4) 미국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집단에서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일으키는 대립

무작위로 배열된 후, 각각의 딸세포로 나뉘면서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들어 반수체(n)가

유전자의 빈도 또는 유전자형의 빈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고, 이를 하디-바인베르크

되는 현상에 유래한다. 계속되는 감수 2분열에서는 복제된 염색 분체(sister chromatid)마저

법칙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 (6점)

나눠짐으로서 배우자 세포를 낳게 된다. 따라서 배우자 세포는 하나의 대립 유전자를 갖게
되고,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하면 다시 2배체를 이루게 된다. 즉, 생식 세포의 감수 분열

말라리아 발생 빈도가 낮은 미국에서 살 경우에는 이러한 대립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과정에서 무작위적인 상동 염색체의 배열 및 분리가 일어나고, 이로부터 생성된 배우자

말라리아 저항성의 이로운 점은 필요가 없지만 헤모글로빈 응집에 의한 해로운 점은 그대로

세포가 수정을 하여 다시 상동 염색체 쌍을 이루기 때문에 멘델은 완두를 사용한 유전적

갖게 되어 생존 및 생식에서 불리한 상태가 된다. 따라서 낫형 적혈구 빈혈 형질을 주는 대립

실험에서 분리의 법칙을 관찰할 수가 있었다. 독립의 법칙도 유사하나, 단지 두 종류의

유전자의 빈도 또는 유전자형의 빈도가 세대를 거치면서 자연선택에 따라 유전자풀에서 점점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상동 관계에 있지 않는 염색체에 각각 위치할 경우에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진화 과정에는 돌연변이, 자연 선택, 대립 유전자의 이입과 이출(타

나타나는 현상이며, 복제된 각각의 상동 염색체 접합체들이 감수 1분열 중기의 적도면 상에서

지역 출신과의 결혼) 그리고 유전적 부동 등이 작용할 것이다.

서로 독립적으로 무작위의 조합으로 배열된 후, 딸세포로 나뉘기 때문에 나타나는 유전
현상이다. 계속되는 감수 2분열에서는 복제된 염색 분체마저 나눠짐으로서 배우자 세포를

3점: 미국에는 말라리아 발생률이 낮아서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일으키는 대립 유전자를

낳게 된다. 이렇게 생성된 정자와 난자는 수정을 하면 다시 2배체를 이룬다. 즉, 두 종류의

가진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이 대립 유전자의 이로운 점은 사라지고, 생존과 번식에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 종류의 상동 염색체에 위치하고 감수 분열 중에

불리한 점만 남아 낫형 적혈구 빈혈 형질을 주는 대립 유전자의 빈도 또는 유전자형의

무작위로 배열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유전되어 우성 또는 열성의 유전 형질을 나타내는

빈도가 세대를 거치면서 자연선택에 따라 유전자풀에서 점점 줄어들 것임을 설명함.

현상을 독립의 법칙이라 한다.

3점: 유전자풀에서 낫형 적혈구 빈혈 형질을 주는 대립 유전자의 빈도 또는 유전자형의
빈도가 줄어드는 이유는 세대를 거쳐 돌연변이, 자연 선택, 타 지역 출신과의 결혼에

- 158 -

(2) 대립 유전자의 변이에 따른 형질 발현의 변화를 DNA와 단백질 그리고 개체의 자연선택에
따른 집단의 진화와 관련하여 논술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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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의 정보는 DNA의 염기 서열에 암호화 되어 있으며, 유전자의 정보에 따라 생성된
단백질의

기능으로

표현되는

현상이

유전

형질이다.

유전자의

DNA

염기

서열에

변이(돌연변이, 전좌, 중복, 삽입, 제거, 교차 등)가 일어나면, 해당 유전자로 부터 발현되는

(4) 미국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집단에서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일으키는 대립
유전자의 빈도 또는 유전자형의 빈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고, 이를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 (6점)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에서도 변이가 일어날 것이다. 단백질의 변이로 구조 및 기능에
변화가 생기면 개체의 유전 형질도 변화가 따르게 될 것이다. 다세포 진핵 생물은 수정란이

말라리아 발생 빈도가 낮은 미국에서 살 경우에는 이러한 대립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분열 및 분화 그리고 발생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세포들을 생성하여 조직과 기관을 만들고

말라리아 저항성의 이로운 점은 필요가 없지만 헤모글로빈 응집에 의한 해로운 점은 그대로

궁극적으로는 개체를 발생시키는데, 유전자의 변이에 따른 단백질의 변이는 이러한 모든

갖게 되어 생존 및 생식에서 불리한 상태가 된다. 따라서 낫형 적혈구 빈혈 형질을 주는 대립

과정에 영향을 주어 개체의 유전 형질에 변화를 주게 된다. 대립 유전자의 변이로 인한

유전자의 빈도 또는 유전자형의 빈도가 세대를 거치면서 자연선택에 따라 유전자풀에서 점점

개체의 유전 형질의 변화가 생존 및 생식 등에서 이로운지, 중립적인지 또는 해로운지에 따라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진화 과정에는 돌연변이, 자연 선택, 대립 유전자의 이입과 이출(타

개체는 자연선택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결과 대립 유전자는 세대를 거쳐 집단 내에서

지역 출신과의 결혼) 그리고 유전적 부동 등이 작용할 것이다.

빈도가 늘거나 줄면서 집단의 진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어떤 집단에서 대립 유전자 A1과 A2에 대한 유전자형 빈도를 조사하였더니, 유전자형
A1A1, A1A2, A2A2의 빈도가 각각 0.49, 0.42, 0.09로 나타났다. 대립 유전자 A1의 빈도 p와
A2의 빈도 q를 계산하고,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이용하여 이 집단이 진화 중인지를
논술하시오. 한편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들끼리 교배가 계속될 경우에 나타날 집단
내의 유전자형의 변화에 대하여 논술하고, 이때 대립 유전자가 유전 질환과 관련이
있다면 집단의 질환 발생률에 미칠 영향도 논술하시오. (단, 이 유전 질환은 열성이다.)
(12점)
조사에서 얻은 A1A1의 빈도 p2=0.49, A1A2의 빈도 2pq=0.42, A2A2의 빈도 q2=0.09이므로,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의 식(p+q=1와 p2+2pq+q2=1)을 이용하여






대립 유전자 A1의 빈도는 p2+2pq ×  = p(p+q) = p = 0.49+0.42 ×  = 0.7이고,


대립 유전자 A2의 빈도는 q +2pq ×  = q(q+p) = q = 0.09+0.42 ×  = 0.3이다.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구분
문제
자료

채점기준
답안작성

세부판단기준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1. 제시 예문 분석

2

제시문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생명과학Ⅰ 단원인 염색체, 유전의 기본 원리, 사람의 돌

즉, p는 0.7 그리고 q는 0.3이다.

연변이와 생명과학Ⅱ 단원인 유전물질, 유전자의 발현, 개체군의 진화 등에 관한 내용이 제시

계산으로 얻어진 p와 q의 값을 사용하여 유전자형 A1A1, A1A2, A2A2의 빈도를 계산하였을 때

되고 있다. 제시문 [가]에서는 염색체, [나]에서는 광인산화반응, [다]에서는 DNA 구조와 유전

각각 p2=0.49, 2pq=0.42, q2=0.09이며, 유전자형의 빈도 조사에서 얻었던 값과 같으므로

자 발현, [라]에서는 진화론, [마]에서는 하디-바인베르크의 법칙, [바]에서는 낫 모양 적혈구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만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집단은 유전적 평형이 유지되는

빈혈증과 자연선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생명과학Ⅰ과 생명과학Ⅱ에

집단이며 현재 진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서 배우는 내용이다.

이 집단에서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들끼리 교배가 계속될 경우에는 매 세대마다 A1A2의

제시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이형 접합(heterozygous)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의 50%가 각각 25%씩 A1A1 및 A2A2의 동형

- 고등학교 생명과학Ⅰ, 박희송 외, 2012, ㈜교학사

접합(homozygous)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로 태어나고 (A1A2 x A1A2 → A1A1 + 2A1A2 + A2A2),

- 고등학교 생명과학Ⅰ, 박희송 외, 2013, ㈜교학사

동형 접합 유전자형 A1A1을 가진 개체들 사이에서는 그대로 동형 접합 유전자형만이 계속

- 고등학교 생명과학Ⅰ, 권혁빈 외, 2013, ㈜교학사

태어나기 때문에 (A2A2의 경우도 동일), 세대를 거치면서 A1A2은 줄어들고 A1A1과 A2A2는

-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박희송 외, 2012, ㈜교학사

늘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립 유전자가 열성의 유전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집단의

- 고등학교 생명과학Ⅰ, 심규철 외, 2013, 비상교육

유전 질환 발생률이 높아질 것이다.

- EBS 수능특강 생명과학Ⅱ, 백승용 외, 2014, EBS출판사업부
- 고등학교 High Top 생명과학Ⅰ(1권), 손희도/배미정, 2013, 두산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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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문항정보]
2. 질문 문항 및 출제의도 분석

일반정보

[논제Ⅱ](1)은 고등학교 생명과학에서 배우는 멘델의 유전법칙, 세포 분열과 수정 과정에서
의 염색체 행동을 이용해 답안 작성이 가능한 문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의 질문이라 할
수 있다.
[논제Ⅱ](2)는 대립유전자의 변이에 따른 형질 발현의 변화에 대해 고등학교 생명과학에서
배우는 유전자의 형질 발현과 개체의 자연선택에 따른 집단의 진화라는 개념을 이용해 답안
작성이 가능한 문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의 질문이라 할 수 있다.
[논제Ⅱ](3)은 수능 생명과학Ⅱ에서도 빈출되는 하디-바인베르크의 법칙을 이용해 답안 작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의학계열[11.14(오전)] / 문제2
문항번호
고등학교 과목명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출제 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유전자 검사, 유전자 치료, 생명공학
예상 소요 시간
120분(생명과학과 수학문제 총시간)

성이 가능한 문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의 질문이라 할 수 있다.
[논제Ⅱ](4)는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일으키는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자연선택에 의해
줄어든다는 내용을 이용해 답안을 작성하는 문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의 질문이라 할 수

문항 및 제시문
II.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40점)

있다.
생명체의 개체 또는 집단 수준 연구에서 확립된 멘델의 유전법칙과 다윈의 진화론을 현대
의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그리고 집단 유전학적인 개념과 지식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사고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출제의도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 분석
채점기준과 그에 맞춰 작성된 예시답안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범위에서 작성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단, 답안 작성 수준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채점기준이 제시되었는데, 채점 과정에서 기준의 추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모범답
안의 경우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담아내려 노력하다 보니 장황하게 작성되었다. 핵심적인 키워
드나 문장이 포함되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채점기준을 명확히 하고, 모법답안도 문제
에서 요구하는 핵심 내용만을 고등학교 수준에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총평
고등학교 교육과정 생명과학 Ⅰ과 Ⅱ를 제대로 배운 학생이라면 충분히 답안 작성이 가능
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생명과학Ⅱ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아 생명과학Ⅱ를 배우지 않은
학생은 답안 작성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이지만, 그 수준이 자연계열Ⅰ 문제에 비해 낮아 어렵지 않게 문제에 접근하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출제라는 원칙을 준수한 문제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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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전자 치료는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대체시켜 유전적 결함을 치료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치료법을 말한다. 1990년 중증면역결핍증에 걸린 네 살 난 여자 아이를 최초로
유전자 치료법으로 완치시키면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999년 유전적 대사 장애를
앓고 있던 18세 소년이 유전자 치료 과정에서 유전자 전달 도구로 사용된 아데노바이러스
투여에 의한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영화 <마이 시스터즈 키퍼>에서 백혈병에 걸린 언니 케이트를 살리기 위해 동생 안나는
계획적인 움직임 속에 태어난다. 안나가 될 수정란은 착상되기 전 미리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백혈병을 유발하는 유전적 결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 안나는 이른바 ‘맞춤형 아기(designer
baby)’로 태어나 백혈구, 줄기 세포, 골수 등을 언니에게 기증한다. 이처럼 맞춤형 아기란 유전
질환 치료의 목적으로 유전자 선별에 의해 태어난 아기를 뜻한다. 하지만 이러한 맞춤형 아기를
논할 때 항상 따라붙는 꼬리표는 생명 윤리와 관련된 문제인데, 2008년 영국에서 맞춤형 아기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논란의 불씨는 더욱 커졌다. 영국 산부인과의사협회의 질리언
록우드 박사는 맞춤형 아기에 대해 “아기를 진열대 위의 상품처럼 만드는 일”이라며 경계했다.
유전자를 선별하기 위해 만들고 폐기 처분하는 배아 역시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각한다면, 맞춤형
아기는 분명 소중한 생명체를 훼손하는 일이다. 이러한 논란에도 맞춤형 아기 출산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
2013년 암 예방을 위해 양쪽 유방을 제거했던 할리우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2015년 3월
같은 이유로 난소와 나팔관을 떼어낸 사실을 공개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졸리는
2013년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자신은 BRCA1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으며,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예방 차원에서 난소와 나팔관 절제술을 받은
졸리는 “모든 BRCA1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들이 수술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며,
자신의 경우는 “어머니를 포함해 가족 중 세 명의 여성이 암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의료진과
상의해 수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졸리의 수술 소식에 대해 과거 치료 중심
의학에서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예방 중심 의학으로 전환되는 미국의 최신 의료 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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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라]
1990년부터 인간의 유전체에 있는 모든 DNA 염기 서열을 알아내고, 유전자의 위치를
지도화하는 인간 유전체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출범 당시부터 단순히 인간 유전체의
DNA 염기 서열만을 밝히는 것이 아닌, 인류의 건강 증진 추구를 위한 연구라는 포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인간 유전체 지도의 완성으로 인간 유전자의 대략적인 개수를 알게 되었지만
이들 중 그 기능을 알고 있는 유전자 수는 많지 않다. 인간 유전체 연구가 진행되면서 유전병의
원인이 되거나 유전병과 관련이 깊은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탐지하여 조기에 질병을 진단하거나
예측하는 진단 키트나 칩이 개발되고 있다.
[마]
암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p53 유전자의
발견이다. 이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마치 자동차 브레이크가 차의 속도를 줄이고 정지시키는 것처럼, 이 유전자는 암세포의
DNA 복제를 억제하여 세포 분열 속도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p53에 이상이 발생하면, 세포는
자제력을 잃고 마구 증식하게 된다. 암 환자의 50% 이상에서 p53 유전자의 이상이 발견된다.
하지만 p53 유전자를 치료한다고 해서 암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와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 그리고 이들과 상호 작용하는 모든
단백질들과의 네트워크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
특정한 하나의 유전자가 단일 질환을 유발하는 경우는 인간 유전자 가운데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유전 질환은 두 개 이상의 유전자와 환경과의 상호 작용과 관련되어 있다. 대부분의 암
환자는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나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나 있다. 한편 개인의
식습관, 운동, 흡연 및 기타 환경 요인에 따라 개인의 암 발병 여부가 달라진다. 100%
유전적으로 동일한 1란성 쌍둥이라도 항상 동일한 질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환경
요인이 개인의 질병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개체의
표현형은 대부분 유전과 환경이 상호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라도
서로 다른 환경에 노출되면 표현형이 달라질 수 있다. 게다가 서로 다른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라도 서로 다른 환경에 노출되면 표현형의 차이가 커지거나 줄어들 수 있다.
[사]
쌍둥이 연구는 유전과 환경이 형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1란성 쌍둥이는 하나의 난자가 수정하여 생긴 수정란이 발생 초기에 나뉘어져 발생하므로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반면에 2란성 쌍둥이는 난자 2개가 배란되고 각각 수정하여 생긴 수정란이
발생하므로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자]
20세기 초, 프랑스의 생리학자 알프레드 비네(Alfred Binet)는 파리에서 정규 공공 교육을 통해
지적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찾아내고자 지능지수(IQ)를 개발하였다. 비네의 IQ
검사는 지능에 관한 이론에 기초한 것은 아니며, 지적 능력을 완벽하게 측정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측정된 IQ 값은 학력과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학력자에서 IQ 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차]
1978년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태어났다. 이로부터 22년이 흐른 후, 세 차례나 대리모 역할을
했던 클레어 오스틴의 이야기가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프랑스에 사는 어떤 부부가 영국인
기증자로부터는 난자를, 덴마크 정자 은행에서 미국인의 정자를 얻었다. 인공수정은 아테네에서
이루어져 대리모인 오스틴에게 착상되었고, 그녀는 스페인으로 다시 돌아왔다. 대리모가 쌍둥이
딸을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뢰인 부부는 딸 둘이 아니라 아들 하나를 원한다며 임신
중절을 요구했다. 오스틴은 낙태를 거부했고, 결국 쌍둥이 딸은 할리우드에 살고 있는 어느
부부에게 입양되었다.

[논제 II-1] 제시문 [마]와 [바]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제시문 [가]∼[라]에 나타난 현대 생명 공학
기술이 가진 문제점이 무엇인지 논술하시오. (10점)
[논제 II-2] 제시문 [라]∼[바]를 참조하여 예방 의학 관점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특정 질병의
발병을 예측하는 일의 혜택과 문제점을 근거와 함께 논술하시오. (10점)
[논제 II-3] 어떤 질환이 발병하는 데에 유전자와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①부모와 자식 사이를 비교하는 경우, ②1란성 쌍둥이와 2란성 쌍둥이를 비교하는 경우,
③태어난 후 각각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 자란 1란성 쌍둥이와 2란성 쌍둥이를 추적하여
비교하는 경우의 장단점을 제시문 [바]∼[아]를 참조하여 논술하시오. (10점)
[논제 II-4] 남편이 불임인 한 여성이 정자 은행으로부터 고학력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하자. 제시문 [바], [아]∼[차]를 참조하여 태어날 아이의 지능지수(IQ)가 어떨지
예측하여 논술하시오. (10점)

출제 의도

2016학년도 경희대학교 의학계 논술고사는 자연계 고교 교과과목의 기본 개념들에 대한
이해도와 응용력에 바탕을 두고, 통합적 사고의 틀 안에서 학생들의 이해 능력,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 해석력, 그리고 논리적 설명 능력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다. 또한

[아]
교차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생식 세포의 염색체 조합 방식은
8백만 가지가 넘는다.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독설가로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에게 유명한
무용수 이사도라 던컨이 찾아와 “당신의 머리와 나의 미모가 합쳐지면 아주 훌륭한 아이가 탄
생할 것”이라며 은근히 유혹했다. 쇼는 단 한마디로 이를 거절했다. “그렇게 끔찍한 말씀을 하
시다니요. 외모는 나를 닮고 머리는 당신을 닮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 제시문과 논제는 교과 과정을 충실히 따른 학생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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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과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하였다.
논제 II의 과학-생명과학 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유전자 검사 및
유전자 치료, 맞춤형 아기, 조기 진단 기술 등 생명 공학 기술을 주제로 하여 특정 과학 지식의
유무를 평가하기보다는 과학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이해, 제시된 과학적 지식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 추론과 설명의 능력, 과학적인 글쓰기, 인문-사회과학적 기초 소양에 대한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생명 공학 기술은 여러

종합적인 평가를 목표로 하였다. 본 논술에서 인용된 제시문은 <고등학교 생명과학I, II> 교과서의

유전자와 이에 상호 작용하는 많은 단백질들의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내용과 함께 방송 미디어 및 교양 과학 서적에서 발췌한 내용을 포함하였는데, 기본적인

있으며, 환경 요인, 유전자와 환경 사이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인문-사회과학적 소양을 갖추고 있으며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과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쉽게 독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 현대 생명 공학 기술이 유전정보 특히 단일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집중되어 있음을 인지함: 3점
- 현대 생명 공학 기술이 여러 유전자와 이에 상호 작용하는 많은 단백질들의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함: 2점
- 현대 생명 공학 기술이 환경 요인 또는 유전자와 환경 사이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지 못하고

출제 근거

있음을 파악함: 2점

[생명과학]
[가] 고등학교 <생명과학I, II> 교과서; <유전자 치료>,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

- 작성된 글의 논리와 설득력: 0∼3점

2015년 11월 9일 검색
[나] <최적화된 인간 ‘생산’하는 맞춤형 아기>, 성대신문, 2010년 9월 27일자(1490호)
[다] <유방에 이어 난소까지 떼낸 안젤리나 졸리... 의료계 “글쎄”>, KBS NEWS, 2015년
3월 25일자

[논제Ⅱ-2] (배점 10점)
유전자 검사로 질병의 발병 가능성을 예측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문제점을 올바르게
파악하는지 평가한다.

[라] 고등학교 <생명과학 I, II> 교과서
[마] <링크: 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 A.L. 바라바시 지음, 강병남∙김기훈 옮김,
동아시아, 2002

예시답안: 유전자 검사를 통해 특정 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을 알게 된다면 그 질병의 발병을
예방하거나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가령 식습관 등의 환경 요인을 개선하여

[바] 고등학교 <생명과학I, II> 교과서; <우리 유전자 안에 없다>, 스티븐 로우즈, R.C. 르원틴,
레온 J. 카민 지음, 이상원 옮김. 한울, 1993

발병 가능성을 낮추거나 유전자 치료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하지만
질환의 발생이 하나의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로만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여러 가지

[사] 고등학교 <생명과학I> 교과서

유전자들이 상호 작용을

[아] <논쟁 없는 시대의 논쟁>, 영국사상연구소 지음, 박민아∙정동욱∙정세권 옮김, 이음, 2009

때문에 현재의 기술로는 모든

[자] <우리 유전자 안에 없다>, 스티븐 로우즈, R.C. 르원틴, 레온 J. 카민 지음, 이상원 옮김.

예측된 발병 가능성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커질 수 있으며, 다양한 질병의 진단 기회가

한울, 1993

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 요인에 따라 발병 여부가 영향을 받기
질환에 대한 발병 가능성을 검사할 수는 없다. 더구나

오히려 높은 의료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과도한 수술이 행해지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차] <논쟁 없는 시대의 논쟁>, 영국사상연구소 지음, 박민아∙정동욱∙정세권 옮김, 이음, 2009

있다. 또한 이에 따르는 법적·윤리적 문제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의 질병 관련 정보들이 유출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가능한 혜택으로서 발병의 예방과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함을 파악함: 2점

채점 기준

- 모든 질환의 완벽한 예측을 기대할 수 없음을 인지함: 2점

[논제 Ⅱ] 생명과학 (40점 만점, 백지 답안 0점)

- 과도한 염려와 두려움, 높은 의료비용, 과도한 수술, 법적·윤리적 문제, 개인정보 유출 등

[논제Ⅱ-1] (배점 10점)

가능한 문제점을 3가지 이상 인지하여 기술함: 0∼3점 (세 가지 이하인 경우, 개당 1점 부여)

제시문 [마]와 [바]의 핵심 주장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제시문 [가]∼[라]의 생명 공학 기

- 작성된 글의 논리와 설득력: 0∼3점

술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그 문제점들을 올바르게 도출했는지 평가한다.
예시답안:

제시문

[마]에서

암

발생의

원인은

직접적인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뿐만 아니라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의 기능이 잘못되어 나타나기도 하며,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암 관련 유전자들과 이와 상호 작용하는 많은 단백질들 간의
네트워크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바]에서는 유전 질환의 원인으로 하나의
유전자가 단일 질환을 유발하는 경우는 소수이며, 두 개 이상의 유전자가 관여하고 있고.
유전 요인 이외에 환경 요인들이 질병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역설한다.
반면, 제시문 [가]∼[라]에 나타난 현대 생명 공학 기술은 유전 정보와 이에 기초한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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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답안

[논제Ⅱ-3] (배점 10점)
각 연구 방법이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의 장단점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기술했는지 평가한다.

[논제 Ⅱ-1]
제시문 [마]에서 암 발생의 원인은 직접적인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뿐만 아니라

예시답안: ⓵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50% 정도의 유전자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식습관, 거주지 등, 환경까지도 비슷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해도 유전자와 환경이 질환의 발병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할 수 없다(1점). ⓶의
경우 1란성 쌍둥이는 100% 동일한 유전자를 갖는 반면, 2란성 쌍둥이는 보통의 형제자매와
마찬가지로 대략 50% 정도의 유전자를 공유한다. 따라서 2란성 쌍둥이보다 1란성 쌍둥이
사이에서 질병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면 유전적 영향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의 기능이 잘못되어 나타나기도 하며,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암 관련
유전자들과 이와 상호 작용하는 많은 단백질들 간의 네트워크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바]에서는 유전 질환의 원인으로 하나의 유전자가 단일 질환을 유발하는 경우는 소수
이며, 두 개 이상의 유전자가 관여하고 있고, 유전 요인 이외에 환경 요인들이 질병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역설한다. 반면, 제시문 [가]∼[라]에 나타난 현대 생명 공학 기술

된다(1점). 하지만 1란성 쌍둥이가 2란성 쌍둥이보다 더 닮아보여서 더 유사한 양육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서 유전의 영향을 과대평가(1점)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은 유전 정보와 이에 기초한 단일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다. 한편, 1란성 쌍둥이에서 질환 발병에 차이가 나타난다면, 이는 환경의 영향을 강력히

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 요인, 유전자와 환경 사이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지 못

시사한다(1점). ⓷의 경우, ⓶와 비슷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같은 양육 환경에서 자랐기

하고 있다.

현대 생명 공학 기술은 여러 유전자와 이에 상호 작용하는 많은 단백질들의 네트워크라는 관

때문에 나타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1점)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하지만 충분한
표본의 수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1점)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논제 Ⅱ-2]
유전자 검사를 통해 특정 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을 알게 된다면 그 질병의 발병을 예방하거

- 예시 답안에 표시한 항목에 각 1점씩 부여
- 작성된 글의 논리와 설득력: 0∼4점

나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가령 식습관 등의 환경 요인을 개선하여 발병 가능성을
낮추거나 유전자 치료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하지만 질환의 발생이 하나
의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로만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상호 작용

[논제Ⅱ-4] (배점 10점)
각 연구 방법이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의 장단점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기술했는지 평가한다.
예시답안: 태어날 아이의 지능지수에 대해 예측할 수 없으며, 생물학적 아버지가
고학력자라는 사실이 태어날 아이의 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확률에 의존할 것이다(3점).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학력자에서

을 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 요인에 따라 발병 여부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로는 모
든 질환에 대한 발병 가능성을 검사할 수는 없다. 더구나 예측된 발병 가능성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커질 수 있고, 다양한 질병의 진단 기회가 오히려 높은 의료비용을 발생할 수 있으
며, 과도한 수술이 행해지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르는 법적·윤리적 문
제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의 질병 관련 정보들이 유출되
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능지수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고학력자의 지능지수가 확실하게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1점). 이 사람의 높은 학력이 높은 지능지수 때문인지,
아니면 양육 환경이나 부모의 열망, 개인의 노력과 같은 다른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알

[논제 Ⅱ-3]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실제로 고학력자의 지능지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지능지수가 얼마나

⓵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50% 정도의 유전자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식

유전되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1점). 지능과 같은 복잡한 형질은 다수의 유전자와 다수의

습관, 거주지 등, 환경까지도 비슷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해도 유전자

환경적 요인이 상호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일 것이며, 이러한 형질일수록 태어나서 자라는
양육 환경(예: 동기부여, 지적 자극 등)이 얼마나 다른가에 크게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와 환경이 질환의 발병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할 수 없다. ⓶의 경우 1란성 쌍둥이는

셋째, 지능지수가 어느 정도 유전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정자에 어떤 유전자들이

정도의 유전자를 공유한다. 따라서 2란성 쌍둥이보다 1란성 쌍둥이 사이에서 질병이 함께 나

담길 것인지는 확률에 의존하기 때문이다(1점).

타나는 경우가 많다면 유전적 영향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1란성 쌍둥이가 2란

-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여 논리적으로 기술함: 3점
- 판단의 근거를 올바르게 제시: 각 1점 (총 3점)
- 작성된 글의 논리와 설득력: 0∼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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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동일한 유전자를 갖는 반면, 2란성 쌍둥이는 보통의 형제자매와 마찬가지로 대략 50%

성 쌍둥이보다 더 닮아보여서 더 유사한 양육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서 유전의 영향을 과
대평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1란성 쌍둥이에서 질환 발병에 차이
가 나타난다면, 이는 환경의 영향을 강력히 시사한다. ⓷의 경우, ⓶와 비슷한 해석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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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같은 양육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

활용하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출제라 할 수 있다.

이 있다. 하지만 충분한 표본의 수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제시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점에 주의해야 한다.

- 고등학교 생명과학Ⅰ, Ⅱ 교과서
- <유전자 치료>,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2015년 11월 9일 검색

[논제 Ⅱ-4]
태어날 아이의 지능지수에 대해 예측할 수 없으며, 생물학적 아버지가 고학력자라는 사실이
태어날 아이의 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확률에 의존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학력자에서 지능지수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
다고 하더라도 특정 고학력자의 지능지수가 확실하게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사
람의 높은 학력이 높은 지능지수 때문인지, 아니면 양육 환경이나 부모의 열망, 개인의 노력
과 같은 다른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실제로 고학력자의 지능
지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지능지수가 얼마나 유전되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지능과 같은 복잡
한 형질은 다수의 유전자와 다수의 환경적 요인이 상호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일 것이며, 이러
한 형질일수록 태어나서 자라는 양육 환경(예: 동기부여, 지적 자극 등)이 얼마나 다른가에 크
게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지능지수가 어느 정도 유전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정자에 어떤 유전자들이 담길 것인지는 확률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 최적화된 인간 ‘생산’하는 맞춤형 아기, 성대신문, 2010년 9월 27일자(1490호)
- 유방에 이어 난소까지 떼낸 안젤리나 졸리... 의료계 “글쎄”, KBS NEWS, 2015년 3월 25일자
- 링크: 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 A.L. 바라바시 지음, 강병남·김기훈 옮김, 동아시아,
2002
- <우리 유전자 안에 없다>, 스티븐 로우즈·R.C. 르윈틴·레온 J. 카민 지음, 이상원 옮김,
한울, 1993
- 논쟁 없는 시대의 논쟁, 영구사상연구소 지음, 박민아·정동욱·정세권 옮김, 이음, 2009
2. 질문 문항 및 출제의도 분석
의학계열 문제는 단순한 과학 지식을 묻는 문제가 아니다. 제시문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해
답안을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논제Ⅱ-1]에서는 유전 질환 치료의 한계를 언급한 제시문 [마]와 [바]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라]에서 언급된 유전자 치료, 맞춤형 아기, 예방적 절제술, 질병을 진단 키트나 침의 개
발 등의 현대 생명 공학 기술이 가진 문제점을 논술토록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구분
문제
자료

채점기준
답안작성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이라면 충분히 답안 작성이 가능하다.

세부판단기준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논제Ⅱ-2]는 제시문 [라]∼[바]에 나온 내용을 참조하면 예방 의학 관점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특정 질병을 예측하는 일의 혜택과 문제점에 대한 답안 작성이 가능한 문제이다.
[논제Ⅱ-3]은 어떤 질환이 발병하는 데에 유전자와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세 가지
경우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문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지식과 제시문[바]∼[아]를 참
조하면 답안 작성이 충분히 가능하다.
[논제Ⅱ-4]는 제시문 [바], [아]∼[차]를 참조하면 문제의 조건에서 태어날 아이의 지능지수
(IQ)가 어떨지 예측 가능하다.
주어진 문제 모두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제시문을 활용해 답
안작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출제라 할 수 있다.
의학계열 학생을 선발하는 문제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유전자 검사

1. 제시 예문 분석

및 유전자 치료, 맞춤형 아기, 조기 진단 기술 등 생명공학기술을 주제로 하여 출제되었다.

제시문 [가]에서는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정상적인 유전자로 대체하는 유전자 치료, [나]에서

특정 과학지식의 유무를 평가하기보다는 과학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이해, 제시된 과학적 지

는 유전 질환 치료의 목적으로 유전자 선별에 의해 태어나는 맞춤형 아기, [다]에서는 암 예

식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 추론과 설명의 능력, 과학적인 글쓰기, 인문·사회과학

방 차원에서 유방에 이어 난소와 나팔관 절제술을 받은 안젤리나 졸리 기사, [라]에서는 인간

적 기초 소양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목표로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출

유전체 사업과 진행 과정, [마]에서는 p53 유전자와 암치료, [바]에서는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

제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제시문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의 생명과학Ⅰ과 Ⅱ 교과서

관계, [사]에서는 1란성 쌍생아와 2란성 쌍생아의 차이, [아]에서는 버나드 쇼와 이사도라 던

의 내용과 함께 언론 및 교양 과학 서적에서 발췌한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고등학교 교육과

컨의 일화, [자]에서는 IQ 값과 학력의 상관 관계, [차]에서는 대리모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정 생명과학 교과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독해할 수 있는 내

제시문에서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직접 활용하는 일반적인 자연계열 문제와 달리 의학계열

용이었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출제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주어
진 제시문에 대한 해석과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를 통해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
성하는 문제로, 답안 작성 과정에서 필요한 과학적 지식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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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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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문항정보]
채점기준과 그에 맞춰 작성된 예시답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범위에서 작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됐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나 문장이 포함되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 또한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단, 채점기준에서 각 논제마다
작성된 글의 논리와 설득력에 대해 0∼3점(또는 4점)이라는 채점기준이 제시되었는데,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총평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출제는 단순히 제시문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발췌하고, 답안 작성
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적 지식만을 활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상적으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 네오르네상스전형/고른기회전형/단원고특별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인문계열[11.28(오전)] / 문제1
문항번호
고등학교 과목명
사회
출제 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사회정의, 공정성
예상 소요 시간
준비시간 10분 / 면접시간 5분

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이라면 주어진 제시문을 해석하고 활용해 문제에 대한 답
안을 작성할 수 있는 경우도 교육과정 내 출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단순한 과학 지식을 묻는
수준에서는 변별이 쉽지 않은 의학계열 논술문제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향으로 출제되어야 한
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학계열 문제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출제라는 원칙을 준
수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문항 및 제시문
<문제>
많은 국가들에서 불평등이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공무원 채용이나 대학 입학에서의 소
수집단 우대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공정성에 위배
된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말하시오.
■ 추가질문
1)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공정하다는 의견에 대한 추가질문
많은 사람들은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실력 있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비판
하며, 개인에 대한 평가는 그 개인이 갖는 개성, 장점, 성과로 평가해야하지 소속집단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말해보시오.
2)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한 추가질문
개인의 성취 역시 사회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즉, 그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
경이 좋을수록 그 개인은 더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음.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무시하고 전
적으로 그 개인이 이룬 성취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대
한 학생의 의견을 말하시오.

출제 의도

본 문제는 불평등이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실시되는 소수집단 우대정책의 공정성 여부를
묻는 질문이다.
본 질문은 <지학사: 사회․문화> p.153의 공정성 및 <미래엔: 생활과 윤리>의 「사회정의와 정
의로운 사회」(pp. 184-195) 부문을 (특히 pp. 184-185에 나오는 ‘사회정의의 의미와 중요성’
부문을) 기본 배경으로 하며, <금성출판사: 윤리와 사상>의 「사회정의」부문(pp. 24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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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p. 244에 나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개념) 및 <금성출판사: 법과정치>의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pp.99-107) 부문을 (특히 p. 101에 나오는 ‘절대적·형식적 평등’과
‘상대적·실질적 평등’의 개념을) 적용하여, 그 응용문제로써 소수집단 우대정책의 공정성
여부를 묻고 있음. 위 교과서들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다면, 소수집단 우대정책의 공정성
여부를 각 각의 입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다.

평가하는 것을 옳지 않음.
▷ 소수자 우대정책의 존재 자체가 그 소수집단의 사회적 열위 위치에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자체가 집단간 사회적 불평등성을 공고히 할 위험도 있음.
▷ 공동체에서 공공의 선은 모두가 승자가 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이루어 질 수 있다
는 점.
[우수] 위의 [매우우수]에 비해 답변의 근거로 제시하는 논거의 내용이 논리성과 설득력에서 다소
떨어지는 경우.

출제 근거

[보통] 논거의 내용이 단편적이거나 주관적 느낌이나 편견만으로 답변하는 경우.
<지학사: 사회․문화> p.153의 공정성

[다소 미흡]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이 질문과 맞지 않는 경우.

<미래엔: 생활과 윤리>의 「사회정의와 정의로운 사회」(pp. 184-195)
<금성출판사: 윤리와 사상>의 「사회정의」부문(pp. 241-248)
<금성출판사: 법과정치>의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pp.99-107)

예시 답안

-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공정하다는 의견

채점 기준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는 소수집단은 균등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소수집단에

-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공정하다는 의견

게 균등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형성된 공고화된 사회질서는 결국 그 소수집단에 속한 개
[탁월함] 아래의 [매우우수]에 나온 내용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추가질문에 대

인성원들의 수학능력 점수나 학점, 혹은 학력 등의 성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런 상황에서, 단순 점수만으로 취업이나 입학을 결정하면, 결국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

한 답변도 탁월한 경우.

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차별받는 소수집단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적 약자

<추가질문 답변 예시>
▷ 한 사람의 진정한 역량평가를 위해서는 성적이나 스펙 등의 성취만을 보아서는 안되며, 그 이

위치를 탈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이것이 공정한 사회시스템임.

면에 깔린 불합리한 교육여건이나 성취여건을 살펴야 함.
[매우 우수] 예시 답변에서 제시된 내용을 논리적으로 충실히 설명한 경우. 특히 아래의 내용과

-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
소수집단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취업이나 대학입학에 특혜를 주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유사한 설명을 한 경우.
▷ 차별받는 소수집단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적 약자 위치를 탈피하는데 도움을

소수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리함을 준다는 것을 의미함. 사람은 그 개인이 갖는
개성, 장점, 성과로 평가해야지, 그 개인이 어떤 집단에 속하는 지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줄 수 있음.
[우수] 위의 [매우우수]에 비해 답변의 근거로 제시하는 논거의 내용이 논리성과 설득력에서 다소

않음. 이것은 공정경쟁을 가로막는 평등권 침해임. 개인이 다수집단으로 태어난 것은 그 개

떨어지는 경우.

인의 선택사항이 아닌데, 그러한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례가 있다면

[보통] 논거의 내용이 단편적이거나 주관적 느낌이나 편견만으로 답변하는 경우.

그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임.

[다소 미흡]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이 질문과 맞지 않는 경우.

또, 소수자 우대정책의 존재 자체가 그 소수집단이 사회적 열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의 선
언이며, 이러한 선언은 그 집단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강화시킴. 이러한 인식자체가 집단간

-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

사회적 불평등성을 공고히 할 위험도 있음.

[탁월함] 아래의 [매우우수]에 나온 내용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추가질문에 대
■ 추가질문 및 예시 모범답안

한 답변도 탁월한 경우.
<추가질문 답변 예시>
▷ 소수집단의 차별받는 열악한 환경자체를 바꿔야지, 열악한 환경의 결과로써 발생하는 성취를
기반으로 채용이나 입학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님.
[매우 우수] 예시 답변에서 제시된 내용을 논리적으로 충실히 설명한 경우. 특히 아래의 내용과

1)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공정하다는 의견에 대한 추가질문
많은 사람들은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실력 있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비판
하며, 개인에 대한 평가는 그 개인이 갖는 개성, 장점, 성과로 평가해야하지 소속집단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말해보시오.

유사한 설명을 한 경우.
▷ 사람은 그 개인이 갖는 개성, 장점, 성과로 평가해야지, 그 개인이 어떤 집단에 속하는 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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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모범답안]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소수집단에게 기회 자체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수집단 사람들이
이룬 성취 자체는 그 사람의 역량을 완전히 보여주는 것은 아님. 물론 개인이 이룬 성취를
선발의 기준으로 삼아야겠지만, 그 사람의 진정한 역량평가를 위해서는 액면그대로의 성적
이나 스펙 등의 성취만을 보아서는 안 되며, 그 이면에 깔린 불합리한 교육여건이나 성취
여건을 살펴야 함.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표면적인 점수가 낮더라도 입시나 취업에 소수자
우대를 하는 것이 다수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역차별 하는 것은 아님.
2)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한 추가질문

구분
문제
자료

채점기준
답안작성

세부판단기준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개인의 성취 역시 사회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즉 그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
경이 좋을수록 그 개인은 더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음.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무시하고 전
적으로 그 개인이 이룬 성취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대
한 학생의 의견을 말하시오.

어느 사회이든 사회적 형평성 또는 평등을 위해 소수자 관련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자 우대정책의 도입 및 운영을 둘러싸고 항상 공정성 논란이 전개되고 있어서 사회적 갈
등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질문은 고등학생으로서 사회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며 이

[예시 모범답안]
소수집단의 차별받는 열악한 환경자체를 바꿔야지, 열악한 환경의 결과로써 발생하는 성
취를 기반으로 채용이나 입학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님.

러한 논란에 대한 자신만의 논리적 주장을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고등
학교 교과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에 대한 이해 및 숙지를 평가하고자 출제하였다.
이 질문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담고 있는‘절대적·형식적 평등’과‘상대적·실질적 평
등’의 개념을) 적용하여, 그 응용문제로써 소수집단 우대정책의 공정성 여부를 묻고 있다.
이와 같은 교과서들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고등학생이라면, 소수집단 우대정책의 공정성
여부를 각각의 입장에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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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문항정보]

「사회·문화」 (지학사), ‘세계화의 진전과 대응 방안’, pp. 235-237, ‘전 지구적 차원
의 문제와 해결 방안’, pp. 242-245,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 네오르네상스전형/고른기회전형/단원고특별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인문계열[11.28(오후)] / 문제1
문항번호
고등학교 과목명
사회
출제 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난민, 세계화
예상 소요 시간
준비시간 10분 / 면접시간 5분

「세계사」 (비상교육), ‘탈냉전 시대의 갈등과 분쟁’, PP. 278-279

채점 기준

- 찬성의견
[탁월함] 아래 [매우우수]에 나더하여 추가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설득력이 있
을 경우.
<추가질문 답변 예시>

문항 및 제시문

▷ 난민을 위한 체계적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
<문제>
세계의 인구 이동은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이유들로 발생한다. 최근 전쟁

▷ 구체적으로 주거, 의료, 교육 등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

과 정치적 이유 때문에 수백 만 명의 국외 난민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

[매우 우수] 아래의 내용과 유사한 답변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경우.

에서 한국은 외국인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 난민 보호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국가의 논리를 뛰어넘은 전 지구적 인류 공동체
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

■ 추가질문

▷ 역사적으로 한국인도 여러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유 때문에 난민이 된 경우가 있

1) 찬성 -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답변한 경우

▷ 한국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심각한 인구 문제를 겪고 있으며 난민의 적극적인 수

유럽 각국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난민들을 받아들였지만 사회 통합에 많은 어려움을

▷ 국외 이민자들의 사회적 다양성과 문화적 풍부함은 글로벌 시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음을 설명.
용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임을 설명.
겪고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 난민들과의 사회 통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2)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한 추가질문

문화적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설명.
[우수] 위의 [매우우수]에 비해 답변의 근거로 제시하는 논거의 내용이 논리성과 설득력에서
다소 떨어지는 경우.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공식적으로 난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있는데, 그렇
다면 보편적 인권의 차원에서 난민의 생존과 자유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보통] 논거의 내용이 단편적이거나 주관적 느낌이나 편견만으로 답변하는 경우.
[다소 미흡]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이 질문과 맞지 않는 경우.

출제 의도

문제의 취지는 교과서에 실린 관련 주제와 개념들에 대한 단순한 암기식 이해의 수준을 넘

- 반대의견

어 실제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이유로 인한 인구 이동과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은 문제의 파악과 해결에 있어 단면적이고 편향적인 패턴에 빠지지 않고 다양하고 종합적인
관점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가려내는 데에 있다.

[탁월함] 아래 [매우우수]에 나더하여 추가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설득력이 있
을 경우.
<추가질문 답변 예시>
▷ 난민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
▷ 전쟁, 독재, 자원을 둘러싼 분쟁 등의 사안에서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심을

출제 근거

강조.

「세계 지리」 (교학사), ‘세계의 인구 이동과 지역 변화’, pp. 19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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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우수] 아래의 내용과 유사한 답변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경우.
▷ 난민을 받아들였을 때 언어, 인종, 문화의 차이로 인해 안국 사회의 통합을 이루기가

1) 찬성 -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답변한 경우

힘들다는 것을 설명
▷ 난민은 숙련된 기술을 제공하기보다 저임금의 단순 노동력을 제공할 가능성이 커 한
국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인종적, 종교적 갈등이 발샐할 가능성을 예측함.

유럽 각국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난민들을 받아들였지만 사회 통합에 많은 어려움
을 겪고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 난민들과의 사회 통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 난만들에 대한 거주, 교육, 의료 등의 광범위한 자원은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
문에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세금 부담을 가중시킴.
[우수] 위의 [매우우수]에 비해 답변의 근거로 제시하는 논거의 내용이 논리성과 설득력에서
다소 떨어지는 경우.

[예시 모범답안]
난민들이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로 정착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선 고국을 떠나
새롭게 한국에 왔기 때문에 주거지를 확볼할 수 있는 방안을 확립해야 한다. 한국인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문화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자립적인

[보통] 논거의 내용이 단편적이거나 주관적 느낌이나 편견만으로 답변하는 경우.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 양질의 직업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난민의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
각종 건강, 의료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난민들의 다음 세대가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

[다소 미흡]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이 질문과 맞지 않는 경우.

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을 위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2) 반대 - ‘난민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답변한 경우

예시 답안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공식적으로 난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있는데, 그
렇다면 보편적 인권의 차원에서 난민의 생존과 자유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 예시 모범답안
[찬성 의견] -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답변의 경우
전쟁과 정치적 문제로 인한 난민 구제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이다. 정치적, 경제적, 문
화적 이유보다 인간의 생존과 자유를 우선 보호해야 하는 것이 전 지구적 공동체의 윤리
이자 의무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인도 일제 식민지 지배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
아 등으로 이주했다. 이런 선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난민을 좀 더 적
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다른 한편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심각한 인구 문제에 직면
해 있다. 난민의 적극적인 수용은 한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동 인구를 확보하여
경제성장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국외 이민자들의 사회적 다양성과 문화적 풍
부함은 글로벌 시대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화적 자원이 될 수 있다.

[예시 모법답안]
난민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적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함으로써 애
초에 난민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난민은 전쟁, 독재정치의 탄압,
자원 개발의 이익을 둘러싼 분쟁 등과 같은 정치적, 지리적, 경제적 이유들 때문에 발생한
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 사회의 개입과 적극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또한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가 해
결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공도체가 해결의 주체가 됨을 의미한다.

[반대 의견] - ‘난민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의 경우
유럽에서의 난민 수용이 사회 통합 실패로 이어진 것처럼 난민을 받아들였을 때 언어,
인종, 문화의 차이로 인해 한국 사회의 사회 통합을 이루기 힘들다. 난민은 숙련된 기술을
제공하기보다 저임금의 단순 노동력을 제공할 가능성이 커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
화시킬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는 지역적, 계층적 갈등에 덧붙여 인종적, 종교적 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난민을 수용한다면 체계적이고 대규모의 지원 대책이 필
요하다. 난민들에 대한 거주, 교육, 의료 등의 광범위한 지원은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외국인 난민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한국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 추가질문 및 예시 모범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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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구분
문제
자료

채점기준
답안작성

세부판단기준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본 문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난민 문제를 세계적인 차원의 인구이동으로 바라보며 그 원인

[경희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 네오르네상스전형/고른기회전형/단원고특별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인문계열[11.29(오전)] / 문제1
문항번호
고등학교 과목명
사회
출제 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사회 갈등, 계층 갈등
예상 소요 시간
준비시간 10분 / 면접시간 5분
문항 및 제시문

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난민 수용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이 문제는 시
의성 있는 국제문제에 대해 얼마나 고등학생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 문제를 바라보는 다각
적 관점 형성 역량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문제>
최근 우버(Uber) 택시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버 택시라 함은 스마트폰 모

본 문제를 통해 한 국가의 내부 문제가 어떻게 국제적 문제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영향 받

바일 앱을 통해 자가용을 가진 일반 운전자와 승객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일부

는 국가들의 대응, 즉 난민 수용정책에 대한 입장을 어떠한 관점에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가는 우버 택시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법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

고등학생들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관점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다. 우버 택시 찬성론자들은 우버 택시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특히 본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세계의 인구이동과 지역의 변화,’

넓혀주는 새로운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우버 택시 반대론자들은 공인된 자

‘세계화에 진전과 대응 방안,’‘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와 해결,’그리고 ‘탈냉전시대의 갈

격을 갖추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택시면허 미소지자가 운전을 할 경우 승객의 안전을 담보

등과 분쟁’등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의 내부의 경제사회적 여건 – 저출산ㆍ고령화, 경제활동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버 택시를 법적으로 허용해야

인구 감소 등 – 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등 다양하고 다층적인 관점을 유연하

한다는 입장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 중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가?

고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등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 추가질문
1) 찬성 - ‘우버 택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지지한 경우
우버 택시를 법적으로 허용할 경우 이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당국으로부터 택시영업행위
를 허가받은 기존 택시운수업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2) 반대 - ‘우버 택시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을 지지한 경우
우버 택시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더 나은 서비스
를 누릴 권리가 있는 일반 대다수 소비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출제 의도

본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문화」(지학사), ‘정보 사회의 형성과 특징’, pp.
238-241, 「윤리와 사상」(금성출판사),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윤리’, pp. 251-255,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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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미래엔), ‘현대사회의 변동과 사회갈등’, pp. 162-166에서 다루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다소 미흡]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이 질문과 맞지 않는 경우.

와 정보화 시대에서 나타나는 계층 간 갈등이라는 주제를 응용한 것이다. 인터넷과 스마트
폰의 등장은 정보화 기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 반대의견

종종 기존 서비스 영역을 침해하는 부정적 결과도 낳고 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서비스가
기존 서비스를 대체한다는 차원을 넘어 기존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

[탁월함] 아래 [매우우수]에 더하여 추가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타당하게 답변하는 경

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상도덕과 윤리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본 문제는 정보

우.

화시대에 벌이지는 이러한 사업주체들 간의 갈등 혹은 사업주체들과 소비자들 간의 갈등을

<추가질문 답변 예시>

어떠한 견지에서 풀어낼 것인지를 학생들이 각자 생각하고 있는 공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도

▷ 택시 기사들도 경제적 약자라는 점.

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 문제가 의도하고 있는 평가의 주안점은 경제주체들 간의

▷ 택시면허는 당국이 발행하는 것으로 택시면허 소지자들은 법에 의해 그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갈등과 소비자 권리를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

권리가 있다는 점.

의 탁월성이다.
[매우 우수] 아래의 내용과 유사한 답변을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 제시할 경우.
▷ 승차거부 등의 서비스 불만족은 자체 계도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는 점.

출제 근거

▷ 진정한 공익은 어느 한 쪽이 손해를 보고 다른 쪽이 이익을 보는 제로섬 게임이면 진정한 공
「사회·문화」(지학사), ‘정보사회의 형성과 특징’, pp. 238-241
「윤리와 사상」(금성출판사),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윤리’, pp. 251-255,

익이 아니라는 점.
▷ 공동체에서 공공의 선은 모두가 승자가 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

「사회」(미래엔), ‘현대사회의 변동과 사회갈등’, pp. 162-166
[우수] 위의 [매우우수]에 비해 답변의 근거로 제시하는 논거의 내용이 논리성과 설득력에서 다소
떨어지는 경우.
채점 기준

[보통] 논거의 내용이 단편적이거나 주관적 느낌이나 편견만으로 답변하는 경우.
- 찬성의견
[다소 미흡]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이 질문과 맞지 않는 경우.
[탁월함] 아래 [매우우수]에 더하여 추가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타당하게 답변하는 경우.
예시 답안

<추가질문 답변 예시>
▷ 기존 택시면허 소지자들도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

■ 예시 모범답안

▷ 일반 택시기사들에게는 더 많은 금전적 이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
[찬성 의견] - ‘우버 택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지지한 경우
[매우 우수] 아래의 내용과 유사한 답변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경우.
▷ 다수의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참다운 공익이라는 점.
▷ 기존 택시 사업자들도 정보화테크놀로지를 이용 우버와 비슷한 서비스를 승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

현행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의 권리중 하나로 선택할 권리 즉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
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보장될 수 있다.

▷ 택시 운전자들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의 권익도 중요하다는 점.
▷ 공정경쟁이야말로 소비자 친환경 경제를 만들 수 있는 첩경이라는 점.

사업자 간 공정경쟁은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가령 우버 택시가 시장에 진입하여
기존 택시운수업자들과 경쟁할 경우 일반 소비자들은 더 싼 가격에 더 높은 품질의 택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심야시간대 승차거부 등이 없는 좀 더 소비자 권익이 보호받는 서

[우수] 위의 [매우우수]에 비해 답변의 근거로 제시하는 논거의 내용이 논리성과 설득력에서 다소
떨어지는 경우.

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산업혁명기 기계화가 경제주체들의 생산양태를 바꾸어 놓았
듯 정보화시대에도 같은 형태로 전자상거래가 산업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다. 기존 택시산
업도 기존 면허체제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버 택시와 경쟁관계를 통해 더 편리하고 소

[보통] 논거의 내용이 단편적이거나 주관적 느낌이나 편견만으로 답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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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지향적인 서비스로 진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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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와 택시기사들의 자체 계도를 통해 승차거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고
[반대 의견] - ‘우버 택시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을 지지한 경우

판사나 검사 의사 한의사 등이 국가고시를 통해 자격을 획득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는
것처럼 개인택시 면허를 소지하거나 택시영업을 허가받은 업체들도 정당하게 당국으로부

택시운수업체에서 일하는 택시기사들이나 개인택시운전사들도 엄연한 우리 사회의 경제

터 획득한 면허를 통해 그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들은 면허소지의 댓가

주체들이다. 그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나 앉는다면

로 차량관리 의무와 납세의 의무,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의무 등도 다하고 있으므로 당국

그것은 결국 한쪽의 이익을 위해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에 불과할 것이다.

이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익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당국으로부터 면허를 부여받고 영업행위로 발생한 이득
의 일부를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납세자들이기도 하다. 이들의 생존권을 당국이 지켜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공익을 실현하는 바른 길이 아니다. 또한 기존 택시면허 소지자들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면허를 취득한 공인된 자들이며 면허를 소지한 것에 대한 댓가로 승
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승객들은 우버 택시를 운행할 공인받지 않
은 일반 운전자들에 비해 범죄에 덜 노출된다고 할 수 있다.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구분
문제
자료

■ 추가질문 및 예시 모범답안
1) 찬성 - ‘우버 택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지지한 경우

채점기준
답안작성

세부판단기준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우버 택시를 법적으로 허용할 경우 이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당국으로부터 택시영업
행위를 허가받은 기존 택시운수업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어떻게 생각하
본 문제는 과학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과 의미를 갖는지,

는가?

그리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 –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 가 발생하는지
에 대해 고등학생들의 인식을 평가하고 있다.

[예시 모범답안]
우버 택시가 물론 택시운수업체들에게는 당장에는 손해를 입힐 수 있다. 하지만 택시업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급속한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체들이 입는 피해는 일반 소비자들이 그들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사회적 현상에 대해 고등학생들이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관점 형성을 유도하고 있으며, 고등

요금을 지불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는 다수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가

학교 교과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사회의 특징,’ ‘자본주의 사회의 윤리,’ 그리고

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소수 회사택시 업체들이지 그들에게 고용되어 있는 회사택시운

‘사회갈등’ 등과 관련된 개념 및 관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관점으로 전개할 수

전기사들이 아니다. 오히려 회사택시 운전기사들에게는 우버 택시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들이 우버 택시기사가 된다면 회사에 사납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더 많
은 금전적 이득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택시업계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된
다고 할 수 있다.
2) 반대 - ‘우버 택시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을 지지한 경우
우버 택시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더 나은 서비
스를 누릴 권리가 있는 일반 대다수 소비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시 모법답안]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우버 택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의 부
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기존 택시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심야시간대 승차거부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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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문항정보]
출제 근거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 네오르네상스전형/고른기회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자연계열[11.28(오전)] / 문제1
문항번호
고등학교 과목명
사회, 기술가정
출제 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지적재산권
예상 소요 시간
준비시간 10분 / 면접시간 5분

「기술 가정」(지학사), ‘특허와 표준화’, pp.132-140
「생활과 윤리」(미래엔), ‘직업적 성공의 도덕적 의미’, pp.213-215
「경제」(교학사), ‘정보화 시대의 국제 경쟁과 협력’, pp.242-243

채점 기준

- 찬성의견
문항 및 제시문

[탁월함] 아래의 [매우우수]에 더하여 추가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타당하게 답

<문제>
특정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어떤 기업이 관련 기술의 특허를 무료로 모두 공개하였다.
무료 기술공개에 대한 찬반의견을 말하시오.

변하는 경우
<추가질문 답변 예시>
▷ ‘금전적 보상만이 기술개발의 동인은 아니다’ 혹은 ‘공공성을 위한 기술 개발도
가능하다’.

■ 추가질문

▷ 기타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타당한 답변

1) 찬성답변의 추가질문

[매우 우수] 본 질문에서 무료 기술 공개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다양하게 제시하며 논리
적으로 명료하고 타당하게 답변하는 경우

무료로 기술을 공개 한다면, 기업이나 개인의 입장에서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을 왜 해야

<무료 기술 공개의 긍정적인 면 예시>
▷ 무료 기술 공개는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장벽을 낮추어 기술 확산을 활성화 할 수 있다.

하는가?

▷ 무료 기술 공개는 기술료에 대한 부담을 낮추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가 있다.
▷ 지나친 기술개발에 대한 권리보장은 특정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이용하여 제품의 가

2) 반대답변의 추가질문

격을 높게 책정하거나 혹은 특허 괴물과 같은 기업이 탄생하는 부작용도 있다.
일부 기업에서 특허권을 이용하여 가격을 고가로 책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수] 위의 [매우우수]에 비해 답변의 근거로 제시하는 논거의 내용이 논리성과 설득력에서
다소 떨어지는 경우.
출제 의도

[보통] 논거의 내용이 단편적이거나 주관적 느낌이나 편견만으로 답변하는 경우.
본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서 「기술 가정」(지학사), ‘특허와 표준화’, pp.132-140,
「생활과 윤리」(미래엔), ‘직업적 성공의 도덕적 의미’, pp.213-215 및「경제」(교학

[다소 미흡]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이 질문과 맞지 않는 경우.

사), ‘정보화 시대의 국제 경쟁과 협력’, pp.242-243에서 다루고 있는 기술개발에 대한

- 반대의견

지적재산권 보호와 기술개발에 따른 금전적 보상 이외의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
고 또한 기술개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지만 자칫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

[탁월함] 아래의 [매우우수]에 더하여 추가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타당하게 답

또한 공공성만 강조하다보면 개인에 대한 권익이 무시될 수 있고 효율성이 떨어 질 수

변하는 경우

있다. 두 가지 주장 중 어떤 주장은 옳고 그르다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의 주
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얼마나 논리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
과 개인의 사익과 사회의 공익에 대한 시민의식 및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된 문제이다.

<추가질문 답변 예시>
▷ 지적 재산에 대한 보장이 있어 활발한 기술 개발이 가능하고 또한 특허 권리 기간이
있어 궁극적으로는 기술 개발에 대한 혜택을 넓힐 수 있다.
▷ 기타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타당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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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전수할 것이고 사회에 그 기술이 개방되지 않아 오히려 기술수혜의 폭을 줄이거나 혹
[매우 우수] 본 질문에서 과학기술의 윤리적 책임을 다양하게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명료

은 같은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개발자의 권리보호를 통해 검

하고 타당하게 답변하는 경우

증된 기술은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보증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무료 기술 공개의 부정적인 면 예시>
▷ 기술 기밸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라져 기술 개발에 대한 의욕 저하.

■ 추가질문 및 예시 모범답안

▷ 기술 개발에 대한 보상이 없어 개발 기술을 비밀리에 전수하여 오히려 기술 수혜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음.

1) 찬성의견 추가질문

▷ 기술 개발에 대한 보호가 없어서 외부에 오픈하지 않게 되어 동일 기술 개발에 대한
사회적 비용 증가.

무료로 기술을 공개한다면, 기업이나 개인의 입장에서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을 왜 해야

▷ 검증되지 않은 기술들을 통한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 소비자 보호가

하는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예시 모범답안]
[우수] 위의 [매우우수]에 비해 답변의 근거로 제시하는 논거의 내용이 논리성과 설득력에서
다소 떨어지는 경우.

역사적으로 특정한 보상 없이도 지적 호기심 충족이나 사회에 대한 공헌 등을 위해서 기
술을 개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기술 개발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기술 개발을 위한 이
유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기술과 자본이 너무 결탁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또

[보통] 논거의 내용이 단편적이거나 주관적 느낌이나 편견만으로 답변하는 경우.

한 국가나 사회가 공공성을 보고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고 자아실현 및 사회적 기여에 대
한 보람과 만족감과 같은 내재적 가치도 중요하다.

[다소 미흡]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이 질문과 맞지 않는 경우.
2) 반대의견 추가질문
일부 기업에서 특허권을 이용하여 가격을 고가로 책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시 답안

[예시 모법답안]

■ 예시 모범답안

특허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여러 기업과 개인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
여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제품 가격은 시장 경제를 통해서 적절하게 조절될 수 있으

[찬성의견]

며 책정된 가격에는 새로운 기술

무료 기술공개는 신생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장벽을 낮추어 기술발전 및 기술확산
을 활성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기술의 발전을 위해 오픈 소스 정신
으로 특허를 개방하였다. 또한 기술료 부담이 없는 복제약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개발을 위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 여러 기업이 해당 기술에 대한 기술료 없이 생산할 수 있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기술 개발에 대한 혜택을 넓힐 수 있다고
본다.

보는 것처럼 기술에 대한 사용료가 낮아져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나친 기술
개발에 대한 권리보장은 특정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이용하여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
거나 혹은 기술개발 보다는 개발된 기술에 대한 특허들을 사들여 특허 권리행사만 하는 특
허 괴물과 같은 기업이 탄생하는 부작용도 있다.

[반대의견]
장기간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개발한 기술에 재산적 가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기술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꾸준한 창출이 어려워 질 수
있다. 또한, 무료로 기술을 공개하여 지적재산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개발자는 비밀리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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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구분
문제
자료

채점기준
답안작성

세부판단기준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논리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과 개인의 사익과 사회의 공익

[경희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 네오르네상스전형/고른기회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자연계열[11.28(오후)] / 문제1
문항번호
고등학교 과목명
사회, 생활과 윤리
출제 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과학 기술과 윤리
예상 소요 시간
준비시간 10분 / 면접시간 5분
문항 및 제시문

에 대한 시민의식 및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된 문제로써 사교육
필요없이 교과서 수준의 이해만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 판단된다.

<문제>
과학기술은 활용에 따라서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해악을 줄 수도 있다. 그
책임은 과학기술을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에게 있고 과학기술자는 자유롭게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을 말하시오.
■ 추가질문
1) 찬성답변의 추가질문
핵폭탄이 인류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인명을 살상한 과학기술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2) 반대답변의 추가질문
핵분열 이론은 원자력 발전과 핵폭탄에 이용되고 있다. 핵분열 이론 자체를 연구하는 것
이 문제가 되는가?

출제 의도

본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서 「생활과 윤리」(미래엔), ‘과학 기술의 본질과 윤리의 관계’,
pp.110-112에서 다루고 있는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성 및 과학기술자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주제를 응용한 것이다. 과학기술이 추구해야 할 가지와 윤리적 책임에 대한 학생들의 사고
를 평가하기 위해 본 문제를 출제하였다.

출제 근거

고등학교 교과서 「생활과 윤리」(미래엔), ‘과학 기술의 본질과 윤리의 관계’, pp.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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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한다.
(활용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채점 기준

▷ 과학기술은 진리 발견과 활용이라는 목적이 모두 있다.
- 찬성의견

▷ 목적이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예상된다면 그 연구나
기술의 활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탁월함] 아래의 [매우우수]에 더하여 추가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타당하게 답변하는

▷ 과학기술자는 긍정적으로 활용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경우
<추가질문 답변 예시>

[우수] 위의 [매우우수]에 비해 답변의 근거로 제시하는 논거의 내용이 논리성과 설득력에서 다소

▷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연구는 비난할 수 없다.

떨어지는 경우.

(기술을 인명 살상에 활용하는 사람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 기타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타당한 답변

[보통] 논거의 내용이 단편적이거나 주관적 느낌이나 편견만으로 답변하는 경우.

[매우 우수] 본 질문에서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적인 면을 다양하게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다소 미흡]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이 질문과 맞지 않는 경우.

타당하게 답변하는 경우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적인 면 예시>
▷ 과학기술은 객과적인 관찰, 실험 및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
▷ 과학기술에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수 없다.

예시 답안

▷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과학기술의 법칙이나 이론이 달라질 수가 없다.
■ 예시 모범답안

▷ 과학기술은 객관성과 확실성이 중요하다.
▷ 과학적 진리발견과 그에 대한 활용은 별도의 문제이다.
▷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의미나 가치가 결정된다.
[우수] 위의 [매우우수]에 비해 답변의 근거로 제시하는 논거의 내용이 논리성과 설득력에서 다소

[찬성의견]
과학기술은 객관적인 관찰, 실험 및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주관적 가치가 개입
될 수 없다. 이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과학기술의 법칙이나 이론이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것을

떨어지는 경우.

의미한다. 또한, 과학기술은 객관성과 확실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치 중
[보통] 논거의 내용이 단편적이거나 주관적 느낌이나 편견만으로 답변하는 경우.

립적이어야 한다. 진리발견과 그에 대한 활용은 별도의 문제이며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의미나 가치가 결정된다.

[다소 미흡]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이 질문과 맞지 않는 경우.
[반대의견]

- 반대의견
[탁월함] 아래의 [매우우수]에 더하여 추가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타당하게 답변하는

과학기술자가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때 기업의 이익, 사회적 요구 또는 개인
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활용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과학기술은

경우

진리 발견과 활용이라는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이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

<추가질문 답변 예시>
▷ 핵폭탄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잘 알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인간의 삶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이 되지 않는다고 예상된다면 그 연구나 기술의 활용은 중단되거나 긍정적으로 활용되도록 과
학기술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기타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타당한 설명
■ 추가질문 및 예시 모범답안
[매우 우수] 본 질문에서 과학기술의 윤리적 책임을 다양하게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타
1) 찬성의견 추가질문

당하게 답변하는 경우
<과학기술의 윤리적 책임 예시>
▷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때 기업의 이익, 사회적 필요 또는 개인의 가치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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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폭탄이 인류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인명을 살상한 과학기술을 어떻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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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문항정보]

할 수 있을까?
일반정보
[예시 모범답안]
핵분열 이론을 연구하는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핵폭탄으로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다.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연구는 비난할 수 없으나 이 기술을 인명살상에 활용하는 사람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2) 반대의견 추가질문
핵분열 이론은 원자력 발전과 핵폭탄에 이용되고 있다. 핵분열 이론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문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 네오르네상스전형/고른기회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자연계열[11.29(오후)] / 문제1
문항번호
고등학교 과목명
국어, 독서와 문법
출제 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통신언어(사이버언어)
예상 소요 시간
준비시간 10분 / 면접시간 5분

제가 되는가?
문항 및 제시문
[예시 모법답안]
핵분열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은 핵폭탄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잘 알기 때문에 핵폭탄으로 활
용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핵분열 이론이 인간의 삶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문제>
오늘날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들을 이용하
여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훈남, 안습과 같은 통신언어(사이버 언어)는
인터넷 또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달 및 공유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통신언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통신언어를 사용하
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한다. 두 의견 중 어느 쪽을 더 지지하는가? 지지하는 이유는?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구분
문제
자료

채점기준
답안작성

세부판단기준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본 문제는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성 및 과학기술자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주제를 응용한
것이다. 과학기술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윤리적 책임에 대한 학생들의 사고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로써 사교육 필요 없이 교과서 수준의 이해만 있으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로

■ 추가질문
1) 통신언어(사이버 언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의 경우
현실에서는 통신언어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 통신언어(사이버 언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
통신언어의 편리성, 효율성 및 기능성은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의사소통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써 적절한 문제라 판단된다.
출제 의도

본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통신언어(사이버언어)로부터의 언어파괴와 폭력에 대한 심각성
을 제고하는 질문임. (독서와 문법 1, p.299, 318-319, 322, 339-343)
본 질문은 <비상교육: 독서와 문법 1> p.279에서의 매체언어, p.299에서의 정보화 사회 언어의
배경, p.318-319에서의 정보화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매체, p.339-343에서의 언어규범과 윤리에서
사이버언어의 사용에 대한 질의를 만들었고, <비상교육: 독서와 문법 2> p.92-93에서 사이버 언
어의 긍정적 견해와 p.288-289에서 부정적 견해를 나타냄으로써 고등학교 교과서인 <독서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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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화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다면 자신의 견해와 더불어 답변할
수 있는 질의임. 또한 사이버 언어 사용으로 인한 언어파괴의 행위는 최근의 큰 사회적 이슈가

[매우 우수] 아래의 내용과 유사한 답변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경우.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함.

▷ 언어는 표현의 수단이며, 그 문화의 일부임을 설명 .
▷ 통신언어의 사용은 언어가 가지는 체계성과 우수성을 무시하는 행위가 됨.
▷ 바른 우리말을 알고 정확히 사용하는 것만이 의사소통 시의 오해를 줄일 수 있음.

출제 근거

<비상교육: 독서와 문법 1> p.279, p.299, p.318-319, p.339-343
<비상교육: 독서와 문법 2> p.92-93, p.288-289

[우수] 위의 [매우우수]에 비해 답변의 근거로 제시하는 논거의 내용이 논리성과 설득력에서 다소
떨어지는 경우.
[보통] 논거의 내용이 단편적이거나 주관적 느낌이나 편견만으로 답변하는 경우.

채점 기준

- 통신언어(사이버 언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의견

[다소 미흡]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이 질문과 맞지 않는 경우

[탁월함] 아래 [매우우수]에 더하여 추가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타당하게 답변하는 경우.
예시 답안

<추가질문 답변 예시>
▷ 세대 간의 디지털 격차를 줄여야 한다.
▷ 언어의 고유성을 훼손하지 않는 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 예시 모범답안

▷ 표현의 방법으로 이모티콘 사용을 병행함.
[긍정적 의견] - 통신언어(사이버 언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의 경우
[매우 우수] 아래의 내용과 유사한 답변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경우.
▷ 통신언어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른 언어의 변화과정임.
▷ 통신언어는 기존의 문자 언어로는 전달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감정 표현 가능을 강조.
▷ 집단 사이의 친밀감 형성을 설명.
▷ 통신언어는 창의적이고 개성적 표현임을 설명.
▷ 통신언어의 효율성 및 기능성은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언어활동임을 설명.
[우수] 위의 [매우우수]에 비해 답변의 근거로 제시하는 논거의 내용이 논리성과 설득력에서 다소
떨어지는 경우.

언어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고, 통신언어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른 언어의 변화과
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일상적으로 언어를 소통의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통신언어 또한 표
현을 전달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
통신언어를 사용함으로서, 기존의 문자 언어로는 전달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감정 표현이
가능하다.
더욱이 통신언어 사용으로 인하여, 집단 사이의 친밀감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통신언어는 창의적이고 개성적 표현이며, 국어의 어휘력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정보는 언어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빠르고 편리하며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통신언어의
효율성 및 기능성은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언어활동이라 할 수 있다.

[보통] 논거의 내용이 단편적이거나 주관적 느낌이나 편견만으로 답변하는 경우.
[부정적 의견] - 통신언어(사이버 언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
[다소 미흡]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이 질문과 맞지 않는 경우.
- 통신언어(사이버 언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
[탁월함] 아래 [매우우수]에 더하여 추가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타당하게 답변하는 경우.
<추가질문 답변 예시>
▷ 통신언어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창안된 언어이며, 언어의 고유성이 없음.
▷ 통신언어는 시대의 유행에 따라 생성되거나 소멸됨.

언어는 표현의 수단이며, 그 문화의 일부이다.
통신언어가 표현 전달에 있어서 빠르고 편리하다고 해서 언어의 본질적인 고유성을 무시
한다면 언어가 가지는 체계성과 우수성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며, 우리 고유문화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된다.
즉, 통신언어는 일상 언어가 되지 못하며,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고유 언어처럼 사
용되어서도 안 된다. 바른 우리말을 알고 정확히 사용하는 것만이 의사소통 시의 오해를
줄일 수 있으며, 우리 문화의 우수성도 지킬 수 있다.

▷ 통신언어를 이해하는 자와 못하는 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단절될 수 있음.
▷ 언어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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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질문 및 예시 모범답안
1) 긍정 - 통신언어(사이버 언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의 경우
현실에서는 통신언어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구분
문제
자료

채점기준
답안작성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시 모범답안]
디지털 세대의 경우 디지털 기기의 사용에 익숙하고 이를 통한 통신언어 사용에 대한

세부판단기준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는 통신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기기에 익숙지 않은 세대들도 디지털 기기의 사용 및

본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통신언어(사이버언어)로부터의 언어파괴와 폭력에 대

통신언어의 이해를 통해, 세대 간의 디지털 격차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통신언어라도 언

한 심각성을 제고하는 질문이다. 본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화에

어의 고유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언어는 사용을 권장하여야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다면 자신의 견해와 더불어 답변할 수 있는 질문으로써 사

한다.

교육 필요로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출제된 문제라고 판단된다.

또한 의사전달 및 표현의 방법으로 통신언어와 함께 이모티콘 사용을 병행한다면, 통신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우리 언어의 고유성을 지키면서 통신언어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누릴
수 있다.
2) 부정 - 통신언어(사이버 언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
통신언어의 편리성, 효율성 및 기능성은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의사소통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시 모법답안]
정보화 시대에 통신언어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통신언어는 전통적으로 사
용되어온 언어가 아니며, 사용자들 사이에서 창안된 언어이다. 또한 시대의 유행에 따라
생성되거나 소멸된다. 이러한 언어를 편리성, 효율성, 기능성만을 추구하여 일상적으로 사
용한다면 통신언어를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단절을 야기
할 수도 있다. 더욱이 통신언어의 사용은 언어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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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문항정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질 가능성이 높아 빠른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술 후에는
신경손상으로 인해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호흡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일반정보

의사는 수술이 잘되면 환자에게 수명은 어느 정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수술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 네오르네상스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의학계열[11.29(오후)] / 문제1
문항번호
고등학교 과목명
사회, 기술가정
출제 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직업 윤리
예상 소요 시간
준비시간 10분 / 면접시간 10분

며칠 전에 환자는 의사를 찾아가서 “선생님. 수술을 몇 달만 연기하고 싶어요.”라고
하였다. 이유를 물어보니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부작용의 위험성도 있다고 알려진 항암 신약시험에 자원해서 치료를 해보고 다시
오겠으니 그때

종양이 더 자라는지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하였다. 의사가 보기에

환자는 언어장애와 호흡곤란과 같은 수술 후 장애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았다. 빠른 수술이 필요한 암환자의 생명연장을 위해 ‘수술을
권유’해야 하는가? 아니면 항암 신약시험에 자원한 ‘환자의 의견을 존중’ 해서 몇 달
후에 다시 치료방법을 정해야 하는가?

문항 및 제시문
■ 추가질문
<문제 1>
1) ‘수술 권유’ 답변의 추가질문
1) 의사가 되면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며 병원에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학병원에서 진료하는 의사 중에 같은 과에 근무하는 두 분의 의학지식이
뛰어난 의사가 있다. 한 분은 검증되고 안전한 치료법을 위주로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수술한 후에 호흡곤란, 통증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증상이 나타
나서 환자가 심한 고통을 호소할 수 있다. 수술을 권유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가?

치료를 하는 ‘안정형 의사’이고, 다른 분은 검증 과정에 있으며 치료효과가 높은 신
약 등 새로운 치료법을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도전형 의사’이다. 본인이라면 어떤 의

2) ‘환자의 의견 존중’ 답변의 추가질문

사가 되고 싶은가? 선택한 이유는?
의사는 최선을 다해 환자의 병을 치료해야 하는데, 의료 비전문가인 환자의 주장에 따
■ 추가질문

라서 치료를 연기하는 것이 의사로서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가?

1) ‘안정형 의사’ 라고 답변한 경우
검증된 치료기술만 사용한다면 환자에게 새로 개발되어 치료효과가 높은 의술을 늦게
사용하게 된다. 세월이 지나서 판단해 보았을 때 좋은 치료법을 늦게 도입해서 환자가

출제 의도

본 문제는 직업중 하나인 의사가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환자를 치료하는데 대하
는 방향이 달랐을 때 어떤 의사가 환자에게 좋은 의사인가를 학생에게 판단하게 하는 문

사망한 경우도 생겼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이다. 새로운 치료법을 선호하는 의사와 안정성을 추구하는 진료를 하는 의사 중 학생
이 어떤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가를 묻는 질문과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환자가 의사가 권

2) ‘도전형 의사’ 라고 답변한 경우

유하는 치료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치료방법을 원하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
검증되고 안정성이 확보된 치료기법이 아닌 새로운 치료법을 추구하다보면 환자가 임
상시험 대상이 되고, 부작용이 환자에게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이 의사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 가를 의료윤리나 도덕적
판단을 고려하며 논리성 있고 체계화된 답변을 통해 직업적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생각하는가?

출제 근거

<문제 2>
2) 환자는 올해 58세의 어느 회사 부장으로, 업무상 담배와 술도 많이 하고 있었다. 몇
주

전

종합건강검진에서

시행한

가슴방사선

검사에서

덩어리가

[생활과 윤리] (천재교육, p.30-35) (미래앤, p.210-212)

발견되었고,

컴퓨터단층촬영(CT)과 조직검사에서 악성 종양으로 확진되었다. 의사가 환자에게 종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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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음.

채점 기준

▷ 많은 환자를 통한 검증이 덜 되어 있을 뿐 신약개발 과정 또는 치료법의 개발과정에
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에서 통과된 치료법을 사용하는 것임.
- ‘안정형 의사’

▷ 혁신적인 치료법에는 임상시험이 필요하고 환자가 대상이 되어야 함.
▷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권유하고 치료에 이용하

[탁월함] 아래의 [매우우수]에 더하여 추가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타당하게 답

는 것임.

변하는 경우.
<추가질문 답변 예시>

[우수] 위의 [매우우수]에 비해 답변의 근거로 제시하는 논거의 내용이 논리성과 설득력에서

▷ 검증이 안 된 새로운 치료법은 앞으로 안정화되어 치료에 널리 도입될지 아니면 문제

다소 떨어지는 경우.

점이 발생해 사라질지는 모르는 치료임.
▷ 새로운 치료법을 도입해야만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위중한 병들도 있지만 치료

[보통] 논거의 내용이 단편적이거나 주관적 느낌이나 편견만으로 답변하는 경우.

과정이나 치료 후에 생길 부작용 등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검증된 치료법들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법임.

[다소 미흡]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이 질문과 맞지 않는 경우.

[매우 우수] 아래의 내용과 유사한 답변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경우.

- 수술 권유

▷ 환자에게 새로 개발된 신약을 투여하고 부작용이 생긴다면 그 피해는 환자가 다 받게
됨.

[탁월함] 아래의 [매우우수]에 더하여 추가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타당하게 답

▷ 질병에 대한 치료법은 계속 개발되고 세월이 지나면 안전하고 검증된 치료법이 확립
됨.

변하는 경우.
<추가질문 답변 예시>

▷ 검증된 치료법을 위주로 부작용과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진료를 하는 의사가 환자에게
좋은 의사임.

▷ 생명 연장이 삶의 질을 비교했을 때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의사가 진료하
는 것임.
▷ 수술 후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도록 의사가 노력하고 환자가 정신적 안정을 찾도록 도

[우수] 위의 [매우우수]에 비해 답변의 근거로 제시하는 논거의 내용이 논리성과 설득력에서

와주는 노력이 필요함.

다소 떨어지는 경우.
[매우 우수] 아래의 내용과 유사한 답변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경우.
[보통] 논거의 내용이 단편적이거나 주관적 느낌이나 편견만으로 답변하는 경우.

▷ 종양이 암으로 확진되었으므로 치료시기가 빠를수록 환자의 암이 퍼지지 않고 잘 치
료될 수 있음.

[다소 미흡]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이 질문과 맞지 않는 경우.

▷ 치료가 늦어지면 암의 전이, 환자 영양과 전신 건강상태 악화 등으로 치료하기 어려
워 질 수 있음.

- ‘도전형 의사’

▷ 수술 후에 장애나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은 어느 수술이나 가지고 있고, 생명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탁월함] 아래 [매우우수]에 더하여 추가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타당하게 답변
하는 경우.

▷ 현재까지 수술을 대신할 정도의 치료효과를 가진 항암 신약은 거의 없으므로 최적의
치료를 권유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임.

<추가질문 답변 예시>
▷ 새로 개발된 약이 없었다면 틀림없이 사망했을 환자가 모험적인 신약시험을 통해 생
존하는 사례도 많음.

[우수] 위의 [매우우수]에 비해 답변의 근거로 제시하는 논거의 내용이 논리성과 설득력에서
다소 떨어지는 경우.

▷ 의사와 환자의 치료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지 부작용을 우려해서 새로운 치료법 사용
을 늦추는 것이 꼭 환자에게 이로운 것이 아님.
[매우 우수] 아래의 내용과 유사한 답변을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 제시할 경우.

[보통] 논거의 내용이 단편적이거나 주관적 느낌이나 편견만으로 답변하는 경우.
[다소 미흡]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이 질문과 맞지 않는 경우.

▷ 새로운 치료법일수록 과거의 치료법보다는 치료효과도 높고 안전한 치료법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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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의견 존중

수행하는 임상시험에서 통과된 치료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혁신적인 치료법에는 항상 임상
시험이 필요하고 환자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누군가 이러한 시험에 참여해야 의학발전이

[탁월함] 아래의 [매우우수]에 더하여 추가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타당하게 답

이루어지고 새로운 치료법이 검증되어 널리 쓰이게 된다. 의사가 위험성 높은 치료법을 사

변하는 경우.

용하겠는가?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권유하고 치료에

<추가질문 답변 예시>

이용하는 것이다.

▷ 환자 본인이 판단한 결정이므로 책임도 환자 본인이 지는 것임
▷ 환자가 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등 환자의 입장을

■ 추가질문 및 예시 모범답안

고려해 주는 것이 좋은 의사임.
1) ‘안정형 의사’ 라고 답변한 경우
[매우 우수] 아래의 내용과 유사한 답변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경우.
▷ 환자가 자기 몸의 치료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갖고 있음. 비록 의사의 판단과 맞지 않
더라도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이 맞음.
▷ 항암 신약도 검증이 안 되었을 뿐 치료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검증된 치료기술만 사용한다면 환자에게 새로 개발되어 치료효과가 높은 의술을 늦게 사용
하게 된다. 세월이 지나서 판단해 보았을 때 좋은 치료법을 늦게 사용해서 환자가 사망한 경
우도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수술 후에 언어장애, 호흡곤란 같은 후유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최대한 이런
장애가 없도록 다른 치료법을 생각하는 환자의 의견도 존중해 주어야 함.
[우수] 위의 [매우우수]에 비해 답변의 근거로 제시하는 논거의 내용이 논리성과 설득력에서
다소 떨어지는 경우.

[예시 모범답안]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기본 임무이다. 검증이
안 된 새로운 치료법은 앞으로 안정화되어 치료에 널리 도입될지 아니면 문제점이 발생해 사
라질지 모르는 치료이다. 새로운 치료법을 도입해야만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위중한 병
들도 있지만 치료과정이나 치료 후에 생길 부작용 등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검증된 치료법들
이 그래도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법으로 생각한다. 환자를 위해 치료기법을 천천히 따라가

[보통] 논거의 내용이 단편적이거나 주관적 느낌이나 편견만으로 답변하는 경우.

는 것이지 옛 치료법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므로 안정형 의사가 잘못된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다.

[다소 미흡]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이 질문과 맞지 않는 경우.
2) ‘도전형 의사’ 라고 답변한 경우
검증되고 안정성이 확보된 치료기법이 아닌 새로운 치료법을 추구하다보면 환자가 임상시
험 대상이 되고, 부작용이 환자에게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예시 답안

는가?
[‘안정형 의사’ 라고 답변한 경우]
검증된 치료법을 위주로 부작용과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진료를 하는 의사가 환자에게

[예시 모법답안]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했어도 부작용이나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새로운

좋은 의사이다. 환자에게 새로 개발된 신약을 투여하고 부작용이 생긴다면 그 피해는 환자

치료법은 현재 쓰이는 일반 치료법보다 치료효과는 높지만 검증이 덜 되어서 예측하지 못한

가 다 받게 된다. 환자의 안전이 우선인 진료가 최선의 진료이다. 질병에 대한 치료법은 계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부작용만 생각하다보면 좋은 치료법, 새로운 약물의 개발

속 개발되고 세월이 지나면 안전하고 검증된 치료법이 확립될 것이다. 시간의 문제이지 결
국 현재의 새 치료법도 미래에는 사용될 것이므로 현재 기준에 맞추어 안정화된 진료를 하

은 이루어질 수 없다. 새로 개발된 약이 없었다면 틀림없이 사망했을 환자가 모험적인 신약시
험을 통해 생존하는 사례도 많다. 의사와 환자의 치료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지 부작용을 우려

는 것이 의사로서 임무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해서 새로운 치료법 사용을 늦추는 것이 꼭 환자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다.
■ 예시 모범답안

[‘도전형 의사’ 라고 답변한 경우]
의학지식은 계속 발전하고, 새로운 치료법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나중에 나오는 치료

[수술 권유]

법일수록 과거의 치료법보다는 치료효과도 높고 안전한 치료법일 가능성이 높다. 단지 많
은 임상환자를 통한 검증이 덜 되어 있을 뿐 신약개발 과정 또는 치료법의 개발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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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치료가 늦어지면 암의 전이, 환자 영양과 전신 건강상태 악화 등으로 치료하기 어려
워 질 수 있다. 수술 후에 장애나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은 어느 수술이나 가지고 있고, 생명
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어느 정도 후유증은 감수해야 한다. 현재까지 수술을 대신
할 정도의 치료효과를 가진 항암 신약은 거의 없으므로 최적의 치료를 권유하는 것이 의사의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구분
문제
자료

도리이다.
[환자 의견 존중]
환자가 자기 몸의 치료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갖고 있다. 비록 의사의 판단과 맞지 않더라도

채점기준
답안작성

세부판단기준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이 옳다. 항암 신약도 검증이 안되었을 뿐 치료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수술 후에 언어장애, 호흡곤란 같은 후유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최대
한 이런 장애가 없도록 다른 치료법을 생각하는 환자의 의견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응급상황
으로 수술을 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의 의견을 고려해서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본 문제는 직업중 하나인 의사가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환자를 치료하는데 대하는
방향이 달랐을 때 어떤 의사가 환자에게 좋은 의사인가를 학생에게 판단하게 하는 문제
이다. 새로운 치료법을 선호하는 의사와 안정성을 추구하는 진료를 하는 의사 중 학생이
어떤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가를 묻는 질문과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환자가 의사가 권유하
는 치료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치료방법을 원하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

■ 추가질문 및 예시 모범답안

런 상황에서 학생이 의사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 가를 의료윤리나 도덕적 판단
을 고려하며 논리성 있고 체계화된 답변을 통해 직업적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문

1) ‘수술 권유’ 답변의 추가질문

제는 교과서의 생활과 윤리 부분에서 출제된 것으로 지원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져온 학

의사의 권유에 따라 수술한 후에 호흡곤란, 통증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증상이 나타나서
환자가 심한 고통을 호소할 수 있다. 수술을 권유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가?

생이라면 누구나 교과서 수준의 이해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고 사교육을 유발시키
지 않는 문제라고 판단한다.

[예시 모범답안]
의사가 판단하기에 현재까지 최선의 치료가 수술이므로 환자에게 권한 것이다.. 수술을 포
함한 모든 치료는 부작용,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생명 연장이 삶의 질을 비교했을 때 생명
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의사가 진료하는 것이다. 수술 후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도록 의
사가 노력하고 환자가 정신적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는 노력을 하면 된다.
2) ‘환자 의견 존중’ 답변의 추가질문
의사는 최선을 다해 환자의 병을 치료해야 하는데, 의료 비전문가인 환자의 주장에 따라서
치료를 연기하는 것이 의사로서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가?
[예시 모범답안]
의사가 환자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맞지만 치료의 결정은 환자 본인이 하는 것이다.
아무리 의료 비전문가라도 환자 본인이 원한다면 치료를 연기해 주는 것이 맞다. 환자 본인이
판단한 결정이므로 책임도 환자 본인이 지는 것이다. 환자가 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한 삶의 질
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등 환자의 입장을 고려해 주는 것이 좋은 의사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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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문항정보]
글의 내용이나 필자의 주장에 공감하거나 거부하면서 읽는 것으로 내용의 사실성 · 논리성 · 타

일반정보

당성 · 실현 가능성 등을 판단하며 읽는 것을 (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필답고사
전형명
재외국민특별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인문계열 / 문제1～40
문항번호
고등학교 과목명
국어
출제 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예상 소요 시간
1시간
문항 및 제시문

① 비판적

② 추론적

③사실적

) 읽기라고 한다.

④ 창조적

6. 다음 설명의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한 언어에서 어떤 음이 의미를 변별하여 주는 기능을 할 때, 이를 음운이라고 한다. 한국어에서
(
)은 다른 음들은 모두 같은데 초성에 어떤 음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
진다. 이때 /ㅂ/, /ㅃ/, /ㅍ/ 음은 각각 변별적인 기능을 하는 음운이라 할 수 있다.

① 불 : 뿔 : 풀

② 발 : 뻘 : 푼

③ 봄 : 뺨 : 품

④ 복 : 빵 : 판

※ 본 문제지는 총 2장 4쪽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답안을 작성하기 바라
7. 다음 설명의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며, 모든 문항의 배점은 동일합니다.

(

[1-20]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1. 다음 설명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분류
동일한 사람도 상황 맥락에 따라 다양한 문장을 구사한다.
씩 변형하여 새로운 문장을 계속해서 만들어 낸다.

② 언어의 창조성

② 예시

③ 정의

④ 비교

어린아이도 문장 하나하나를 익히고

연습하여 발화하지 않는다. 자신이 알고 있는 어휘를 자원으로 하여 문장 틀에 적용하거나 틀을 조금

① 언어의 자의성

)는 대상의 속성, 특징 등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쓰는 설명 방법의

하나로서, 대상을 공통적 특성에 근거하여 여러 상위 항목으로 묶는 것이다.

③ 언어의 분절성

④ 언어의 역사성

8. 다음 중에서 사이시옷을 잘못 사용한 것을 고르시오.
① 귓병
② 깻잎
③ 훗날

④ 댓가

9. 다음 문장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그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 : 명사절을 안은 문장
② 우리는 그가 정당했음을 깨달았다. : 관형절을 안은 문장

2. 토의 참여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합의된 결정을 수용한다.
②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③ 그녀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다. : 인용절을 안은 문장
④ 그가 소식도 없이 고향에 돌아왔다. : 부사절을 안은 문장

③ 토의 내용을 요약하고 종합하여 제시한다.
④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는다.

10. 다음 중에서 맞춤법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① 그때 일이 어렴풋히 기억이 난다.

3. 다음 중에서 표준 발음법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① 굳이[구디]

② 키읔만[키윽만]

③ 꽃망울[꼰망울]

④ 신라[실나]

② 참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③ 그는 몸집도 작지만 더욱히 몸도 약하다
④ 곰곰히 생각해 보니 내 잘못이 더 큰 것 같다.

4.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이 맞는 표현을 고르시오.
① 집에 들르지 말고 곧바로 오세요.
② 이 문제를 맞추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11. 다음 중에서 담화의 의도, 목적, 기능과 그 유형이 잘못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③ 공공장소에서 떠드는 것을 삼가해 주십시오.

① 정보 제공 담화 : 뉴스

② 호소 담화 : 선서

④ 대학에 다닐 생각을 하니 마음이 설레인다.

③ 약속 담화 : 맹세

④ 사교 담화 : 문안 편지

5. 다음은 독서의 과정 중 ‘읽는 중 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2.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하늘을 보니 비가 올듯도 하다.
② 너 만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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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모님께서 졸업 선물로 옷 한벌을 사 주셨다.
④ 내일 한국 대 중국의 결승전이 펼쳐질 것이다.
13. 다음 중에서 단어의 의미 관계가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① 삶 : 죽음
② 동쪽 : 서쪽
③ 찬성 : 반대

④ 가끔 : 이따금

14.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 중,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경희는 어머니와 정말 닮았다.

인간은 지나간 경험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경험에 비추어

① 기억(記憶)하기도
③ 상상(想像)하기도

앞으로의 경험을 선택하기도 한다.

② 반추(反芻)하기도
④ 축적(蓄積)하기도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垂直)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

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② 경희는 11시에 민수를 만났다.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③ 김 박사는 경희를 제자로 삼았다.
④ 그 아이는 아주 똑똑하게 생겼다.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塔)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
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15. 다음 중에서 단어 형성법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① 헛고생
② 꺾쇠
③ 비빔밥
④ 부슬비
16. 효율적인 독서를 수행하기 위한 독서의 활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독서 정보의 활용 : 언론에서 제시하는 서평 등에 항상 관심을 가진다.
② 독서 전략의 활용 : 새로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글쓰기를 해 본다.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
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
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詩)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③ 독서 기록장의 활용 : 책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④ 생활에서의 독서 활용 : 여행 정보를 담은 서적을 참고해서 여행 계획을 수립한다.
17. 자기 성찰적 글쓰기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직접 경험한 사실적인 내용을 다룬다.
② 어떠한 형식으로든 주제를 형상화할 수 있다.
③ 글쓴이의 관심사나 가치관이 강하게 드러난다.
④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간결하고 체계적이다.

2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임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드러나 있다.
② 절대자에 대한 경건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③ 경어체를 통해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의문문의 반복으로 끊임없는 성찰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22. 이 시의 제목인 ‘알 수 없어요’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18. 의문문의 기능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대상을 인식하기 어려운 화자의 실망감을 드러낸다.

① 빨리 오지 못하겠니? : ‘명령’의 기능
② 조용히 할 수 없을까? : ‘요청’의 기능

② 세상의 모든 이치를 탐구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③ 창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 ‘지시’의 기능

④ 화자가 자신이 깨달아 알고 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③ 자연의 섭리에 대해 무관심한 현실을 비꼬아 표현한 것이다.

④ 내가 너한테 밥 한번 못 사겠느냐? : ‘권고’의 기능
23. 다음 시어 중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19. ‘말하기 불안’의 해소 방안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향기

① 가상의 청중을 상정한 사전 연습

② 오동잎

② 불안감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자기 암시

③ 저녁놀

③ 말하는 상황에서 틀리지 않으려는 시도
④ 말하기 불안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기

④ 검은 구름

.
20. 밑줄 친 부분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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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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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위 예문의 “㉮ 스적스적” 에 대한 뜻풀이로 바른 것은?
“그렇다면 장로님께선 지금부터 이 섬에서 자유로 행하심을 단념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자

① 이리저리 쓰러질 듯이

유로 행하심을 단념하신다면 그럼 이 섬에선 장차 무엇으로 행하고 무엇으로 이룩함이 옳은

② 힘들이지 않고 느릿느릿

길입니까.” 조 원장은 이제 노인이 말하고 싶은 것을 거의 분명히 헤아려 볼 수가 있었다.

③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천천히

하지만 조 원장은

④ 힘없이 늘어져 몸을 가누지 못하며

황 장로에게 아직도 좀 ㉠미심스러운 것이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이

노인은 이제부터 정말로 자유로 행하기를 단념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 섬은 앞으로 도
대체 어떤

모습이 되어 갈 것인가. 그 위태롭고 ㉡부질없는 탈출극은 마침내 이 섬에서 자

취를 감출 날이 올 것인가. 하지만 황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장로는 이미 조 원장의 그런 궁금증들에 대해서도 ㉢

경탄스럴 만큼 명쾌한 해답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야 물론 사랑이어야겠지. 이제 이 섬은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자유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 다시 또 그런 자유로만 행해 나갈 수는 없을 게야. 자유라는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건 싸워 빼앗는 길이 되어 이긴 자와 진 자가 생기게 마련이지만 사랑은 빼앗음이 아니라 베

갈대 숲을 이륙하는 흰 새 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푸는 길이라서 이긴 자와 진 자가 없이 모두 함께 이기는 길이거든. 하지만 이건 물론 자유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열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행해 나갈 것도 ㉣지레 단념을 한다는 소리는 아니야.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이제 이 섬에선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자유보다도 더 소중스런 사랑으로 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소리일 뿐이지. 자유가 사랑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으로 행해지고 사랑이 자유로 행해져서, 서로가 서로 속으로 깃들이면서 행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세상 떼어 메고

야 사랑이고 자유고 굳이 나눠 따질 일이 없겠지만, 이 섬에서 일어난 일들로 해서는 자유라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는 것 속에 사랑이 깃들기는 어려웠어도, 사랑으로 행하는 길에 자유는 함께 행해질 수도 있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다는 조짐은 보였거든. 그리고 아마 이 섬이 다시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사랑 속에서 진실

㉮주저앉는다

로 자유가 행해지는 날이 오게 되면, 그때 가선 이 섬의 모습도 많이 사정이 달라질 게야.”
황 장로는 이제 그쯤 하고 싶었던 말이 거진 다 끝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말을 끝내
고 나서 이젠 그만 내려가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듯 아래쪽 공사장을 향해 ㉮스적스적 언덕
길을 몇 발짝 앞장서 걸어 내려갔다.

28.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①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자아내고 있다.
② 회상의 방식을 통해 현재의 상실감을 부각하고 있다.
③ 역설적 표현을 구사하여 시적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24.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① 황 장로는 섬의 미래에 희망을 걸고 있다.
② 황 장로는 자유로 행하는 것을 단념하고 있다.
③ 황 장로는 자유보다 사랑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
④ 황 장로는 사랑 속에서 천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9. 아래의 <보기>를 참고할 때, ㉠〜㉣ 중 공간의 의미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보기>
황지우의 초기 시는 일상의 공간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다. 그는 1980년대의 일상적 현실 속
에 개입되어 있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파악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억압 상태를 폭로하고자 하였

25. 위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황 장로’가 생각하는 ‘낙원’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노동 착취가 사라진 곳

다. 당시에는 통제받지 말아야 할 곳까지 통제하며, 사람들을 세뇌하려는 무서운 시대였던 것
이다. 1983년에 발표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는 영화가 상영되는 영화관에서까지 애국심을

② 남의 노예가 되지 않는 곳
③ 사회적 약자가 스스로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곳
④ 자유에 대한 추구가 진정한 사랑으로 행해지는 곳
26. 위 예문에서 밑줄 그은 단어 ㉠〜㉣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강요받는 당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30. ㉮에 나타난 행동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

① ㉡부질없는 : 공연하여 쓸모가 없는

② 부정적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② ㉢경탄스럴 :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③ ㉣지레 :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④ ㉠미심스러운 : 보기에 의심가는 데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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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암울한 현실에 좌절하고 있다.
④ 지나온 삶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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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밭 - 낮.

[31-3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의 죽음을 가까이서 지켜본 일이 있었다. 연기가 빠져나가듯이, 생명은 가뭇없이 빠져나
갔다. 생명은 본시 연기나 바람 같은 기체가 아니었을까. 생명이 빠져나간 육신은 힘없이 고

남자

그찮아? 정황이 그렇잖아, 정황이……. 응? 그거 나한테 온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야,

그럼 그게 거기 왜 있어? 그게? 아니, 헬로래잖아. 헬로, 헬로, 헬로 몰라?
허수아비 …….

개를 떨구었고, 죽어 가는 육신의 눈을 떠서 마지막 이승을 한없이 바라보더니 눈을 감았다.

남자

㉠그의 눈동자에 비친 이승의 마지막 풍경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아직 살아 있는 나는 죽어

명히 누군가가, 나를, 쭉 지켜보고 있었다.

가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는 마지막 망막의 기능으로 아직 살아 있는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남자 (허수아비가 자신에게 말했다는 듯 허수아비를 바라보며) 변태, 사이코?

(허수아비를 바라보며) 그러니까 내 말은 (허수아비에게 입힌 바지를 벗겨 자신이 입으며) 분

그의 마지막 망막에 비친 살아 있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지막 망막에 비친 살아 있는 나
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죽어가는 그와 마찬가지로, 한 줌의 공기나 바람은 아니었을
까. 그때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서웠다. 그와 나는 마지막 시선을 교환하면서 작별했고,
차가운 흙구덩이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오로지 그의 몫이었다. 그리고 또 나의 몫이기도 할
것이었다. 다 똑같이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그 무서움은 공유되는 것이 아니고 각
각 저마다의 몫일 뿐이다. ㉢나는 춥고 어두운 흙구덩이로 들어가야 할 일이 무섭다. 그래서
살아 있는 동안의 무사한 하루하루에 안도한다. 행복에 대한 내 빈약한 이야기는 그 무사한
그날그날에 대한 추억이다. ㉣행복이라기보다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34. 희곡과 시나리오의 특징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희곡에 비해 시나리오에서는 좀 더 다양한 시각적·청각적 효과의 활용이 가능하다.
② 희곡은 비교적 긴 시간 동안 하나의 장면을 유지하지만, 시나리오는 짧은 컷의 연속으로
장면이 이어진다.
③ 희곡은 무대 위의 상연을 전제로 하는 데 반해, 시나리오는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한다.
④ 시나리오에 비해 희곡에서는 인물의 등장 없이 시각 이미지 만으로 꾸며진 장면이 많다.
35. 이 글을 감상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1.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죽음에 대한 경험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반복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③ 삶에 대한 미련과 내세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④ 독자 내면의 반응을 유도함으로서 진술의 호소력을 높이고 있다.
32. 이 글의 글쓴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일상의 생활이 지속되는 삶

① 영화로 상영되었을 때를 상상한다.
② 서술자의 설명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한다.
③ 장면 기호나 화면 구성 기법에 대한 지식을 활용한다.
④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한다.
36. 이 글에 드러난 ‘남자’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안도하고 있다.
② 자신의 일상이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있다.
③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

②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④ 오랜 고립 생활에 정신이 혼란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③ 사랑과 열정을 다해 사는 삶
④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가는 삶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3. 위에 밑줄 친 ㉠〜㉣에 대한 의미를 서술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스탈리니즘에 있어서의 마틴 루터는 아직 없다. 크렘린의 서슬에 맞선 사람은, 이단 신문소

① ㉠ : 내세에 대한 호기심이 드러난다.

에서 화형이 되었다. 권위는 아직도 튼튼하다. 하느님이 다시 온다는 말이 2천 년 동안 미루

② ㉡ : 삶에 대한 허무의식이 드러난다.

어져 온 것처럼, 공산 낙원의 재현은 30년 동안 미루어져 왔다. 여기까지가 그가 알아볼 수

③ ㉣ : 삶에 대한 겸손한 태도가 드러난다.

있었던 벼랑 끝이었다. 벼랑을 뛰어넘거나 타고 내리지도 못했을뿐더러, 이 무서운 밀림에 과

④ ㉢ :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게 드러난다.

연 얼마나 한 자리를 낼 수 있을지, 자기 힘에 대한, 지적 체력에 대한 믿음이 자꾸 줄어들었
다. 그렇다고 해서 북조선 사회에서는 이런 물음을 누군가와 힘을 모아 풀어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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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의도

나간다는 삶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벌써 전쟁이나기 전에 알고 있는 일이었다.
오랜 세월을 참을 차비가 되어 있었다. 역사의 속셈을 푸는 마술 주문을 단박 찾아 내지 못한
다고 삶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참고 조금씩, 그러나 제 머리로 한 치씩이라도 길을 내 볼 생

2016학년도 경희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국어고사는 정규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할 능
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이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그는 포로로 잡히고 말았다. 북조선 같은 데서, 적에게 잡혔

이를 위하여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의 지식과 학업수행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

다가 돌아온 사람의 처지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명준은 자기한테 돌아온 운명을

하여, 60분 이내에 풀 수 있는 40문항으로 응시자들의 한국어 관련 능력과 수학 능력을 종합적으

한탄했다. 적어도 남만큼한 충성심을 인정받으면서, 자기가 믿는 바대로 남은 세월을 조용히,

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기 힘이 미치는 너비에서 옳게 써 나간다는 삶조차도 꾸리지 못하게 될 것이 뻔했

한국어와 한국문학 그리고 인문사회계열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을 포함시

균을 묻혀 가지고 온 자로서, 일이 있을 적마다 끌려 나와 참회해야 할

켜 문항을 개발하였다. 특히 응시자들의 한국어 관련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언어의 일반적 특징,

것이었다. 마치 동네 안에 살면서도 사람은 아닌 문둥이처럼. 그런 처지에서 무슨 일을 해 볼

한국어의 특징, 한국어 어문규정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대문학 작품의 이해력을

수 있겠는가.

바탕으로 한국어의 어휘, 문장 활용 및 논리력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다. 제국주의자들의

2016학년도 경희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국어고사는 시험의 변별력을 지닐 수 있도록 문항을
개발하였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기초 학력 수준의 제시문과 문항들로 구
37.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성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응시자라면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① 이명준은 북으로 가길 원치 않는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② 이명준은 북의 변화를 위해 참고 견디기로 했다.
③ 이명준은 전쟁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었다.
④ 이명준이 북으로 돌아가면 충성심을 인정받을 수 있다.
38.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출제 근거
[제시문 출처] - 해당 교과서 단원명 및 페이지 등 자세히 기술 바람

① 인물의 처지

1.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1, 2. 언어의 특성, (주)

(주)미래엔, 425쪽.

② 인물의 심리

미래엔, 30쪽

13. 인터넷수능국어영역 화법과 작문 & 독서와

③ 인물의 외양

2. EBS 올림포스 화법과 작문, 설득을 위한 화법,

문법A형, 의미, 담화 EBS, 106쪽.

④ 시대적 배경

EBS, 109쪽.

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1, (1) 문장의 성분,

3. EBS 포스 독서와 문법, 표준발음법, EBS, 69

(주)지학사, 274쪽.

쪽.

15. 포스 고교 독서와 문법, Ⅱ. 국어의 구조 2.

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1, 4. 잘못 쓰기 쉬운

단어, 31쪽, EBS,

말, 천재교육, 363쪽.

16.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1, (2) 독서의 활용, 210

5.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1 자습서, 독서의 과정,

쪽, 지학사,

비상교육, 73쪽.

17. 한끝 국어 영역 A,B형 화법/작문/문법, (4) 자

6.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1 자습서, 음운과 음운

기 성찰을 위한 글쓰기, 108쪽, 비상교육,

체계, 비상교육, 264쪽.

18. 올림포스 독서와 문법, 3. 문장 (2) 문장의 표

7. 인터넷수능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 & 독서와

현, 98쪽, EBS,

① 공산주의를 개혁한 사람은 아직 없다.

문법A형, 작문의 실제, EBS, 66쪽.

19.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1, 2. 사회적 상호작용

② 공산주의는 아직까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8. 인터넷수능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 & 독서와

(3) 말하기 불안 해소, 지학사, 101쪽.

③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종교 개혁자는 아직 없다.

문법B형, 표준어 규정, EBS, 81쪽.

20. 한끝 독서영역A,B형 독서편, 수용 및 해석의

④ 공산주의는 아직까지 개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9. 올림포스 독서와 문법, 3. 문장 (1) 문장의 짜

적절성 평가, 비상교육, 49쪽.

임, EBS, 93쪽.

(21-23) 박영민 외,『고등학교 문학Ⅰ』, 비상교

10.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1, 한글맞춤법 규정,

육, 2012.82쪽.

(주)미래엔, 417쪽.

Ⅱ. 서정문학의 수용과 생산 2. 시의 심상과 표

11. 교과서 뛰어넘기 독서와 문법, 담화의 기능

현 중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

과 유형, 지학사, 171쪽

(24-27) 최지연 외, 『고등학교 문학Ⅰ』, 지학사,

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1, 한글맞춤법 규정,

2012. 160-173쪽. Ⅲ. 소설의 수용과 생산 소설 3.

39. 이 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갈등 양상과 그 유형이 같은 것은?
①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와 맞서며 만선을 꿈꾸는 곰치의 갈등
② 금반지를 빼앗으려는 ‘나’의 부모님과 뺏기지 않으려는 명선의 갈등
③ 과거를 보러 갈 것인가 남아서 병자를 돌볼 것인가 고민하는 허준의 갈등
④ 나환자 천막촌을 지키려는 인간 단지 주민들과 이를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 사이의 갈등
40. 밑줄 친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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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갈등 중

날들」”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

(34-36) 이숭원 외, 『고등학교 문학Ⅰ』, 좋은책

(28-30) 김윤식 외, 『고등학교 문학 Ⅰ』, 천재

신사고, 2012. 321-327쪽. Ⅲ. 문학 활동의 실제

교육, 2012. 246-247쪽. Ⅲ. 문학 활동의 실제 1.

3. 극 문학의 활동 중 “이해준의 「김씨 표류

서정 갈래의 수용과 생산 중 “황지우의 「새들

기」”

도 세상을 뜨는구나」”

(37-40) 박영민 외, 『고등학교 문학Ⅰ』, 비상교

(31-33) 최지연 외, 『고등학교 문학Ⅰ』, 지학사,

육, 2012.1 38-149쪽. Ⅲ. 서사문학의 수용과 생

2012. 262-265쪽. Ⅴ. 수필·비평의 수용과 생산

산 1. 소설의 인물과 갈등 중 “최인훈의 『광

1. 수필의 표현과 문체 중 “김훈의 「무사한 나

장』”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구분
문제
자료

채점기준
답안작성

세부판단기준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1. 제시 예문 분석
제시문은 한국어, 한국문학에 기본적인 이해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언어의 일반적 특징, 한국어의 특징, 한국어 어문규정 등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하위
영역을 자세하게 분류하여 출제했다. 또한 현대문학 작품의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국어의 어휘,
문장 활용 및 논리력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시문을 통해 질문으로 만든 요소는
다음과 같다.
언어의 특성, 화법, 발음, 표기법, 음운체계, 작문, 표준어 규정, 문장의 짜임, 담화의 기능, 문
장성분, 어휘력, 문장의 표현, 심상과 표현, 소설의 주제와 갈등, 수필의 표현과 문제, 극문학,
소설의 인물과 갈등 등이 출제 되었다. 이는 국어, 문학, 작문, 문법을 통하여 국어의 기본을
이해하기 위한 정도로 파악했다.
2. 질문 문항 및 출제의도 분석
100% 고등학교 교과서에 출제하였고, 지식과 학업수행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
하여, 60분 이내에 풀 수 있는 40문항으로 완전 4지선택형으로 출제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국어고사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기초 학력 수준의
제시문과 문항들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접근
할 내용이고 독학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교과서 용어, 지문, 문제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3.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 분석
4지선택형 문항으로 정답이 분명하게 하나만 나오도록 했다. ‘않은’,‘잘못’,‘다른’등의
표현은 굵은 글씨로 밑줄을 주어 혼란스럽지 않게 배려하였다. 복수 정답은 없으며 40문항의
①, ②, ③, ④의 정답 수도 10개씩 정확하게 안배 하였다.
4. 총평
40문항 객관식 선택형 질문과 60분의 시간은 적절하며, 제시문과 질문이 100% 교과서에서 출
제되었다. 이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특성상 교과서를 충분이 이해한 정도면 풀 수 있도록 배
려한 것으로 보인다. 15개 이상의 교과서를 동원하여 다양한 장르의 우리말, 글, 문법과 어휘,
문학과 비문학의 기초적 지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
이는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방지법의 원칙과 예고된 경희대 입시요강와 완전 일치하
는 출제였다고 평가한다. 정상적인 공교육이나 독학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제시문, 문
항, 정답의 수준으로 가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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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문항정보]

say: ‘I shall always have to stay in the background.’
① frightened
③ precautious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필답고사
전형명
재외국민특별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인문/자연계열 / 문제 1～40
문항번호
고등학교 과목명
영어
출제 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예상 소요 시간
1시간

② condemned
④ detached

6. Several of the objections to genetic research assume that intelligence will be
genetically determined or immutable. That intelligence has a genetic component does
not imply genetic determinism.
① interfering
③ tentative

② appropriate
④ unalterable

7. Although reproductive technology cannot solve all infertility problems, breakthroughs
continue. In addition to fertilizing eggs in petri dishes, reproductive technology can detect

문항 및 제시문

abnormalities in embryos before they are implanted.

※ 본 문제지는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답안을 작성하기 바라며, 모든 문항의
배점은 동일합니다.
[1-9]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1. There was total darkness, save where long lines of

②
④

deficiency
sufficiency

8. Against pious emblems of rural America—soda fountain, Elks hall, Protestant church,
natives with lanterns, coming from

the woods in every direction, were seen carrying boxes, bales, and baskets of freight to
the shore. Once at the landing, the rush and commotion and waving of lanterns were
truly Burmese.
① tribute
③ truce

① powerlessness
③ unfruitfulness

② tumult
④ thrift

and now shopping mall—stands the cold-hearted city, crowded with races and
ambitions, curious laughter, much that is odd.
① legitimate
③ devout

②
④

patriotic
favorable

9. The fun of the game, the pleasurable diversion it affords, is paid for when reality
impinges on the illusion, when the delusion of power is overtaken by the delusion of

2. The common sense of the peoples of Europe is well aware that no issue has been
presented which could not be settled by amicable discussion. In England men will
learn with amazement and incredulity that war is possible over the question of a

persecution.
① invades
③ expands into

②
④

collides into
destroys

Servian port, or even over the larger issues which are said to lie behind it.
① unrivalled
③ friendly

② close
④ distant

[10-18] 빈 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0. I suppose I'd just paid him a

3. A man selected by his fellows finds it difficult to enforce discipline. In cooperation
there is occasionally developed good business ability that might have remained
dormant under the wage system.
① inactive
③ huge

② diminishing
④ dead

4. The very sight of my armed escort seemed to annoy and exasperate the male
population, while the women and children gathered together some distance off, flying in
a body whenever one of our party approached them.
① pacify
③ harmonize

② eliminate
④ provoke

5. If one of the children in a family feels himself in the background and neglected, he
may become possessed with a feeling of being intimidated, as though he wan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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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aying he'd be an awesome partner, and

yes he would! Way a lot better than those completely stupid guys.
① compliment
③ satisfaction

②
④

gratitude
visit

11. An English mechanic would have jeered at his crazy machine and contemptible bits of
tools, and he had an amateurish, ladylike air of flinching from the chips. But he did it
much more quickly than I could have done it, I felt humbly. I only wished he would
not smile in such a
① beautiful
③ detestable

fashion and suddenly assault me.
②
④

captivating
amusing

12. They ask me if I shall ever return to France? Yes, I reply, when the Bastile becomes
a public promenade. You have all that is necessary to happiness, you Frenchmen; a
fertile soil and

climate, good hearts, gay tempers, genius, and g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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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harsh
③ sultry

②
④

choosy
genial

20. If we take ①a bird’s-eye view of our island today, and compare it with ②what it
used to be, we must be struck by the extraordinary fact that the nation which was

13. Migratory

instincts

of

birds

have

been

countless generations by the

developed

and

intensified

through

need for instinctive guidance, and the

comparatively small temptation to inductive reasoning based on known facts.
① implicit
③ impassive

②
④

impetuous
imperative

once, ③as every one admits, one of the most classically learned and cultured nations
in Europe, is now one of ④the most so.
21. In contrast to the numerous women ①on soap operas who are either trying
unsuccessfully to become pregnant or who ②had become pregnant as a consequence
of a ③single unguarded moment in their lives, the villainness manages, for a time at
least, ④to make pregnancy work for her.

14. If, someday, I am reduced to nothing more than a few words on a page, my body
rotted down to dust and my memory faded into

, I want to at least write

some of that story for myself.
① oblivion
③ reality

②
④

[22-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The natural process of aging can cause calcium deficiency disease. Most of the
calcium in your body is stored in your bones. As you age, your bones begin to thin,

glory
vividness

increasing your daily calcium requirement. It is vital for women to consume the
15. When we were rudely awakened by the War of Independence in America from this
dream—that the colonies could be held for our profit alone,

public opinion seems

then to have drifted to the opposite extreme. Because the colonies are no longer a

recommended daily dose of calcium during middle age, which is when most women
approach ⓐmenopause. A decline in the hormone estrogen during menopause causes a
woman’s bones to thin faster. Most experts agree that menopausal women should
increase the amount of calcium in the foods they eat in order to reduce their risk of

source of _________, it seems to have been believed that their separation from us

brittle bone disease (osteoporosis) and calcium deficiency disease. During and after

was only a matter of time.

menopause, women should consume about 1,500 mg of calcium every day.
Premature babies, born to diabetic mothers, and those who may have experienced

① charity
③ revenue

②
④

benevolence
identification

low oxygen levels during gestation, run the risk of developing calcium deficiency
disease. The hormone disorder may also cause the same disease. People with this

institution. Marriage is essentially a lifelong compact between a man and woman

condition do not produce enough hormone. This hormone controls calcium levels in the
blood. Other causes of calcium deficiency disease include malnutrition (starvation) and

committed to the creation of children.

malabsorption (when your body cannot absorb the vitamins and minerals it needs from

16. Same-sex marriage is inherently _________ with our culture’s understanding of the

① incompatible
③ simultaneous

②
④

analogous
convertible

the food you eat).
22.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What Is Calcium Deficiency Disease?

17. The government has imposed on aliens widespread human rights _________ that

② What Causes Women's Calcium Deficiency Disease?

citizens would not tolerate. Yet, the Supreme Court has repeatedly stated the due

③ How Is Calcium Deficiency Disease Diagnosed?

process clause applies to all persons, aliens and citizens alike.

④ How Is Calcium Deficiency Disease Treated?

① observance
③ protection

②
④

qualification
deprivation

23. 윗글의 문맥상 밑줄 친 ⓐ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the developing pregnancy from the time of fertilization until the end of gestation

18. In Bangladesh people spent three months of 1998 living in the thigh-deep water that
covered two-thirds of the nation. The __________ came because the Bay of Bengal
②
④

③ the period during which growing boys and girls undergo the process of sexual
maturation

was some inches higher than normal.
① accommodation
③ precipitation

② the point in time when menstrual cycles permanently cease due to aging

inundation
turbulence

④ a decline in mental ability severe enough to interfere with daily life

[19-21] 어법상 틀린 표현을 고르시오.
19. It's always funny ①seeing these ②kind of cars in Seoul because roads in this city are
③too packed and narrow to enjoy ④driving such big c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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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7-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hydrogen vehicle is a vehicle that uses hydrogen as its onboard fuel for motive
power.

Hydrogen

vehicles

include

hydrogen

fueled

space

rockets,

as

well

as

automobiles and other transportation vehicles. The power plants of such vehicles
convert the chemical energy of hydrogen to mechanical energy either by burning
hydrogen in an internal combustion engine, or by reacting hydrogen with oxygen in a
fuel cell to run electric motors. Widespread use of hydrogen for fueling transportation
is a key element of a proposed hydrogen economy.
Hydrogen fuel does not occur naturally on Earth and thus is not an energy source;
rather it is an energy carrier. As of 2014, 95% of hydrogen is made from methane. It
can be produced using ⓐ

sources, but that is an expensive process.

Integrated wind-to-hydrogen (power to gas) plants, using electrolysis of water, are
exploring technologies to deliver costs low enough, and quantities great enough, to
compete with traditional energy sources.
Many companies are working to develop technologies that might efficiently exploit
the potential of hydrogen energy for use in motor vehicles. As of November 2013
there are demonstration fleets of hydrogen fuel cell vehicles undergoing field testing
by car producers like GM, Honda, Hyundai, and Mercedes-Benz. The drawbacks of
hydrogen use are

high carbon emissions intensity when produced from natural gas,

capital cost burden, low energy content per unit volume, low performance of fuel cell
vehicles compared with gasoline vehicles, production and compression of hydrogen, and
the larg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that would be required to fuel vehicles.

Cell phones can be life-saving communication tools to have ready in a vehicle in
case of emergency. However, actually using a cell phone while driving may be life
threatening. Many different studies have shown that when drivers use a phone while
driving, it can be very dangerous. At some point during the use of a cell phone, a
driver's eyes are bound to be distracted from the road.
Studies have shown that new drivers are especially prone to have an accident when
they use a cell phone while driving. The reasoning for this is that new drivers have less
experience in focusing on driving during distractions. Also, several studies done on teen
drivers found that many teens send text messages while driving. Since text messaging
involves the hands and the eyes, this is thought to be more ⓐ

than when

drivers talk a cell phone.
All drivers, not just teens or other new drivers, who use a cell phone while driving
are said by studies to be at least four times more likely to have an accident than
drivers who don't use a phone behind the wheel. Such studies have inspired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o have at least some bans on hand-held cell
phone use while driving. However, many people feel that these restrictions are not
enough because studies have also shown that hand-held cell phones are just a part of
the problem.
27.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What Driver Behaviors Are Behind Dangerous Pattern?
② Are Potentially Dangerous Vehicular Events Rising?
③ Is It Dangerous to Use a Cell Phone While Driving?
④ How Does a Cell Phone Contribute to Safe Driving?

24.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Development of Hydrogen Vehicles

28. 윗글의 문맥상 빈칸 ⓐ에 가장 알맞은 것은?

② Advantages of Hydrogen Vehicles

① desirable
③ dangerous

③ Drawbacks of Hydrogen Vehicles
④ Failure of Hydrogen Vehicles
25. 윗글의 문맥상 빈칸 ⓐ에 가장 알맞은 것은?
① uncommon
③ renewable

②
④

scarce
disposable

②
④

recommended
productive

29. 윗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윗글 다음에 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There are some ways to drive safely while using a
cell phone.
② Hands-free models were still found to distract the driver even though he or she
had both hands on the wheel.

2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In comparison with traditional energies, hydrogen fuel is not cost-effective.
② The level of carbon emissions of hydrogen use is high.
③ Hydrogen vehicles require a larg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③ Talking on a cell phone while driving is actually just as dangerous as driving
drunk.
④ A new guideline of cell phone etiquette must be provided.

④ A small number of hydrogen vehicles are already on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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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Foley’s study of Texas high school football showed that the female cheerleaders and

Many neurological diseases—from Alzheimer’s disease to stroke and dementia—are

pep squad members were part of the traditional gender order where males perform

associated with sleep disturbances, as Nedergaard notes. The study suggests that lack

and females cheer them on. The annual “powder puff” or women’s football game

of sleep could have a ⓐ________ role, by allowing the byproducts to build up and

probably best illustrates how sport reinforced gender inequalities in the school and the

cause brain damage. One unknown, however, is whether the need to remove waste

community. This game, which pitted senior females against junior females in touch

products actively regulates sleep—whether, for example, the buildup of metabolic

football, took place each year on a Friday afternoon before the seniors’ final game. A

byproducts makes us sleepy. Researchers also wonder whether clearing waste actually

number of the seniors on the football team dressed up as females and performed as

improves the function of neurons.

cheerleaders.
There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behavior of the male and female participants in

㉡

the game. The males acted in a silly manner, exaggerating or mocking female

A recent study shows that sleep’s basic purpose is to clear the brain of toxic

appearance and behavior. The female players, on the other hand, were serious about

metabolic byproducts. It builds on Nedergaard’s recent discovery of a network of

the game and tried to show the males that they, too, could compete. The silly manner

microscopic, fluid-filled channels that clears toxins from the brain by transporting

in which the males played their roles by reversing usual cultural roles and practices

waste-laden cerebrospinal fluid (CSF).

made it clear that this event was ⓐ______________. They set the tone of the event,
despite the female players’ serious attempt to show their powers, and in doing so

㉢

demonstrated their physical and social dominance as males. The females may have

Scientists have long speculated and argued about why we devote roughly a third of

been trying to challenge traditional stereotypes, but in the end, they were more likely

our lives to sleep, but with little concrete data to support any particular theory. Most

playing an unintentional role in a ritual of male dominance and privilege.

physiologists agree that sleep has come to serve many different purposes, ranging
from memory consolidation to the regulation of metabolism and the immune system.

30. 다음 중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The silly way in which male football players perform as cheerleaders undermines
female football players’ performance.

While the core purposes of biological functions such as breathing and eating are easy
to understand, however, scientists have never agreed on any such original purpose for
sleeping.

② Male football players’ mocking performance in playing cheerleaders shows the
unchangeability of the traditional gender role.
③ The ritual of inverted sex role at Texas high school shows how gender inequalities are
widespread in social practices.

32. 위 단락을 문맥에 맞게 올바른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① ㉠-㉡-㉢
③ ㉠-㉢-㉡

②
④

㉢-㉡-㉠
㉡-㉠-㉢

④ The unconventional roles played by female players at Texas high school demonstrate a
socially meaningful counteraction to gender role.
31. 다음 중 문맥상 빈 칸 ⓐ에 가장 알맞은 말은?
① a desire for gender equality

3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Traditionally the purpose of sleep has been conceived of as indirectly assisting
biological functions.
② Sleep disorder could lead to brain damage by accumulating metabolic byproducts.

② a departure from the norm

③ The toxins made from metabolism are proven to make humans sleepy to improve the

③ a significant action for change

function of neurons.

④ a ritual for social reform

④ A recent study reveals that the direct purpose of sleep is to remove toxic materials
from brain.
34. 빈 칸 ⓐ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단어는?
① stimulating
③ triv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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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④

causal
medi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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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California almonds are a huge food crop in the United States, and land given to

Internet enthusiasts sometimes see virtual community as a panacea for all sorts of

almond trees is expected to increase another 50% by 2012. —㉠— But that growth

social ills. They go a bit far, for example, when they hold out the possibility that the

depends in large part on availability of the almonds’ pollinator, the honeybee. And

Internet could become a forum for electronic democracy. The people conversing on the

honeybees are in trouble, according to a report on North American pollinators by the

Internet and other on-line services are, by and large, not a bunch of civic leaders.

National Research Council (NRC). —㉡— The committee calls for better long-term

The ⓐ______, freewheeling nature of cyberspace means that it is often filled with

monitoring of all pollinators.

every skinhead, Trekkie, religious zealot, and Limbaugh-wannabe with a new theory on

Last year, for the first time since 1922, California almond growers imported bees
from Australia to service their trees because U.S. bee colonies are being destroyed by
mites, which suck the life out of larvae.

how the world should work. The Internet is not—at least not yet—a town hall meeting.
But cyberspace community is ⓑ____________________ and citizenship. Because it is
not centrally controlled, the Internet is a regular proving ground for the First

Roughly one-third of the North American diet comes from food—fruits, vegetables,

Amendment. There are bulletin boards for every imaginable subject and interest group:

seeds, and nuts—that rely on animal pollinators, which include beetles, butterflies, flies,

sex and substance abuse, veterans, vegetarians, gays and lesbians, and animal rights

bats, hummingbirds, and bumblebees. —㉢— But the king of pollinators is the European

activists.

honeybees because they pollinate a huge variety of crops.
The NRC report notes that there is too much reliance on honeybees. Almonds are
particularly ⓐ__________

The question is how real these communities are and to what extent they really fill
the needs of more traditional communities. The answer is not entirely clear. Even

because almond trees flower early in the year when honeybee

Internet enthusiasts acknowledge that cyberspace may never be a replacement for true

colonies are weakened from winter mite infestations. —㉣— Mites have caused the price

communities. Rheingold, who clearly is caught up in channeling virtual communities as

of bee rental for almond growers to go from about $30 to as much as $150 per hive.

a force for good, expresses openly his reservations about the Internet as a surrogate
community: “Perhaps cyberspace is precisely the wrong place to look for the rebirth

35. 다음 중 honeybee와 관련 사실이 아닌 것은?

of community.”

① Honeybees are one of the pollinators.
② Almonds trees heavily depend on honeybees for flowering.
③ Mites destroy the early stage of honeybee’s life.
④ Honeybees are the biggest pollinator because they are

38. 다음 중 빈 칸 ⓐ_______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단어는?
① untamed
③ oppressive

②
④

correcting
closed

numerous.
39. 다음 중 문맥상 빈 칸 ⓑ_______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어구는?

36. 다음 문장이 들어갈 가장 알맞은 곳은?

① by no means irrelevant to democracy

Although there is no strong evidence for a current pollination crisis, there may be

② never correlated with democracy

one looming, reports an NRC committee.

③ tied up with a variety of dogmatism
④ never relevant to civic life

① —㉠—
③ —㉢—

②
④

—㉡—
—㉣—

40. 다음 중 필자의 태도를 요약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Consent to freedom of speech on cyberspace

37. 빈칸 ⓐ______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단어는?
① variable
③ vulnerable

②
④

sensitive
reactive

② Objection to the idealism of virtual community
③ Skepticism about the Internet democracy
④ Question about democracy in traditional communities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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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출제 의도

2016학년도 경희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영어고사는 중/고등학교 과정을 해외에서 일정기간
이상 수학하고 본교 모든 계열의 학과/학부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자원 의 영어 수학능력을 평가
및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영어시험은 어휘 18문항, 문법 3문항, 독해 29문항으로 총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휘는 각종 전공분야의 전공서적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어휘습득 수
준을 평가한다. 주어진 지문에 적확한 단어를 고르거나 주어진 단어와 가장 근접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고르도록 출제하였다. 문법은 영어구문 파악에 있어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시제, 최
상급, 단/복수 시제일치 문제를 출제하였다. 독해는 주어진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구분
문제
자료

채점기준
답안작성

세부판단기준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평가하기 위해 공란에 적확한 단어나 어구 채우기, 핵심요지 파악, 나눠진 단락을 논리전개의 정
합성에 맞도록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을 측정하도록 출제. 총7개의 지문이 제시되었다.

2016학년도 경희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영어고사는 논술고사가 아니고 4지 선다형 객관
식 필답고사 문제이다. 중고등학교 과정을 해외에서 일정기간 이상 수학하고 대학에 진학할 학
생들이 대학에서 사용할 영어 수학능력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출제 근거

본 영어시험은 어휘, 문법, 독해 총 40개 문항으로 고교 교육과정과 일상에서 사용되는 지

지문1 (칼슘부족이 수반하는 건강문제), 지문2 (수소차량 개발), 지문3 (운전중 스마트폰사용 문

문을 활용하고 있다. 수험생이 각종 영어 구문구조와 표현들을 정확히 이해하느냐를 평가하

제), 지문4 (남녀 성차문제), 지문5 (수면장애 문제), 지문6 (꿀벌과 농업분야), 지문7(공민사회구성

는 시험이다. 본 영어시험에 사용된 각종 제시문과 지문들은 이것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에 있어 인터넷의 효용) 이다. 어휘, 문법, 독해 세 개의 영역은 수험생이 각종 영어 구문구조와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표현들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본 영어시험
에 사용된 각종 제시문과 지문들은 이것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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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학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재외국민전형의 특성상 쉽게 접근 가능한 문제이다. 고
등학교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문항들이 출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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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필답고사
전형명
재외국민특별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자연계열 / 문제1～30
문항번호
고등학교 과목명
수학
출제 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예상 소요 시간
1시간

 








와  
가    를 만족하도록 하는 실수  와  에 대하여,

  

 의 값은? (단,  는 영행렬)

①



②



③



④



③



④



6.      ,      을 만족하는 실수   에 대하여, 부등식 log log    이 나타내는
영역의 넓이는?
①
③








②
④








㉡    이면         

이다.

㉢      이면   

①

㉠

②

㉡

③

㉡, ㉢

④

㉠, ㉡, ㉢

③






②
④










①



②



③



④







④







②





③



④



②





④



①



②



③



④









의 값은?

11. 세 수    는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세 수    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


을 이루었다.  ≠  인 실수   의 비  는?


4. 양의 실수  에 대하여 부등식 log     log  ≤  를 만족하는  의 최댓값은?
①



③



   

②

①

10. 등차수열  에 대하여       을 만족할 때,





이 무수히 많은 해를 갖도록 하는  와 그 때의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에 대하여, 점  가 해집합에 있을 때의  의 값은?

3.  에 대한 연립방정식

①

9.  이  자리 이하의 정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큰 정수  은? (단, log   )




③








㉠             






②

8. 다음 세 수               의 크기 순서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2.  와  가 이차정사각행렬이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는 단위행렬)

①





7.    와    의 그래프에서 직선    과의 교점을 각각  와  라 하고, 직선
   과의 교점을 각각  와  라 할 때, 사다리꼴  의 넓이가  가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의 합은?

문항 및 제시문

1. 행렬  

①

①



②





③





④



12.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5. 정의역이     ≤  ≤ 인 함수    
두 수의 곱  의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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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댓값을  , 최솟값을  라 할 때,

  

      

의 일반항을        로 나타냈을 때, 세 수의 합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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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17. 모든 실수  에서 정의된 함수   에 대하여, 다음 명제 중 참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함수   가   에서 미분가능하고   에서 극값을 가지면  ′  이다.



13. 다음의 이차방정식            이 자연수  에 대하여 두개의 해를 갖고
그 해를 각각   과   이라 할 때      , lim      의 값은?
→∞

①
③








②





④



는 양의  축 위에, 점   는 양의  축 위에 점을 잡아 나간다. 이때 다음 합

    
    
    ⋯ 으로 옳은 것은? (단,  는 원점  )


②



③



④



㉢ 함수          은 모든 실수  에 대하여 미분가능하다.
㉣

   일

때

        이고

   가

미분가능하면

모든

에

대하여

 ′     이다.


14. 아래 그림과 같이 점    에서 음의  축 위에 점   를 
    
  이 되도록 잡


 이 되도록 잡는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점 
고, 음의  축 위에 점   를 
    




①

㉡ 함수   가   에서 미분 불가능하면,    는   에서 극값을 갖지 않는다.

① ㉠, ㉢

② ㉠, ㉣

③ ㉡, ㉢

④ ㉡, ㉢, ㉣


18. 함수    를    lim 
라 정의할 때, 다음 중 함수    가 연속인 구간은?

→∞    


①     

  
②     



 
③  
 

  


19.      
  










 
④  
 

 ≠ 

로 정의된 함수    가    에서 연속일 때, 상수  의 값은?

  



① 

② 






③ 


④ 


    
 

20. lim    일 때, 자연수  의 값은?

 →




 


15. 다음의 연립방정식
이       이외의 해를 갖도록 하는  에 대





 


① 

② 

③ 

④ 



∞

하여,

 의



①
③

16.










값은?



 

① 
③ 

→ 

         일 때,  ′  의 값은?

②



④



① 

② 

③ 

④ 

22. 곡선       위의 점   에서의 접선과  축,  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는?

     의 값은?
lim 
→  ∞

       


21.     이고 lim    을 만족하는 미분가능한 함수   에 대하여

② 
④ 존재하지 않는다

- 236 -

① 

② 

③ 

④ 

23.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 높이가  인 직원기둥이 있다. 이 직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씩 늘어나고, 높이는 매초  씩 줄어든다고 할 때, 밑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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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름이  가 되는 순간 원기둥의 부피의 변화율은 몇   초 인가?

값은?

① 

② 

① 

② 

③ 

④ 

③ 

④ 
(끝)

24. 모든 실수  에 대하여          를 만족하는 연속함수   가   ≤  ≤  에서
       일 때,





  의 값은?



① 

② 

③ 

④ 

출제 의도

2016학년 경희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수학고사는 정규대학의 자연계열에 입학하여 전공과
목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중등

25. 연속함수   가 모든 실수  에 대하여
        ,

수학교과과정 중에 인문·자연계열에서 공통으로 배우는 교과과정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개념의



      ,


을 만족할 때, 정적분





자 한다. 기초적인 학력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기에 정상적인 정규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라

        의 값은?

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출제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이해와 그 응용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여 60분 이내에 풀 수 있는 사지선다형 30문항을 출제하고

출제 근거

26. lim        ⋯   의 값은?
→∞ 

① 

② 

③ 

④ 

27.            

문
항



   를 만족하는 다항함수

   에 대하여,    의 값은?



교과서

단원명

문

(수학 I)

항

행렬과 그 연산, p30

16

더 텍스트

17

교학사

교과서

단원명
(미적분과 통계기본)

1

두산동아

2

두산동아

3

좋은책 신사고

연립일차방정식의 풀이, p32

18

더 텍스트

함수의 극한과 연속, p28

4

교학사

로그방정식과 로그부등식, p96

19

교학사

함수의 극한과 연속, p27

행렬과 그 연산, p29
역행렬과 연립방정식, p35

함수의 극한과 연속, p20
도함수의 활용, p61

① 

② 

5

법문사

지수함수와 그 그래프, p96

20

더 텍스트

미분계수의 정의, p44

③ 

④ 

6

법문사

로그방정식과 로그부등식, p109

21

더 텍스트

다항함수의 미분법, p56

7

법문사

지수함수와 그 그래프, p74

22

교학사

8

천재교육

지수함수와 그 그래프, p78

23

좋은책 신사고

다항함수의 미분법, p79

9

금성출판사

상용로그, p90

24

좋은책 신사고

다항함수의 적분법, p121

28.    인 실수  에 대하여 곡선       와 직선    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가 
일 때,  의 값은?

도함수의 활용, p56

① 

② 

10

천재교육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p125

25

더 텍스트

다항함수의 적분법, p109

③ 

④ 

11

두산동아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p137

26

좋은책 신사고

다항함수의 적분법, p107

12

박영사

계차수열, p145

27

좋은책 신사고

다항함수의 적분법, p108

13

천재교육

극한값의 계산, p182

28

좋은책 신사고

다항함수의 적분법, p108

14

천재교육

무한등비급수의 활용, p207

29

교학사

조건부 확률, p143

30

천재교육

확률분포, p166,170

29. 문자     에 각각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 뒷면이 나오면   을 줄 때, 행렬

 

 
가 역행렬을 가질 확률은?
 


① 



③ 


15



② 


천재교육

연립일차방정식과 행렬, p43
무한급수, p201



④ 


30.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회 반복할 때, 두 주사위의 숫자의 합이 
이하가 되는 횟수를 확률변수  라 하자. 확률변수      에 대하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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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구분
문제
자료

채점기준
답안작성

세부판단기준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2016학년도 경희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수학고사는 논술고사가 아니라 4지 선다형 객관식
필답고사 문제이다.
질문 문항은 고등학교 인문·자연계열에서 공통으로 배우는 교과과정을 바탕으로 출제되었
다.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와 간단한 응용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규 교과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모두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다. 대학에서 이공계
열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되
었다.
4지 선다형의 객관식 문제로서 답안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문항들이 출제되었으며, 해외에서 중고등학교 수
학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학습하는 수학의 기본 개념들의 이해를 잘 측정할 수
있도록 문항이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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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대학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1.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전형계획 반영내용
경희대학교 대학별 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하여 다음연도
입학전형에서 반드시 반영해야할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행학습 유발을 보다 철
저하게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향후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더욱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해서는 고교 교육과정
내 문항 출제가 어느 정도의 범위와 수준을 지시하는 것인지에 대한 보다 명료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고차적 사고능력을 요구하는 심화형 문항이 출제
되는 경우에는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
에 출제 범위와 수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목별 교과서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대학별 고사
출제 과정에서는 사용된 교과서의 명칭, 출판사, 쪽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

학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통합형 논술을 지향한다.
논술고사 출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인문·체능계열 [인문·체능계, 사회계]의 경우,
① 쟁점에 대한 찬반 의견보다 쟁점에 담긴 인간·사회의 근원적인 문제를 통찰하는
성찰적 사고력 요구
② 특정 주제를 하나의 방향으로 이해하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다면적 사
고력 요구
③ 텍스트 해석 능력 및 제시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 통합적 사고력
요구
④ 사회계열 수리논술은 문제풀이에 필요한 식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수리 능력 요구
등이다.
자연계열 [자연계, 의학계]의 경우,
①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및 응용력, 문제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논증 능력

하다.
셋째, 출제 시 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가 재학 중 배운 교과서를 구비하고 출제 시
활용토록 비치한다.

요구
② 제시문 및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본적 소양의 적절한 활용 및 창
의적인 논리 전개 요구 등이다.

넷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학습영향평가 매뉴얼 양식」을 대학별고사 출제위원
에게 출제 시 제공하여 출제근거와 문항정보 등 해당 양식에 맞게 작성토록 안내한다.

2. 다음 연도 대학별 고사 문제 출제 계획

나. 면접고사 출제 계획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은 인성면접으로 가치관과 인성을 주로 평가한다. 서류확인면
접과 출제문항면접을 혼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지원학과의 전공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계열별(인문/자연/의학) 공통질문을 출제할 계획이다. 문제는 계열별(인문/자연/의학)

경희대학교 2017학년도 대학별 고사 중 선행학습영향평가의 대상은 전년도 마찬가지로

․ 날짜별․ 시간대별(오전/오후) 공통문제 1문제를 출제할 계획이다.

논술우수자전형의 논술고사와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고사, 재외국민특별전형이다. 이 중
2017학년도 논술고사와 면접고사의 출제 계획은 다음과 같다.

면접고사 출제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지원자의 계열별 전공 기초소양과 논리적 표현능력을 확인 가능한 문제를 출제한다.

가. 논술고사 출제 계획

② 단순히 교과지식을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원자의 가치나 의견을 표현할 수 있
는 문제를 출제한다. 정답이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2017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의 논술고사는 인문·체능계열[인문·체능계, 사회계], 자연
계열[자연계, 의학계]로 나눠 출제된다. 논술고사 문제는 제시문과 논제로 구성된 자료 제

있는 문제로 출제한다. 수험생의 답변을 듣고 면접위원이 추가 질문이 가능한 문
제를 출제한다.

시형 문제이다. 논술고사 문제와 질문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

③ 교육부의 대입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 교과문제풀이식 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

할 계획이다. 사회계 논술고사는 영어 제시문 출제될 수 있고, 사회·경제에 관한 도표,

영어지문이나 정답이 있는 수학문제 등 교과지식을 묻는 문제풀이식 문제는 출제

통계자료 등이 포함된 제시문을 해석하여 논술하거나, 논제를 수학적 개념과 풀이 방법
을 이용하는 수리논술 문항이 포함될 수 있다. 자연계 및 의학계는 수학과 과학(물리, 화
학, 생명과학)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도와 응용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자연현상을 해석

하지 않는다.
④ 공교육정상화 및 선행교육 금지법을 준수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지 않는다.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문제를 출제한다. 자연계 및 의학계 논술고사의 경우, 수학은
필수이고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 지원자가 한 과목 선택(물리, 화학, 생명과학
과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물리Ⅰ·Ⅱ, 화학Ⅰ·Ⅱ, 생명과학Ⅰ·Ⅱ 범위 안에서 출제)

3. 다음 연도 대학별 고사 운영 방향

한다. 의학계 논술의 경우 자연과학적 기초 소양을 바탕으로 과학 연구의 인문∙사회∙철
가. 논술고사
- 242 -

- 243 -

가. 논술고사

의 인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별질문을 통해 주로 서류평가 시 역량을 재확인하고 가치관
이 창학이념에 적합한지를 판단한다. 전공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계열별(인문/자연/의학)

2017학년도 경희대학교 논술고사는 “인문·체능계열[인문·체능계, 사회계], 자연계열
[자연계, 의학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되
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

공통문제를 출제한다.
면접 시간은 10분 내외이며 의학계열은 인성면접을 강화하여 30분 내외로 진행한다.
출제한 공통질문과 관련하여 5분 내외(의학계열 15분 내외)로 면접을 진행한다.

한다. 단순 암기나 전문 지식이 아닌 논리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며, 기출 논술문제, 예시
답안, 채점기준과 논술특강 동영상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iphak.khu.ac.kr)에 항시 공개
한다.
인문·체능계열 [인문·체능계, 사회계] 논술에서는 통합교과형 논술로 수험생의 통합
적이고 다면적인 사고 및 표현 능력을 측정한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지식을 통합
하여 종합적 분석 및 문제해결 과정을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한
다. 자연계열 [자연계, 의학계] 논술에서는 수학과 과학(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 한 과목
선택)에 관한 학생의 자연과학적 분석 능력 측정, 제시문과 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응용력과 분석 능력을 평가한다. 의학계 논술에서는 특정 과학 지식의 유무
를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합적인 사고 능력과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활용 능력을

<표 Ⅳ-2> 경희대학교의 면접 평가 요소 및 기준

평가요소
평가 항목
창학이념
적합도
창의적
노력,
진취적
기상,
건설적 협동
인성
인성
- 품성, 태도, 사회성, 자기주도성
기초소양 - 전공적합성,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전공
논리적 사고력 - 탐구력 및 논리적 의사소통능력
- 면접시간: 10분 내외(의학계열 20분)
비고
- 인문/ 자연/ 의학 계열로 구분하여 날짜별/시간대별(오전/오후)로 구분 시행
※ 의학계열은 지원자의 가치관·인성을 확인하기 위한 면접 평가 강화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논술고사 작성 분량은 인문·체능계열 [인문·체능계, 사회계]의 경우 1,500자~1,800자
내외로 원고지 형식의 답안지를 작성하게 되고, 자연계열 [자연계, 의학계]의 경우 노트
형식의 답안지에 문항별 지정된 답안란에 작성하게 된다.
출제 문항은 인문·체능계열 [인문·체능계, 사회계]의 경우 2~3 문항이고, 자연계열
[자연계, 의학계]의 경우 수학 4문항 내외, 과학(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 한 과목 선택) 4
문항 내외이다.

4. 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요인 배제를 위한 관련 연구계획
가. 연구과제명: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전후 대학의 논술고사 출제 경향 비교 연구
나. 연구개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2014.9) 시행 전과

<표 Ⅳ-1> 경희대학교의 2017학년도 논술고사 운영 계획

인문·체능계열 [인문·체능계, 사회계]
- 2 ～ 3 문항
- 1,500 ～ 1,800자, 원고지 형식
- 120분
- 인문·체능계 : 1,200자 내외의 긴 논술
문제 출제 가능
- 사회계 : 수리논술 출제, 영어 제시문
출제 가능

구분
자연계열 [자연계, 의학계]
문항 - 수학, 과학 각 4문항 내외
수
문항별 지정된 답안란에 작성,
형식 - 노트
형식
시간 - 120분
- 수리논술, 과학논술 출제
필수
특징 •• 수학은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
한 과목 선택

후의 대학별 논술고사 출제 경향을 비교 분석하여 실제 대학의 논술고사 출제 경
향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의 내용과 핵심개념, 제시
문과 문항 등을 활용하고 있는지 등 출제 유형을 분석하고자 함.
다. 연구참여인력: 고등학교 교사 및 대입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위원
라. 연구기간: 2016년 7월~12월(6개월)
마. 연구내용
1) 2011~2014학년도 대 2015~2016학년도 대학별 논술고사 제시문 및 문항 분석
2) 논술고사의 핵심 개념/용어 또는 내용영역 분석
3) 계열별(인문/사회/자연/의학) 논술고사 출제경향 분석
4) 논술고사 출제문항의 유사도검색 방안 마련
바. 기대효과: 논술고사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고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
제하도록 하고 대학이 이미 출제한 문제에서 다시 문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대학에게는 신뢰성 있는 문제 출제에 기여

나. 면접고사
2017학년도 경희대학교 대입전형에서 면접고사 중 공통문제를 출제하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네오르네상스전형, 고른기회전형(Ⅰ·Ⅱ)가 해당된다.
경희대학교 면접은 인성면접으로 가치관 및 인성, 전공적합성을 평가하게 된다. 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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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교과 관련 면접이 아닌 문항들에 대한 증빙(예시)
■ 서류 확인면접(예시)
학생부종합전형(네오르네상스/고른기회/특성화고졸재직자)

부 록
1. 교과 관련 면접이 아닌 문항들에 대한 증빙

본인의 어떤 면이 지원학과의 적성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전공 관련
장점과 단점을 말하시오.
지원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대표적인 것 하나만 이야
기 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경험은?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게 된 이유? 경시대회의 주제, 상황-행동-결과-느낀 점은?

2. 대학의 선행학습영향평가 자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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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경희대학교 「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입안일자 2015.2.12. / 규정 제정 관련 내부절차 진행 중)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학 자체 영향평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행학습영향평가의 정의) “선행학습영향평가”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대학이 대학별 고사를 시행함에 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
위와 수준을 벗어나서 운영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선행학습 유발요인은 없는지를 매년 평가
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대학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일련의 평가활동을 의미한다.
제3조(선행학습영향평가의 대상) 선행학습영향평가는 원칙적으로 대학입학전형에서 시행하는 논
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 등의 모든 대학
별 고사가 대상이 되나, 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적
용의 배제)에 따라 체육․ 예술 교과(군)는 예외적으로 선행학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대입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2조에 따른 본교의 대학별 고사가 고
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준하는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
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입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선행학습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년도 대학
별 고사의 출제 및 검토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아래 각호의 교내․외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
도록 한다.
1. 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대학입학전형 등에 관한 전문가
2.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고등학교 교원
3. 학부모 또는 교육단체 관계자
4.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자로서 총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내부위원은 교내 전임교원 및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여 위촉하며, 외부위원
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 학부모 등 전문가 중에서 입학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
촉한다.
⑤ 위원회에는 내부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입학처 이외의 직원으로 위촉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진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에 관한 사항
4. 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선행학습 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
장이 소집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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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선행학습영향평가의 시기 및 반영) ①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해당 대학별 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모집시기(수시 및 정시)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자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의 공시)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8조(기타)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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