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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6학년도 입학전형 사교육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2016학년도 경북대학교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 및 선행학습영향평가 실시를 

위하여, 평가위원을 위촉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전형 사교육영향평가 

매뉴얼에 의거하여 각 전형별로 세부적인 평가를 하였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 전형별 문항을 분석하여 고교 교육

과정 내 출제 여부, 문제 난이도 등을 확인하여 사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요인

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하였다.  

1. 사교육 및 선행학습영향평가 연구 절차

1-1. 설문지 조사 및 자문위원회 구성 : 2015. 12. 9. ~ 2016. 1. 30.

1-2. 선행학습영향평가자체위원회 구성 : 2016. 1. 15.

1-3. 선행학습영향평가 중간보고회 : 2016. 1. 22.

1-4. 사교육(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 ~ 2016. 2. 20.

1-5. 2017학년도 대입전형 반영 : ~ 2016. 4.

[참고] 대입전형 사교육영향평가 매뉴얼

평가영역 평가내용

1. 평가계획 수립 1. 평가계획 수립의 충실성 및 적절성

2. 사교육 

유발요인 분석

2-1.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 준수 여부(학생부종합전형)

2-2.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등 서류 작성의 사교육 유발요인

2-3. 구술면접(학업능력평가) 문항의 사교육 유발요인

2-4. 발표, 토론, 인성면접 등의 사교육 유발요인

2-5. 전형의 논술 반영 정도

2-6. 전형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반영 정도

2-7. 전형의 교외 수상실적 반영 정도

2-8. 전형 간소화 정도

2-9. 전형 운영 내용 및 전형요소와 고교 교육과정 연계 정도

2-10. 기타 사교육 유발요인

3. 개선 노력
3-1. 전형 과정에서 개선된 사항

3-2. 다음 학년도 전형에서 개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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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형명
영향평가 

대상 여부
모집인원(명)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일반학생

○
1,163

지역인재 8

학생부종합전형

일반학생

○

428

지역인재 21

사회기여자 34

사회배려자 23

고졸재직자 5

논술전형(AAT) ○ 972

실기전형
×

82

특기자전형(체육) 22

농어촌학생전형(정원 외)

○

173

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정원 외) 39

이웃사랑전형(정원 외) 45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정원 외) 25

특수교육대상자전형(정원 외) 26

단원고특별전형 25

모바일과학인재전형(정원 외) 10

소계 3,101

Ⅱ. 2016학년도 경북대학교 입학전형 분석

 2016학년도 경북대학교 입학전형은 수시전형과 정시전형, 재외국민 및 외국

인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본교에서 실시한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

합전형, 논술전형(AAT), 정시전형이 사교육 및 선행학습영향평가를 위한 주요 

입학전형으로,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의 면접문항과 논술(AAT)전형의 논술문

항이 사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주요 입학전형 요소로 확

인되었다.

1. 경북대학교 입학전형의 개요

 2016학년도 경북대학교 입학전형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을 통해 5,052명을 

모집, 선발한다. 수시전형을 통해서 전체인원의 61.4%인 3,101명을 모집하고 정

시전형을 통해서 전체 모집인원인 38.6%인 1,951명을 모집한다. 추가적으로 재

외국민 및 외국인전형을 통하여 최대 93명을 선발하며, 세부 모집인원은 <표 Ⅱ

-1>과 같다.

<표 Ⅱ-1> 2016학년도 경북대학교 입학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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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모집단위 사정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배점
수능최저

학력기준

 일반 전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 학생부 500점(100%) ○
지역인재

의예과,

치의예과

구분 전형명
영향평가 

대상 여부
모집인원(명)

정시

가군
일반학생

○

888

예능계열 86

나군
일반학생 936

체능계열 41

소계 1,951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 * 입학정원 2% 이내

총 모집인원 5,052

※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의 모집인원 : 모집단위별 약간명, 최대 선발가능인원은 총 93명

2. 수시전형

수시전형은 정원 내 전형인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AAT)전형, 

실기전형, 특기자전형 등이 있으며, 정원 외 전형인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

교출신자전형, 이웃사랑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모바일과학인재전형, 특수

교육대상자전형, 단원고특별전형이 있다. 

2-1.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전형은 일반전형과 지역인재전형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세부적

인 사정단계별 선발인원과 전형요소별 배점은 <표 Ⅱ-2>와 같다. 일반전형과 지

역인재전형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국어, 영어, 수학, 사회, 도덕 과

학 교과 관련 전 과목)만으로 선발하고 있다.

<표 Ⅱ-2> 학생부교과전형    

    
2-2.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종합전형은 일반전형과 지역인재전형, 사회기여자전형, 사회배려자전

형, 고졸재직자전형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정단계별 선발인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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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모집단위 사정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배점
수능최저

학력기준

논 술

(AAT)
전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 학생부 100점(20%), 

논술 400점(80%)
○

전형요소별 배점은 <표 Ⅱ-3>과 같다. 공통적으로 선발과정은 2단계로 구성되

며, 1단계는 서류평가 점수로 선발하고 2단계는 서류평가와 면접 성적의 합산 

점수로 선발한다. 서류평가 점수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심사

하여 산정한다.

<표 Ⅱ-3> 학생부종합전형

구 분 모집단위 사정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배점
수능최저

학력기준

일반 전 모집단위
1단계 300%

* 1단계: 서류평가 350점

(100%)

* 2단계: 서류평가 350점

(70%), 면접 150점(30%)

×
2단계 100%

지역인

재

의예과, 

치의예과

1단계 300%
○

2단계 100%

사회

기여자
전 모집단위

1단계 300%
×

2단계 100%

사회

배려자
전 모집단위

1단계 300%
×

2단계 100%

고졸

재직자
전 모집단위

1단계 300%
×

2단계 100%

2-3. 논술(AAT)전형

논술(AAT)전형의 사정단계별 선발인원과 전형요소별 배점은 <표 Ⅱ-4>와 같

다. 논술문항의 경우 총 3종의(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Ⅰ, 자연계열Ⅱ) 문제유

형으로 평가하며 반영점수는 400점(80%)이다.

<표 Ⅱ-4> 논술(AAT)전형

2-4. 실기 및 특기자전형

실기 전형과 특기자 전형의 사정단계별 선발인원과 전형요소별 배점은 <표 Ⅱ

-5>와 같다. 실기전형의 경우 모집단위에 따라 선발인원, 전형요소 및 배점이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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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집단위 사정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배점
수능최저

학력기준

실

기

음악학과

1단계 2,000% * 학생부 150점(100%)

×

(미술학과 

제외)

2단계 100%
* 학생부 150점(30%), 

실기 350점(70%)

국악학과

일괄합산 100%

* 학생부 150점(30%), 

실기 350점(70%)

미술학과,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섬유패션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 전공)

* 실기 500점(100%)

특

기

자

전 모집단위

1단계 300%
* 입상성적 350점

(100%)

×

2단계 100%

* 입상성적 150점

(30%), 면접 350점

(70%)

구 분 모집단위
사정

단계

선발

인원
전형요소별 배점

수능최저

학력기준

농어촌학생

전 

모집단위

1단계 300%

* 1단계: 서류평가 350점

(100%)

* 2단계: 서류평가 350점

(70%), 면접 150점(30%)

×
2단계 100%

특성화고교

출신자

1단계 300%
×

2단계 100%

이웃사랑
1단계 300%

×
2단계 100%

특성화고졸 

재직자

1단계 300%
×

2단계 100%

<표 Ⅱ-5> 실기 및 특기자 전형

2-5. 정원 외 전형

정원 외 전형은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 고교출신자전형, 이웃사랑전형, 특성

화고졸재직자전형, 모바일과학인재전형, 특수교육대상자전형, 단원고특별전형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정단계별 선발인원과 전형요소별 배

점은 <표 Ⅱ-6>과 같다.

<표 Ⅱ-6> 정원 외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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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집단위 사정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배점

가군 

전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 수능 800점(100%)

예

능

계

음악학과

국악학과

* 수능 300점(30%), 

실기고사 700점(70%)

미술학과 * 수능 800점(80%), 

<표 Ⅱ-7> 정시전형                               

구 분 모집단위
사정

단계

선발

인원
전형요소별 배점

수능최저

학력기준

모바일 

과학인재

1단계 300% * 서류평가 250점(100%)

○

2단계 100%
* 서류평가 250점(50%), 

면접 250점(50%)

특수교육

대상자

전 

모집단위

1단계 300% * 서류평가 350점(100%)

×

2단계 100%
* 서류평가 350점(70%), 

실기 150점(30%)

예능계열

1단계 300% * 서류평가 150점(100%)

2단계 100%
* 서류평가 150점(30%), 

실기 350점(70%)

단원고

특별전형

전 

모집단위

1단계 300% * 서류평가 350점(100%)

×

2단계 100%
* 서류평가 350점(70%), 

면접 150점(30%)

3. 정시전형

정시전형은 가군과 나군에서 모집하고 있다. 가군은 수능 800점(100%)의 점수

를 반영하는 전체 모집단위와, 실기고사를 반영하는 예능계열 모집단위를 통하

여 선발하며, 나군 또한 수능 800점(100%)의 점수를 반영하는 전체 모집단위와 

실기고사를 반영하는 체능계열 모집단위로 선발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정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배점은 <표 Ⅱ-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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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집단위 사정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배점

열

실기고사 200점(20%)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섬유패션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 전공)

* 수능 500점(50%), 

실기고사 500점(50%)

나군

전 모집단위

(체능 제외)
* 수능 800점(100%)

체

능

계

열

체육교육과

스포츠레저학과

* 수능 400점(50%), 

실기고사 400점(50%)

구 분 모집단위 사정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배점

재외국민/ 

외국인전형

일반학과

일괄합산 100%

* 심층면접 100점(100%)

음악학과/ 

국악학과
* 실기고사 100점(100%)

미술학과
* 실기고사 80점(80%), 

면접 20점(20%)

4.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은 <표 Ⅱ-8>과 같이 심층면접 100점(100%)의 점수를 

반영하는 일반학과 모집단위와, 실기고사 100점(100%)을 반영하는 음악학과 및 

국악학과 모집단위, 실기고사 80점(80%), 면접 20점(20%)을 반영하는 미술학과 

모집단위가 있다. 

<표 Ⅱ-8>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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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면접문항과 논술문항이 고교 교육과

정과 잘 연계되어 출제 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사교육 및 선행학습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면접을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전형으로는 학생부종합

전형과 재외국인 및 외국인전형이 있으며, 논술시험을 실시하는 논술(AAT)전

형이 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과 논술(AAT)전형의 면접문항 및 논술문항

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었고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문항은 서류 확인 면접 형

식으로 사교육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경북대학교는 논

술(AAT)전형과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에서 사교육 및 선행학습영향을 배제하

기 위해 2차에 걸친 검토를 통하여 문항을 수정·보완하는 등의 노력을 실시

하였으며, 사교육영향평가 결과에서도 해당문항들이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히 

연계되어 출제됨을 확인하였다.

경북대학교가 실시하는 인문사회계열 논술(AAT)은 이 방면의 대학 전공과정을 

이수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는 기본적인 지적 역량, 즉 텍스트를 읽고, 그에 

서술된 사실적 정보와 의견을 분석하고 종합하며, 제3의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하

는 능력의 함양과 점검에 중점을 두었다.

논술(AAT)은 학생들이 여러 경로의 선수학습을 통하여 축적한 사실적 지식

(factual knowledge)의 양을 측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지 않는다. 물론 시험의 

기본적인 목표는 학생들의 지적 역량을 최대한 정확하게 평가, 판단하려는 것

이다. 다만 논술(AAT)에서 측정하려는 지적 역량은 언급한 바와 같이 기지(旣

知)의 사실에 대한 다양하고 특별한 지식의 양이나 정확도가 아니라, 고교 수

학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기본개념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는지 여

부, 또 이를 적용하여 주어진 과제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하는지 여부, 

나아가 이러한 이해에 근거하여 침착하게 과제의 해결방안을 도출하는지 여부

이다. 즉 논술(AAT)은 사태 파악, 문제해결을 위해 발휘하는 지적 순발력과 

Ⅲ. 2016학년도 경북대학교 입학전형 요소별 사교육영향에 대한 분석

1. 논술(AAT)고사

1-1. 인문계열 논술고사 

가. 기출문제 [부록 참조]

나. 출제 의도 및 문제 분석

[논술(AAT)의 목적과 출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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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력의 측정을 더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예년도와 같이 이해, 분석, 비판, 추론의 결과를 완성된 문장으로 구성하

여 표현하는 역량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경북대 논술(AAT) 인문사회계열 문제는 우리 사회 현실, 인간 문화의 본질을 이

해하는 데 유용한 주제들을 다양한 맥락에서 다루었다. 이하에 열거한 6개의 주제

와 관련하여 제시문에 대한 독해 및 분석 능력, 논리적 추론 및 기본 개념의 정확

한 응용 능력, 비판적 사고력 등을 평가한다. 논술(AAT) 인문사회계열 문제는 다

양한 문헌에서 발췌한 제시문을 주고 각각의 자료와 결부된 질문에 대하여 단답형 

또는 50자~200자 이내로 약술하는 형식으로 출제되었다. 이는 지난 해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으로서, 과제의 해결 결과를 완성된 문장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지속적

으로 강조되고 있다.

[1] 기술문명에 대한 고전적 비판론과 현대 사회에서 기술맹신이 빚어낸 부작용 사례

의 대비

[2] 인간의 언어와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3] 불의한 실정법에 대한 맹종과 본질적인 정의 사이의 갈등

[4] 동물우화를 통해서 본 인간사회의 약육강식 현상에 대한 성찰과 비판

[5] 경제적 효율성의 추구와 배분적 형평성 사이의 괴리 관계 

[6] 논리적 추론과 논증의 규칙 

논술(AAT) 문제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출제한 것으로서 그 주제 

및 제시문은 대부분 중·고등학교 인문·사회계열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과 직·간접

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특히 강조할 사항은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기본개

념이 직접 사용되거나, 깊이 연관된 자료를 제시문으로 제공하는데 유의했다는 것

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학생이면 논술(AAT) 문제에 접근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문제의 난이도를 조정하였다. 논술 주제 및 제시문과 관련

된 교과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번 문제 (주제: 기술문명에 대한 고전적 비판론과 현대 사회의 기술맹신이 

빚어낸 부작용 사례의 대비)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교학사),‘언론자유와 윤리’, 270-272쪽.

 고등학교 『사회·문화』 (천재교육),‘대중매체’, 190-197쪽.

[논술(AAT)의 주제 및 출제 배경]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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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사회·문화』(금성출판사),‘대중매체의 유형과 특징’, 203-206쪽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교학사),‘사이버 공간과 인간의 자아정체성’, 172-182쪽.

 고등학교 『국어(하)』 (창비),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262-275쪽.

 고등학교 『철학』 (대한교과서주식회사),‘자유는 무엇인가’, 186-188쪽.

■ 2번 문제 (주제: 인간의 언어와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고등학교 사회·문화 (천재교육),‘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절차와 태도’, 

38-45쪽.

고등학교 사회·문화 (금성출판사),‘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 24-37쪽. 

고등학교 법과 정치 (천재교육),‘정치 참여와 선거’, 56-63쪽.

■ 3번 문제 (주제: 불의한 실정법의 한계와 본질적인 인권보장)

고등학교 『법과 정치』 (천재교육),‘기본권과 의무의 이해,’ 100-111쪽.

고등학교 『법과 정치』 (천재교육), ‘국제 관계와 국제법,’ 208-210쪽.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미래엔), ‘국가와 윤리,’ 236- 243쪽

고등학교  『사회』 (비상교육), ‘인권보장과 법,’ 216-221

■ 4번 문제 (주제: 동물우화를 통해서 본 인간사회의 약육강식 현상에 대한 성

찰과 비판)

고등학교 『사회·문화』, 4. 사회계층과 불평등, 2. 사회 불평등 문제와 해

결 방안, 1. 빈곤문제. 149쪽~151쪽.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IV. 사회윤리와 직업윤리, 3, 사회 복지 문제와 

윤리, 206쪽~215쪽.

고등학교 『생활과 철학』, IV. 함께 사는 씨줄과 날줄, 2. 물질적 삶의 조

건, 경제, 92쪽~111쪽. 

고등학교 『철학』, V. 나와 너, 그리고 우리, 2.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상, 

(2) 평등이란 무엇인가, 188쪽~193쪽.

■ 5번 문제 (주제: 경제적 효율성의 추구와 배분적 형평성 사이의 괴리 관계 )

 윤여탁 외(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미래엔, pp.26-29. (어느 출판사라도 무방함)

 윤여탁 외(2012), 중학교 국어 ①, ‘언어의 특성’ 단원, 미래엔

 이도영 외(2013), 중학교 국어 ②, ‘언어의 특성과 우리말의 음운 체계’ 단원, 창비.

 김태철 외(2013), 중학교 국어 ④, ‘의미를 담아서’ 단원, 민지의 꽃, 비상.

 남수인 역(2001), 글쓰기와 차이(자크 데리다 저), 동문선.

 김보현 역(1996), 해체(자크 데리다 저), 문예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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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권 역(2012), 일반언어학 강의, 지식을 만드는 지식.

■ 6번 문제 (주제: 논리적 추론과 논증의 규칙)

고등학교 『논리학』, 교학사, 논증의 분석과 구성, pp. 28~55.

고등학교 『논리학』, 대한교과서, 연역, pp. 150~200.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1』, 천재교육, 언어 표현과 화법, pp. 14~36.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1』, 비상교육, 의미, pp. 253~262.

■ 1번 문제

제시문 (가)는 마셜 매클루언의 『미디어의 이해』, ‘제 7장 도전과 붕괴

에 : 창조성의 보복’에서 발췌한 것이며, 원문은 장자에 나오는 구절이다 

(『莊子』 天地편 , 有機械者, 必有機事 / 有機事者, 必有機心). 제시문 (나)

는 니컬러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 『유리감옥』에 등장하는 예를 

재구성한 것이다. 제시문 (가)는 기술의 무비판적 수용이 인간에게 미치는 파

국적 결과에 대해 경고하는 것으로, 이런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아주 오랜 옛

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것이다. 기술을 바라보는 입장이 무엇인

지에 대한 구분과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초래할 위험성은 무엇인

지에 대해 대립적인 두 생각이 잘 드러나 있는 글이다. 제시문 (나)는 자동화

된 기술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이 초래한 실제 사례이다.  

■ 2번 문제

이 제시문은 언어와 문화의 상관성에 대한 뿌리 깊은 두 가지 담론인 ‘문

화우위론’과 ‘언어결정론’에 대한 내용과 문화를 축적한 언어가 전파되고 

전승되는 과정에서 변화되는 원인을 기술한 글이다. 

문화의 일부인 언어는 인간 삶의 양식인 문화를 담아내는 그릇이다. 언어

와 문화의 영향 관계에는 문화가 언어를 생성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문화 우

위론’과 언어가 문화를 유형화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언어결정론’에 대한 

관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예를 통해 

이해하도록 했다. 또한 언어로 축적된 문화는 언어를 통해 이웃에 전파되기도 

하고, 후대에 전승되기도 한다. 문화를 추상화한 언어가 전파되고 전승되는 

과정에서 음운, 형태,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특히 언어의 의미 변화에 작

용하는 원인으로는 언어적 원인, 심리적 원인, 사회적 원인, 역사적 원인, 문

화적 원인 등이 있다. 또한 새로운 문화적 환경이 형성되면서 신어도 많이 만

들어 지기도 한다. 이렇게 언어가 새롭게 탄생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현상도 

[제시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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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문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 3번 문제

제시문은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그 의의를 살려 요약

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판결문은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에 베를린장벽에서 동

독의 국경수비대 대원으로 근무하면서 서(西) 베를린으로 탈출하려는 동독 시

민에게 자동연속 총격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두 명의 병사의 행위가 고

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베를린장벽은 동서독

의 국경 역할을 했고, 다수의 동독 시민들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서독으

로 탈출을 감행했다. 동독 국경법은 국경수비대에게 어떤 경우이든 간에 국경

을 사수할 것을 요구했으며, 도주자를 사살했다고 하여 동독 검찰이나 법원에 

의해 기소되거나 처벌 받은 사례가 없었다. 

통독 후 살인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총격이 국경법에 규정

된 국경수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 도주자의 다리 

부분을 조준하여 사격을 가했으므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총격을 가한 것이 

아니라는 점, 국경수비를 위해 도주자를 사살하는 것은 당시 법적으로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으나, 독일 연방법원은 달리 판단했

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행위 당시의 동독 법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비록 국경 수비대의 대원들은 국경수비 임무를 절대적인 것으

로 받아들이도록 교육받았고 경우에 따라 도주의 저지를 위해 총격을 가하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피고인들은 자동연속 총격이 그 특성상 사망을 초래할 수

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도주자 사살이 과거에 기소되거나 처벌받

지 않았다는 것과 그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가를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법원은 히틀러 나치독재 시기에 대량학살에 가담했던 자들에 대한 법

적 심판과 처벌이 사회문제화 되었을 때 제기된바 지나치게 정의에 반하는 법

은 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소위 ‘라드브르흐(G. Radbruch)의 공식’

을 거론하면서, 당시 동독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

입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동(同) 규약은 제6조에서 모든 사람은 생명권

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이 자의적으로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를 저지하

기 위한 것 이외의 경우에 생명에 손상을 가하는 것은 자의적인 생명 박탈에 

해당하고, 국경을 넘어 도주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도주자를 사살하는 것은 자의적인 생명 박탈에 해

당되며 따라서 당시 동독 법에 의해서도 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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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문제

제시문 (가)는 이옥의‘지주부(蜘蛛賦)’이며, (나)는 최승호의‘거미줄’

이다. (가)는 조선후기의 한문수필로, 거미를 소재로 하여 우의적으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작가 이옥(1760~1815)은 일상의 사물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

본 수필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이 작품에서는 거미에 대해 통상적으로 생각

하는 부정적 시각을 거미의 처지에서 부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일한 현상

이 처지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거미의 말을 듣고 

허둥대며 도망가는 이 선생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옳다고 여겨온 생각이 부정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혼란을 느꼈을 이 선생의 심정을 엿볼 수 있다. 또 

세상에 훨씬 큰 거미가 있다는 거미의 말을 통해 인간 세태를 드러내면서, 경

계해야 할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현대시로, 거미의 삶의 방식을 

비유하여 인간들의 교활한 삶의 방식을 풍자하고 있다. 시인 최승호는 동물적 

상상력으로 물질화 되어가는 현대사회 속에서의 교활하고 야비한 삶의 방식을 

비판하는 글을 주로 썼는데, 이 작품에서는 거미의 생태를 통해 물질화된 도

시에서 비열하게 남을 속여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방식을 풍자하고 있다. 거

미는 공중에 집을 짓고 먹잇감이 걸리기를 몰래 기다리다가 걸린 먹잇감이 살

려달라고 요청하면 살려주는 척하며 그 먹잇감을 잡아먹는다. 자기가 쳐 놓은 

거미줄에 자신은 걸려 죽지 않지만 타자는 그 거미줄에 걸리기만 하면 죽는 

것, 즉 거미 자신에게는 불법(佛法)이 되고, 타자에게는 불법(不法)이 되는 

거미줄은 거미의 교활함을 잘 예증한다. 이러한 거미의 삶의 방식은 바로 인

간이 사는 도시적 삶의 방식으로 비유된다. 예를 들면, 교통순경은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 교통의 거미줄에 걸리기를 바라며 숨어서 감시한다는 내용이 바

로 그것이다. 작가는 도시적 삶이 교활하고 교묘한 덫의 세계임을 거미의 행

태를 통해 우의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5번 문제

제시문은 경제학의 기본 개념인 ‘효율성’의 정의와 측정 방법을 둘러싼 

고민을 소개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결과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기준인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는 글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의 ‘경제’와 ‘윤리와 사상’ 등의 사회탐구 영역 교과목에서 배우는 ‘효율

성’과 ‘형평성’,‘행복’,‘분배’,선택’,‘비용’, 편익’ 등의 기초 개념들

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더욱 차원 높은 사고를 시도할 수 있

도록 해주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문단에서는, 효율성이 자원 배분을 평가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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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라 할 수 있는 효율성에 대한 공리주의적인 인식을 소개한다. 이에 따르

면 자원이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되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효율성

은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 혹은 만족의 총합이 가장 커지도록 하는 자원 배분

의 상태를 가리킨다.

둘째 문단에서는, 효율성에 대한 공리주의적인 인식을 담아내기 위해 이탈

리아의 사회철학자인 파레토가 제안한 효율성에 대한 정의, 즉 ‘파레토 효율

성’의 개념을 소개한다. 이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이 더 이

상 커질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효율성을 달성한 상태, 즉 파레토 최

적 상태는 ‘누군가의 이익을 줄이지 않고는 다른 어느 누구의 이익도 늘릴 

수 없는 상태’로 정의된다. 또한,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효율성의 증진, 즉 

파레토 개선은 ‘누군가의 이익을 줄이지 않으면서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늘

리는 변화’가 된다.

셋째 문단에서는, 한 사회가 A와 B, 단 두 사람만으로 구성된 간단한 사례

를 그림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파레토 효율성의 개념을 이해한다. 또한 이 설

명을 통해 경제학의 효율성 개념과 형평성 개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그 이유에 대한 독자들의 추론을 유도한

다. 즉, A와 B 사이에 이익이 분배된 두 가지 상태를 예시함으로써, 효율성은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의 총합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그 이익

의 총합이 구성원들에게 얼마씩 돌아가는지, 즉 이익의 분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님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문항과 관련

해서는, 이러한 직관적인 설명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

하는 문항 5-1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문단에서는,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엄격한 개념에 따라 효율성의 증진

을 이해하게 되면 현실에서 효율성의 증진이라고 평가할 만한 변화를 찾는 것

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어려움을 소개한다. 평가의 대상이 되는 현실적인 

변화는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이익의 감소를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노예 해방조차, 사회적 개선이라고 평가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문단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경제학에서 사용

하고 있는 실용적인 방법으로서 ‘칼도-힉스 효율성’의 개념을 소개한다. 늘

어난 이익이 줄어든 이익을 능가하기만 하면 효율성의 증진, 즉 사회적 개선

이라고 평가해야 한다는 이러한 개념에 입각하여 비용-편익 분석이라는 자원 

배분에 대한 통상적인 평가 방법이 정당화되는 것임을 소개한다.

끝으로 여섯째 문단에서는, 이처럼 칼도-힉스 효율성 개념에 입각하여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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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의 증진을 실용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애초에 효율성을 자원 배분에 대

한 평가 기준으로 상정하게 된 문제의식, 즉 공리주의적인 관점의 효율성 개

념과 충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한다. 즉, 칼도-

힉스 효율성의 개념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이 늘어나 효율성

의 증진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만족의 총합은 줄어들어 공리

주의적인 인식에서 볼 때에는 효율성의 감소로 평가해야 하는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 사례는 또한 효율성이 형평성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시사한다. 문항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암묵적 추

론의 근거 논리를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 5-2를 출

제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6번 문제

지문 (가)의 내용은 고등학교 『논리학』의 ‘논증의 분석’ 장에 근거

하여 출제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구조적 관점에서 논증은 합류논증과 결합

논증으로 양분된다. 합류논증은 전제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결론을 지지하기 

때문에 하나의 전제만으로도 결론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결합논증은 제

시된 전제들이 반드시 함께 결합해야만 결론을 제공하는 논증이다. 합류논

증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사형제도는 범죄율을 낮추는 데 효과가 

없다.” 또한 (b)“사형제도 외에 범죄율을 낮추는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

다.” 따라서 (c)“사형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결합논증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e)“비가 오면, 철수는 결석한다.” (f)“철수가 출석했

다.” 따라서 (g)“비가 오지 않는다.” 그리고 제시문은 이러한 논증을 어

떻게 구조화하는지를 구체적 도식을 통하여 보여준다. 그리고 지문 (나)의 

내용은 고등학교 『논리학』의 ‘오류 논증’의 장을 근거로 언어적 오류에 

대한 내용을 출제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이때, 특히 제시문은 언어적 오류

들 중에서 ‘애매어의 오류’, ‘모호어의 오류’ 그리고 ‘강조어의 오

류’의 차이를 설명하고 이들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예를 보여준다.

■ 1번 문제

이 문항의 핵심 질문은 기술에 대한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기술이 인간에게 

체화되어 인간의 기계화 자체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의 마지막 말이 

지칭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했다면 이 문제의 난이도를 더 올리는 

질문에도 답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자동화라는 기술을 피할 수 없

다면, 인간은 기술을 받아들일 때 인간의 주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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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할 필요가 있다, 기술의 자동화에 매몰되면 인간은 자신의 판단과 감각을 

신뢰하지 않고 기계에게 맡겨버림으로써 인간이 기계의 하수인 혹은 지배를 

받는 역설적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리하여 인간의 마음이 기계의 작동방식과 

유사하게 된다. 최근 등장하는 각종 자동화 기술은 일견 인간화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을 사용을 통해 우리 인간이 변하는 모습은 기술의 인간화가 

아니라 인간이 기계의 작동방식을 내면화하는 것이 수 있다는 사실을 비판적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문항은 한 편의 글에 대한 독해를 통해 용어의 개념을 파악하는 능력 

및 현실적 상황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묻고자 했다. 특히 텍스트를 

잘 읽고 필요한 내용을 찾아내어 요약하고 조건에 맞춰 재구성할 수 있는 능

력은 대학 수업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 2번 문제

2-1.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사물이 없는 것처럼 인간과 함께 살아

가는 생명체로서의 언어도 변한다. 말도 그 소리와 형태나 기능만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도 달라진다. 언어의 변화는 언어학자가 다루고 있는 중

요한 연구 영역 중의 하나이다. 특히 의미론자들에게 있어서 언어의 변화는 

언어 자체의 변화와 아울러 의미의 변화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일은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기도 했다. 메이에(Meillet)는 의미 변화의 원인을 언어적 원

인, 역사적 원인, 사회적 원인으로 구분했고, 니롭(Nyrop)은 언어적 원인, 역

사적 원인, 사회적 원인, 심리적 원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울만(Ullmann)은 

언어적 원인, 역사적 원인, 사회적 원인, 심리적 원인, 외국어의 영향, 새로

운 명명의 필요성 등을 들고 있다. 울만의 외국어의 영향은 사회적 원인에 포

함 가능하고, 새로운 명명의 필요성은 언어적 원인 혹은 심리적 원인에 관계

되거나 포함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언어의 의미 변화를 이해하고 그 유형에 

맞게 주어진 실제 상황에 연결하여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2-2. 이 문항은 제시문을 잘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요약하여 두 가

지 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연결하는 능력과 이를 제한된 글자 수에 맞춰서 기

술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언어와 문화의 영향 관계

에 대한 뿌리 깊은 두 가지 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언어와 문화의 영향 

관계에는 문화가 언어를 생성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문화 우위론’과 20세기 

초 사피어와 워프가 제안한 언어가 문화를 유형화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언

어결정론’에 대한 관점을 구분하여 파악한다.

이를 문화가 언어에 영향을 주다는 관점과 언어가 문화 인식에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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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점으로 구분하고, 제시한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에서 각각 그러한 관점

에 대한 적절한 예시를 찾아내어 이를 요약하여 근거로 삼아서 두 가지 관점

에 맞게 기술해야 한다. 또한 이 문제는 자수 제한(200자 이내)이 있으므로 

내용을 압축하여 답안을 요령있게 기술하는 것이 관건이다.

■ 3번 문제

3-1. 이 문항은 제시문을 읽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

인에 해당하는 이유를 찾아내는 것으로, 수험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문 

말미에 ‘미필적 고의’의 낱말 뜻을 달았다. 제시문을 꼼꼼히 읽는다면 무난

하게 답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했다. 

3-2. 이 문항은 과거에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과 과연 그 행위가 정당한 행위

인가는 별개라는 것을 문두로 삼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작성하

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인류 보편적 가치 중 하나인 생명권의 침해이

므로 제시문에서 말하는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동시에 국제규약상 규정

된 생명권의 침해이므로 법적으로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

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했다.

■ 4번 문제

4-1. 이 문항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행위 주체의 입장과 관찰자의 입장에서의 

상반된 관점을 문학 작품을 통해 찾아낼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행위 주체와 

관찰자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문학작품에 내포된 의미들을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는 논리추론력과 작품분석력이 요구되는 문항이다.

거미줄을 치는 행위에 대해 가)의 ‘ⓐ나’는 행위 주체의 입장에서 이를 

정당화한다. 거미의 입장에서 보면 살기 위해서는 거미줄로 다른 벌레들을 잡

아먹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자신의 거미줄에 걸린 나비, 파리, 

매미 등을 보면 스스로의 허물 때문에 거미줄에 걸린 것이기에 자신이 이들을 

잡아먹는 것은 매우 정당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반면, 나)의 ‘ⓑ나’는 관찰

자의 입장에서 거미가 제 자신만을 생각하며 거미줄로 다른 벌레들을 유인하

여 잡아먹는 행위를 부당하다고 본다. 그것도 거미줄에 걸린 벌레들이 구원을 

요청할 때 거미는 마치 구원해 줄 것처럼 속이고 다가가서는 벌레들을 잡아먹

기 때문에 이러한 속임수가 더욱 교활하고 야비하다고 보고 있다. 

이렇듯, (가)의 ‘ⓐ나’는 행위 주체의 입장으로, 나)의 ‘ⓑ나’는 관찰

자의 입장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각자의 의견을 밝혀주어야 한다. 또한 (가)의 

‘ⓐ나’는 행위 주체, 이 선생은 관찰자의 입장으로, 나)의 거미는 행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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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나’는 관찰자의 입장으로 세분하여 썼을 때도 정답으로 간주한다.

4-2. 이 문항은 문학작품과 현대사회를 연계하여 종합적 사고능력을 묻는 문

제이다. (가)에서의 ‘큰 거미’가 치는 ‘거미줄’은 바로 인간사회의 다양

한 규율, 제도 등의 장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간사회의 거미줄이 현

대의 정보화 사회에서 악용될 가능성을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는 국가체제를 위해 모든 개인의 일거수일투

족을 감시하는 전방위적 감시체계가 등장한다. 일명 ‘빅 브라더(Big 

Brother)’라 불리는 이 감시체계의 한 대목이 <보기>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국가가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

하는 일이 매우 용이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84와 관련하여 보았을 

때, (가)에서의 큰 거미가 치는 거미줄은 즉 인간사회의 거미줄인 다양한 규

율, 제도 등의 장치들은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개인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 5번 문제

5-1. 파레토 효율성이란 개념에 따르면, 효율성은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

합이 얼마나 큰가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형평성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시문에서 형평성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이익이 

얼마나 골고루 분배되는가’를 가리킨다고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므

로 형평성이 효율성과 무관한 개념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A와 B 

두 사람 사이에 이익이 어떻게 분배되는가 하는 것과 A와 B 두 사람에게 돌아

가는 이익의 합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무관하다는 것을 서술하면 된다. 제

시문의 사례에 해당하는 그림은 이러한 논리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문항은 제시문에서 나타난 사례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

의 관계를, 제시문에 소개된 파레토 효율성의 개념에 따른 효율성의 정의와 

제시문에 명시된 형평성의 정의를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

을 평가하려는 목적에서 출제되었다. 따라서 효율성과 형평성이 무관한 이유

가 ‘이익의 총합의 크기’와 ‘이익의 총합의 분배’가 무관하기 때문임을 

서술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5-2. 제시문의 마지막 문단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은 늘어나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만족의 총합은 줄어들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칼도-

힉스 효율성의 개념과 공리주의적인 효율성 개념이 충돌할 수 있음을 지적하

고 있다. 이는 효율성이 형평성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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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한다. 이 문항은 제시문의 사례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은 늘어

나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만족의 총합은 줄어들 수 있는 이유를 추론할 수 있

는 능력을 평가하려는 목적에서 출제되었다. 제한된 시간에 수험생들이 제시

문의 사례에서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추론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어려

울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문항 형식은‘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즉, 논리적 추론을 단계적으로 전개하는 설명을 제시하고 빈 칸을 채우는 내

용을 고르도록 함으로써, 즉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여 수험생들이 추론을 완성

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논리적 도출을 직접 수행하는 능

력이 아니라 논리적 도출 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형

식을 채택하였다.

논리적 도출의 전개 과정을 예시한 글을 통해 문항을 해설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 문장에서는 “배고플 때 밥 한 술은 배부를 때 밥 한 술보다 더 큰 만

족을 준다.”고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수행하고자 하는 논리적 도출의 핵심 내

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였다.

둘째 문장에서는 “한 사람만 놓고 볼 때, 금전적 이익의 총액이 커질수록 

그가 느끼는 만족의 총량은 커지지만, 동일한 크기의 금전적 이익, 예컨대 1

만 원의 증가로 인해 추가되는 만족의 크기는 금전적 이익의 총액이 커질수록 

점점 (  가  )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흔히 ‘한계효용체감의 법

칙’이라고 알려진 관계, 즉 이익이 커짐에 따라 ‘만족의 총합’은 커지지만 

‘추가되는 만족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는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칙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앞뒤 문맥을 활용하여 추론을 이해할 수 있

도록 문장을 구성하고 있다.

셋째 문장에서는, “이렇게 본다면, 부유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의 경우

에, 동일한 크기의 금전적 이익이 주는 만족이 (  나  ) 수 있다.”고 제시하

고 있다. 이는 둘째 문장에서 제시된 한 사람의 경우를 통해 서로 다른 사람 

사이를 비교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지만, 첫째 문장이나 전체 제시문에 

소개된 사례를 통해서도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다.

넷째 문장에서는,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들의 금전적인 이익의 총합이 (  

다 ) 경우에도 사회 구성원들의 만족의 총합은 ( 라 )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문장의 두 빈 칸을 가장 적절한 내용으로 채우도록 한 것은, 앞 문

장들로부터 단계적으로 추론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과 전체 제시문의 

결론과 상응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장 자체만 놓고 보자면 ( 다 )와 ( 라 )를 a와 b로 채울 수도 있고 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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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로 채울 수도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문장이 “㉡과 같이 판단

하는 이유를 서술한 것”의 결론이기 때문에 a와 b로 채우는 것이 타당하다.

본 문제는 논증분석 능력과 종합 능력을 동시에 측정하는 문제이다. 지문

을 읽고 전체를 구조화하는 능력의 측정은 문장 분석력과 종합력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대안이다. 다른 한편으로 논술 문제의 약점인 정답과 오답의 변별

력을 최대한 높이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문제이다. 두 문제 모두 지문의 내용

을 읽고 이를 구체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문제이

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제시문을 참조하여, 주어진 논증을 구조화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제시문에서 제시된 오류의 종류와 

구체적 예를 참조하면서, 보기에 등장하는 논증이 범하는 오류의 종류를 일차

적으로 말하고, 둘째로 그 근거를 문제가 되는 단어의 정의에 근거하여 설명

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오류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서술하게 하는 문

제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아래와 같은 핵심 문장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가) “본 논증은 애매어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나) “왜냐하면, 화

자들은 밤에 잠을 잘 때 발생하는 ‘심리적인 현상’으로서의 꿈과 미래에 대

한 ‘설계’로서의 꿈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 “이러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애매어의 사용을 피하거나 사용해야 할 때엔 그 단어의 의미

를 명료하게 밝히고 사용해야 한다.” 

1. 논술(AAT) 문항에 대한 평가 의견

가. 문항 1번

주제는 기술의 이용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다. 제시문 (가)에서는 두 인물

(자공과 노인)의 대화를 통해서 기술의 장점과 단점을 말한다. 제시문 (나)에

서는 로얄 머제스티호의 사례를 들었다. 이를 통해서 기술의 맹목적 사용의 

폐해를 설명한다. 우선, 제시문 (가)의 두 인물의 견해를 비교・대조 하도록 

한다. 또한 (가)의 내용과 (나)의 사례에서 공통으로 주장하는 바를 찾아내

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 문제에 잘 적용할 수 있는 학생을 찾아내고자 하였

다. 이는 고등학교 국어 교육과정 중 ‘과학기술의 가치평가’에 관련된 지문

을 배웠다면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제시문이다. 또한 기술 관련 내용은 윤리 

시간에는 과학 기술과 윤리 단원에서 다루어지고, 일반 사회 교과에서는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이라는 단원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이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틀 안에서 만들어진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 고교 교사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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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항 2번

주제는 언어와 문화의 상호관련성과 언어의 의미 변화 원인이다. 우선, 두 

번째와 세 번째 문단을 바탕으로 언어와 문화의 상호관련성에 대해서 서로 대

조하도록 한다. 또한, 보기의 대화를 통해서 본문에 제시된 언어의 의미 변화 

원인을 잘 이해했는지 알아보고 있다. 언어와 문화의 상호관련성과 언어의 의

미 변화 원인은 고등학교의 국어 단원 중 ‘국어의 역사’ 단원에서 접할 수 

있는 주제이다. 그러므로 학교 수업을 충실히 듣고 이해한 학생이라면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지문이다.

다. 문항 3번

주제는 미필적 고의이다. 제시문에서 미필적 고의와 관련된 사례를 제시한 

후에  사례에서 미필적 고의가 어떻게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찾아서 작성

하도록 한다. 또한 밑줄의 반박을 통해서 학생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게다가 특정 단어(중대한 위반)의 개념을 사용해야 함으로써 단

어의 내용을 잘 이해하였는지까지 확인 할 수 있는 문항이다. 이는 고등학교

의 법과 정치 과목에서 형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개념이다. 

다만 법과 정치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이해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제시문의 사례 분석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

준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보인다.

라. 문항 4번

제시문 (가)와 (나)는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행위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입장에서 서술 하고 있다. 본문 속에서 표면적으로 같아 보이는 ‘나’를 행

위주체와 서술자로 구분하도록 유도 하면서 상반되는 입장을 구분하도록 한

다. 또한 고등학교 일반사회 과목의 미래사회의 전망이라는 단원에서 다루어

지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통해 학생들의 추론적 사고를 유도함으로

써 적절한 문항이 제시된 것 같다. 또한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사회 과목과 생활과 윤리 과목의 ‘파놉티콘’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안에서 제시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마. 문항 5번

효율성을 크게 두 가지(파레토 효율성과 칼도-힉스 효율성)로 분류해서 설

명하고 있다. 효율성은 일반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경제의 제1원칙에 해당하

는 개념이다. 올해 수능 시험에서 사회 탐구를 선택한 학생은 322,674명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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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7,304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본인이 수

능 시험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합리적 선택이나, 효율성

이라는 용어가 생소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례와 그림을 통해서 용어를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돕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때 경제를 선택

하지 않았던 학생이더라도 무리 없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음은 제시된 지문을 바탕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의 무관함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학생의 본문 이해도와 논리성을 측정할 수 있다. 

더불어 제시문에서 제시된 것과 비슷한 사례를 보여주고 빈칸을 채우면서 본

문 내용을 좀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이는 경제를 배우지 

않은 학생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사회수업에서 다룬 기본 원리들을 활용

하여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문제는 사고의 확

장성을 교육과정 안에서 평가하는 좋은 본보기로 보인다.

바. 문항 6번

제시문 (가)는 전제와 결론의 구조적 관계를 바탕으로 논증제시 방법을 분

류하고 있다. 또한 제시문 (나)는 논제의 오류 중에서 특히 언어적 오류에 대

해서 분류한다. (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의 전제와 결론의 구조적 관계를 

정리하도록 하면서 제시문 (가)의 이해 정도를 확인 하고 있다. 또한 할아버

지와 할머니의 대화를 통해서 (나)에서 제시된 언어적 오류를 발견하도록 하

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면서 좀 더 심화된 답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 수업 시간에 고쳐 쓰기 문제를 접해 보았더라

면 이 문항을 해결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2. 총 평

모든 제시문과 문항은 고등학교의 국어 과목과 윤리, 사회 과목의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어 영역 이외에 사회 탐구 과목을 

활용한 지문에서 전년도에는 윤리 과목과 일반 사회 중 사회·문화 과목의 비

중이 높았으나, 올해는 일반 사회 교과의 과목 중에서 법과 정치와 경제 과목

의 비중이 커진 것이 특징이다. 문항 1, 2, 6은 고등학교 국어 교육과정과 밀

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응시하는 학생 모두에게 무리가 없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항 3, 4, 5와 같이 특정 사회탐구 과목과 관련 있는 문항

은 수능 시험에서 선택과목으로 응시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약간 불리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교육과는 상관없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자료 분석 

능력을 키운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다.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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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경북대 자연계열 논술(AAT)은 21세기 눈부시게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지식기

반사회에 부응하는 통합적이고 논리적인 사유를 하는 인재를 선발하고 육성하

여 국가와 세계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자를 양성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

한 목적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고자 단순히 암기한 내용의 학습, 선수학습 

등을 통하여 얻어진 학생들의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단

서들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발휘하는 논리적 분석력 및 사고

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통하여 나타나는 종합적인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

려는데 목적이 있다. 논술(AAT)은 이런 목적에서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

나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 독서와 토론 등을 통한 사고능력의 배양을 권장

하는 학습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한다.

2. 출제의 기본 방향 

  자연계열 논술(AAT)은 고등학교 교과목에 나오는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를 풀어가는 논리적 분석력 및 사고력, 문제해

결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출제 유형은 제시문과 함께 주어진 다수의 문항 각각에 대해 답하는 약술형

이다. 자연계열 I은 제시문과 물음에서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자연계열 학생

들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제하고 있으나, 자연계열 Ⅱ는 변별력의 

확보를 위하여 수학 Ⅱ와 과학탐구영역 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 않은 학생일지라도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분석 능력과 논리적 추

리력을 활용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

박하기,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제시문의 내용을 다른 사례에 적용해보기, 제

시문의 내용과 현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관시켜보기 등의 문항들은 현재 

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업의 방향과도 일치하고 있다. 

1-2. 자연계열Ⅰ 논술고사 

가. 기출문제 [부록 참조]

나. 출제 의도 및 문제 분석

[논술(AAT)의 목적과 출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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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1번 문제

  수학 I에서 배우는 합의 기호 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제시문의 과정에 

따라 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 다항함수의 미분을 이용하여 

주어진 함수의 극댓값을 구하고, 다항함수의 적분을 이용하여 넓이를 계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 고등학교에서 배운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지식을 함양하

고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나아가 곱으로 표현된 다항함수의 미분을 활용하

여 미분계수의 최댓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제시문을 이용하는 수학적 활

용 능력을 평가하고, 다항함수의 적분을 활용하여 복잡한 합의 공식을 만드는 

과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수학적 문제해결 능력과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려고 한다.

■ 수학 2번 문제

  본 문제에서는 자연과학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확률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진 제시문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자 하였

다. 특히, 문제의 목적은 주어진 제시문을 통하여 학생들의 이해력 및 응용력, 

추론능력을 판단하고 고등학교 수학 교과과정에서 배운 수학의 기본개념을 적용

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능력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문제의 해결을 위

해 요구되는 수학적 지식보다는 제시문의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것이 출제의 배경이다.

■ 물리 문제

  ‘정보와 통신’ 단원은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물리 I에서 일상생활에

서 물리학의 유용성을 강조하기 위해 강화된 부분이다. 방송이나 가전제품에

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소자인 축전기와 코일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

을 바탕으로 회로에 나타나는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물리 I에서는 축전기의 전기용량과 코일의 자체유도계수를 정의하고, 

그들의 역할을 설명하며, LC 회로에서의 전자기파의 발생과 수신원리를 설명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본 문항들에서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학생이 제시문에 주어진 내용을 사용하여 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의 대부분은 물리 I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이며, 제시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여 응용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단편적인 지식 평가를 지양하기 위해

[논술(AAT)의 주제 및 출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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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래프를 그리도록 요구하였으며 다른 단원에서의 내용과 관련시키기도 

하였다. 

■ 화학 문제

  본 문항은 공유결합물질과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것이다. 각 문항을 풀기 위

하여 요구되는 화학적 지식은 화학결합과 구조, 전기 음성도와 결합의 극성, 산

화-환원 반응을 통한 전자 이동, 산화수의 개념, 산과 염기의 정의 등으로 이는 

고등학교 화학 I 교과과정 내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자의 안정한 구조를 나타내고, 전기 음성도와 극성으로부터 산화-환원 반응

과 반응성을 해석 및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반응 생성물의 

상호작용에 의한 산-염기 성질을 예측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문항을 

통하여 제시문의 이해 및 분석능력,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 사고력

과 분석력 및 유추 능력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 생명과학 문제

  생식은 유전물질을 다음 세대의 생명체로 전달해서 생명의 연속성을 가능하

게 하는 과정이며, 이것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일어난다. 생명과학 I 교과 과정

은 이 과정에 관계된 핵심 개념 및 사건들을 여러 가지 생물체를 대상으로 학습

하게 하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 교과과정은 염색체와 체세포분열 및 감수분열의 

관계, 감수분열과 멘델의 유전 법칙의 관계 등 을 다루고 있다. 본 문항은 기본

적인 학습능력과 기초적인 논리적 추론  및 분석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이들

의 관계를 설명한 제시문을 활용하여 풀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지구과학 문제

  케플러의 행성 궤도 법칙은 지구 과학Ⅰ 교과 천문학 분야의 핵심 개념 중 하

나로, 태양계 천체들의 관측된 움직임을 물리학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을 학습

함으로써 천체물리학의 기초를 접하게 되는 것이 교육 과정 상의 목표이다. 아

울러 다른 항성 주위의 외계 행성 탐색 및 외계 행성계 연구는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천문학 연구 분야이며, 현재 고등학교 지구 과학Ⅰ 교육 과정

에서는 식 현상, 도플러 효과, 미세중력렌즈 등 외계 행성 탐색의 기본적인 원

리를 소개하고 있다. 본 문항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학

생이 제시문에 주어진 내용을 활용하여 논리적 사고를 통해 외계 행성 탐색 과

정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행성의 물리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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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대부분의 내용은 지구 과학Ⅰ 교과서에서 다루

고 있는 내용이며  제시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기재하여 응용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수학 1번 문제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 II - 합의 기호, 급수  

 고등학교 교과서 미적분과 통계기본 I - 다항함수의 미분, 다항함수의 적분  

■ 수학 2번 문제

 고등학교 교과서 미적분과 통계기본 I - 확률  

 

■ 물리 문제

 고등학교 교과서 물리 I (천재교육) Ⅲ. 정보와 통신 2. 정보의 전달과 저장 

2) 무선통신과 방송 

 고등학교 교과서 물리 I (천재교육) Ⅲ. 정보와 통신 2. 정보의 전달과 저장 

4) 전기신호의 조절 

 고등학교 교과서 물리 I (교학사) Ⅲ. 정보와 통신 2. 정보의 전달과 저장 

2) 전자기파의 발생과 수신

 고등학교 교과서 물리 I (교학사) Ⅲ. 정보와 통신 2. 정보의 전달과 저장 

3) 교류 회로에서의 코일과 축전기 

 고등학교 교과서 물리 I (교학사) Ⅲ. 정보와 통신 2. 정보의 전달과 저장 

4) 전자기파 신호와 정보의 인식

 고등학교 교과서 물리 I (교학사) Ⅲ. 정보와 통신 1. 소리와 빛 1) 소리의 

특징과 속력 

■ 화학 문제

 고등학교 교과서 화학 I (상상아카데미, 비상교육) Ⅲ. 아름다운 분자 세계 

- 화학결합의 원리, 분자의 구조, 분자의 성질, 전기 음성도와 결합의 극성

 고등학교 교과서 화학 I (상상아카데미, 비상교육) IV. 닮은 꼴 화학 반응 

- 산화-환원 반응과 전자의 이동, 산화-환원 반응에서 산화수, 산과 염기의 정의

■ 생명과학 문제

 고등학교 교과서 생명과학Ⅰ (비상교육) Ⅱ.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1. 세포와 

세포분열 2. 유전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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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교과서 생물Ⅰ (지학사) Ⅷ. 유전 1. 염색체와 유전자 2. 사람의 유

전 형질

 고등학교 교과서 생명과학Ⅰ (A+중앙교육) Ⅷ. 유전 1. 염색체와 유전자 2. 사

람의 유전

■ 지구과학 문제

 고등학교 교과서 지구 과학Ⅰ (천재교육) Ⅳ. 다가오는 우주 2. 우주 탐사  

 고등학교 교과서 지구 과학Ⅰ (교학사) Ⅳ. 다가오는 우주 2. 우주 탐사

수학 I : 다항함수의 활용 - 기호 로 표현된 함수를 제시문에 주어진 
의 성질을 이용하여 간략히 나타낸 후, 함수의 미분과 적분을 활용하여 주어

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의 의미와 성질을 

이해하는지, 다항함수를 미분할 수 있는지, 합으로 표현된 값의 최댓값을 추

론할 수 있는지, 다항함수의 적분을 활용하여 새로운 합의 공식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서 수학적 기호의 이해, 수학적 추론 능력, 종합적인 사

고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수학 I, II (공통) : 확률과 점화식의 활용 - 제시문의 사전지식을 읽고 이해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학적 사고력, 추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고자 하였다. 알고 있는 수학적인 기교가 아니라 지문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대학 수학 능력의 정도를 검정 하고자 하였다. 

수학 II : 구와  원기둥의 대응- 구의 두 점을 제외하면 원기둥의 일부분과 

일대응 대응됨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지구의 지도를 제작하는데 이용된다.  

수학을 실생활에 연계 적용하여 학생들의 이해력 및 추론능력을 판단하고 수

학의 기본개념을 실생활 문제에 적용,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알 수 있는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물리 : 회로의 공명현상 -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축전기와 코일의 

특성에 대한 이해 정도, 축전기, 코일, 저항으로 구성된 회로에서 시간에 따

른 물리량들의 변화에 대한 추론 정도, 방송에서 활용되는 회로의 공명상태에 

관계된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항의 구성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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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공유 결합 물질과 산화-환원 반응 및 산-염기 정의 - 공유 결합 분자

의 구조와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전기 음성도 차

이에 근거한 전자 이동, 분자의 극성과 반응성, 산-염기 개념 등을 종합적으

로 이해 및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생명 과학: 세포와 유전 - 세포 분열은 유전 물질을 전달하여 다음 세대의 생

명을 만드는 생물체의 핵심적인 속성이다. 제시문을 바탕으로 세포 분열 과정

과 유전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실험 자료를 분석하여 이 

두 과정 간의 논리적 연결성을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지구 과학: 외계 행성 탐사 - 최근 들어 천문학 분야의 뜨거운 연구 분야이자 

일반인의 관심이 높은 외계 행성 탐사를 다루고 있다. 외계 행성 탐사 방법을 

제시하여 탐사 방식의 구체적인 특징을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추론하는 능력

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 수학 1번 문제

【1-1】합의 기호 으로 주어진 함수를 간략히 표현하고, 미분을 활용하여 극

댓값을 구하고, 적분을 활용하여 넓이를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1-2】제시문을 활용하여 미분계수의 최댓값을 계산하고, 의 성질과 적분을 

활용하여 합의 공식을 찾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수학 2번 문제

【2-1】제시문 (가)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한다. 

【2-2】제시문 (나)와 (다)의 조건부확률과 분할정리를 이해 밀 활용 할 수 있는

가를 평가한다. 

【2-3】에서는 【2-1】과 【2-2】의 전체 능력을 검정 하고자한다.

■ 물리 문제

【1-1】이 문제에서는 축전기의 기본 기능인 충전과 방전 과정에서 전하량과 

전류의 변화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제시문에 있듯이, 충전과정에서 

축전기의 전하량은 점차 증가하며 전류는 감소하고, 방전과정에서는 축전기의 

전하량은 감소하며 전류는 증가하게 된다. 

[문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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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 문제에서는 문항 【1-1】을 심화시켜서 제시문에 설명한대로 LC 

회로에서의 진동을 전류, 전기에너지와 자기에너지로 확장할 수 있는지를 묻

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수식은 제시문에 모두 제공되어 있고, 에너지 

보존법칙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1-3】 이 문제에서는 문항 【1-2】의 상황에서 물리적 계산능력을 묻고 있

다. (1)에서는 제시문에 주어진 식에 필요한 물리량을 대입하면 되며, (2)에

서는 문항 【1-2】의 그래프 이해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화학 문제

【1-1】원소의 원자가 전자와 옥텟 규칙을 적용하여, 공기 중의 주요 구성 분자

인 산소 분자와 질소 분자의 가장 안정한 상태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결합 세기를 유추할 수 있게 하였다. 본 물음은 고등학교 

화학 I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이 제시문을 정확히 해독할 경우 대부분 

답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다.

【1-2】할로젠 원소의 전기 음성도를 이용하여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남을 유추

할 수 있다. 또한, 용매 속에서 일어난 화학 현상을 생성물의 극성을 이용하여 

판단하도록 문제를 출제하였다. 즉 전기 음성도 성질을 산화-환원 반응에 연관시

킴으로써,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을 이용하여 산화-환원 반응 및 생성물을 예측

할 수 있게 유도하였다.

【1-3】이 문제는 산화-환원 반응의 한 예로써 나트륨 금속과 극성 용매인 메

탄올과의 반응에 대한 것이다. 알칼리 금속인 나트륨은 전자를 내놓는 성질이 

매우 강하고 메탄올은 OH기가 극성을 띠고 있어서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 

결과 수소 기체와 양이온과 음이온이 생성된다. 이러한 반응에 대하여 화학 

반응성과 반응에 대한 이유를 제시문을 근거로 유추할 수 있게 하였다. 제시

문을 통해 생성물의 산 혹은 염기의 성질을 예측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산-염

기의 정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생명과학 문제

【1-1】이 문제는 염색체와 감수 분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주고, 감수분

열에서의 염색체 행동 방식이 생식세포를 만드는데 있어서 어떤 의미와 중요

성을 갖는지를 추론할 수 있는지와 이를 학생 본인의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핵상의 의미뿐만 아니라 상동 염색체와 자매염

색분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1-2】이 문제는 멘델의 분리의 법칙에 깔려 있는 전제 조건과 실제 감수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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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나타나는 염색체의 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지와 이를 정확하게 표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배체에서 일어

나는 감수분열이나 멘델의 법칙을 사배체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감수 1분

열의 전기에 상동 염색체가 쌍을 이루는 의미를 이해하고, 생식세포가 최종적

으로 물려받는 염색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완전 우성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다양한 조합의 유전자형을 갖는 사배체의 표현형을 추론할 수 있

어야 한다.

【1-3】이 문제는 제시문에 주어진 멘델의 독립의 법칙과 이 법칙의 중요성을 이

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형질들 간의 교배 결과를 분석하여 추론

하게 하였다. 잡종 2대의 표현형의 비로부터 독립의 법칙과 연관을 파악할 수 있

어야 한다. 또한 연관된 유전자 간에 일어나는 교차로부터 동일한 염색체에 존재

하는 두 유전형질 간의 거리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 지구과학 문제

【1-1】이 문제에서는 주어진 제시문에서 행성의 항성식으로 인한 밝기 감소

율 


에 대한 정보를 추론하고 이를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

다. 관측자의 시선 방향에 행성의 공전궤도면이 위치할 때 행성의 면적만큼이 

항성을 가려 항성의 광도가 감소한다. 행성의 크기가 클수록 광도가 줄어드는 

정도가 크다. 

【1-2】이 문제에서는 분광쌍성과 케플러 법칙에 관한 제시문에서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항성과 행성의 회전 속도 정보를 표현하는 수식을 유도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한 천체의 질량이 다른 천체의 질량에 비해 상당히 클 경우 

 ≫  이므로 ∝   


에서 ∝





∝

 이 유도된다. 따라서 별

로부터 멀어질수록 행성의 공전 속도는 느려진다고 할 수 있다.

【1-3】이 문제에서는 주어진 제시문으로부터 행성을 발견할 조건에 대한 정

보를 해석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제시문에 의하면 외계행성을 발견할 확률

이 크기 위해서는 항성의 밝기 감소율이 크거나 흡수선의 편이량이 커야한다. 

밝기 감소율이 크려면 행성의 반지름이 커야 한다. 흡수선의 편이량이 크기 

위해서는 행성의 질량이 크거나 공전 궤도 장반경이 작아야 한다.

1. 논술(AAT) 문항에 대한 평가 의견

가. 문항 1번

다. 고교 교사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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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합의 기호 의 성질에 관한 내용이다. 교육과정에서는 변수가 개인 

경우로 
  



 ±  
  



 ±
  



 , 
  



  
  



 까지 다르고 있지만 대

부분의 문제집에서 복잡하지 않은 식의 범위에서 변수가 개인 경우까지 다

루고 있기 때문에 제시문의 내용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나) 미적분의 기본정리 




  에 관한 내용으로 정적분의 

정의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며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다.  

 (다) 교육과정과 직접 연관된 내용은 아니지만 조건  ≥       , 


  



  을 이용하여 귀납적으로 추측하면 자연수 에 대하여 
  



의 최댓

값이 임을 추측할 수 있다. 제시문을 활용하여 물음에 답하는 논술의 형태

이므로 제시된 내용은 적절하다.  

【1-1】제시문에 주어진 합의 기호 의 성질을 활용하면 함수 의 식을 

구하고 정적분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의 값을 구할 수 있다. 함수의 극

댓값은 미분법 단원의 주요내용이며 정적분 단원의 부분적분법을 활용하여 곡

선   와 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1-2】지수 성질과 제시문 (가)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므로 곱의 미분법 ′   ′    ′  를 이용하여 

 ′ 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등비수열의 합과 정적분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

는 학생이라면 주어진 풀이과정을 활용하여 수열의 합을 정적분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나. 문항 2번

 (가) 점화식         에서    인 경우만 교육과

정에서 다루고 있다. 일반적인으로 보조방정식    을 활용하여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경우는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이다. 하지만 

피보나치수열

         ≥       의 경우는 심화문제에 출제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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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자주 있으므로 제시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나) 가위바위보 게임은 경우의 수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다) 표본공간의 분할을 이용하여 확률 P   
  

 P∩와 같이 합의 

기호로 나타내는 식은 학생들에게 조금 낯설지만 조건부확률의 응용문제에 활

용되는 내용이다. 조건부확률 PP  P∩은 교육과정 내용이다. 

【2-1】피보나치수열         의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는 많이 출제

된 형태이고 제시문 (가)를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이다.

【2-2】제시문과의 연관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점화식을 구해야 한다. 중하

위권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문항이지만 점화식만 구하면 보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일반항을 구하고 확률 를 쉽게 구할 수 있다.

【2-3】경우의 수가 3가지라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박스안

의 ㉢ 조건은 문제풀이와 직접연관이 없다. 나은이가 만원 주식을 가지고 

주가가 만원이 되어 팔기 전에 만원이 되어 팔 확률을  이라 하면

  
   ⋯  

 


 이고   이므로 확률을 구할 수 있다.

2. 총 평

 합의 기호 의 성질, 미적분의 기본정리, 미분법의 활용, 정적분 등을 종

합적으로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수열의 점화

식과 경우의 수, 확률을 결합한 문제로 논리적 사고를 통해 실생활 문제를 수

학적으로 표현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묻는 문제들로서 응시자의 계

산 능력, 이해력, 추론 능력, 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

가할 수 있는 문항이다. 논술전형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할 때 교

육과정을 충실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무리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

다. 하지만 변수가 개인 수열의 합의 기호를 활용하는 문제나 보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점화식의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는 심화과정을 통해 접해본 학생에게 

좀 더 익숙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전체적으로 문항 1번과 문항 2번 모두 

제시문을 이해하고 물음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학적 지식과 사고방법

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교육과정의 전체내용을 

골고루 반영한 문항으로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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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

  경북대 자연계열 논술(AAT)은 21세기 눈부시게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지식기

반사회에 부응하는 통합적이고 논리적인 사유를 하는 인재를 선발하고 육성하

여 국가와 세계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자를 양성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

한 목적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고자 단순히 암기한 내용의 학습, 선수학습 

등을 통하여 얻어진 학생들의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단

서들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발휘하는 논리적 분석력 및 사고

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통하여 나타나는 종합적인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

려는데 목적이 있다. 논술(AAT)은 이런 목적에서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

나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 독서와 토론 등을 통한 사고능력의 배양을 권장

하는 학습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한다.

 2. 출제의 기본 방향 

  자연계열 논술(AAT)은 고등학교 교과목에 나오는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를 풀어가는 논리적 분석력 및 사고력, 문제해

결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출제 유형은 제시문과 함께 주어진 다수의 문항 각각에 대해 답하는 약술형

이다. 자연계열 I은 제시문과 물음에서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자연계열 학생

들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제하고 있으나, 자연계열 II는 변별력의 

확보를 위하여 수학 II와 과학탐구영역 I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수학 1번 문제

 본 문제에서는 자연과학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벡터의 개념을 이해하고 활

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진 제시문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자 

하였다. 특히, 문제의 목적은 주어진 제시문을 통하여 학생들의 이해력 및 응

용력, 추론능력을 판단하고 고등학교 수학 교과과정에서 배운 수학의 기본개

념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능력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체 물

음에서 다루어진 벡터의 성분과 길이를 이용하여 그 성분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 문제에 부합하는 도형 문제를 가져와 벡

1-3. 자연계열Ⅱ 논술고사 

가. 기출문제 [부록 참조]

나. 출제 의도 및 문제 분석

[논술(AAT)의 목적과 출제 방향]

[논술(AAT)의 주제 및 출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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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 관한 문제가 함수 문제와 결합하여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  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수학적 지식으로 이차함수, 

접선과 접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중,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다루

어지는 전반적인 기본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 이를 통하여 주

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것이 출제의 배

경이다.

■ 수학 2번 문제

 본 문제에서는 자연과학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확률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진 제시문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자 하

였다. 특히, 문제의 목적은 주어진 제시문을 통하여 학생들의 이해력 및 응용

력, 추론능력을 판단하고 고등학교 수학 교과과정에서 배운 수학의 기본개념

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능력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수학적 지식보다는 제시문의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통

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것이 출

제의 배경이다.

■ 물리 문제

 ‘정보와 통신’ 단원은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물리 I에서 일상생활에

서 물리학의 유용성을 강조하기 위해 강화된 부분이다. 방송이나 가전제품에

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LC 회로에 나타나는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있

는지와 RLC 회로에서 임피던스와 공명시 회로의 특성을 이해하는지를 평가하

고자 하였다. 물리 I에서는 축전기의 전기용량과 코일의 자체유도계수의 역할

을 설명하며, LC 회로에서의 전자기파의 발생과 수신원리를 설명하는 것을 목

표로 삼고 있다. 본 문항들에서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학생이 

제시문에 주어진 내용을 사용하여 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의 대부분은 물리 I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며, 제시문

에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여 응용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단편적인 지식 평가를 지양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도록 요구하였으며 다른 단원에서의 내용과 관련시키기도 하였다.

■ 화학 문제

 본 문항은 공유결합물질과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것이다. 각 문항을 풀기 위

하여 요구되는 화학적 지식은 화학결합과 구조, 전기 음성도와 결합의 극성,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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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원 반응을 통한 전자 이동, 산화수의 개념, 산과 염기의 정의 등으로 이는 

고등학교 화학 I 교과과정 내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자의 안정한 구조를 나타내고, 전기 음성도와 극성으로부터 산화-환원 반응

과 반응성을 해석 및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반응 생성물의 

상호작용에 의한 산-염기 성질을 예측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문항을 

통하여 제시문의 이해 및 분석능력,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 사고력

과 분석력 및 유추 능력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 생명과학 문제

  생식은 유전물질을 다음 세대의 생명체로 전달해서 생명의 연속성을 가능하

게 하는 과정이며, 이것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일어난다. 생명과학 I 교과 과정

은 이 과정에 관계된 핵심 개념 및 사건들을 여러 가지 생물체를 대상으로 학습

하게 하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 교과과정은 염색체와 체세포분열 및 감수분열의 

관계, 감수분열과 멘델의 유전 법칙의 관계 등 을 다루고 있다. 본 문항은 기본

적인 학습능력과 기초적인 논리적 추론  및 분석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이들

의 관계를 설명한 제시문을 활용하여 풀이할 수 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지구과학 문제

  케플러의 행성 궤도 법칙은 지구 과학Ⅰ 교과 천문학 분야의 핵심 개념 중 하

나로, 태양계 천체들의 관측된 움직임을 물리학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을 학습

함으로써 천체물리학의 기초를 접하게 되는 것이 교육 과정 상의 목표이다. 아

울러 다른 항성 주위의 외계 행성 탐색 및 외계 행성계 연구는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천문학 연구 분야이며, 현재 고등학교 지구 과학Ⅰ 교육 과정

에서는 식 현상, 도플러 효과, 미세중력렌즈 등 외계 행성 탐색의 기본적인 원

리를 소개하고 있다. 본 문항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학

생이 제시문에 주어진 내용을 활용하여 논리적 사고를 통해 외계 행성 탐색 과

정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행성의 물리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대부분의 내용은 지구 과학Ⅰ 교과서에서 다루

고 있는 내용이며  제시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기재하여 응용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수학 1번 문제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  - 벡터, 공간도형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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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2번 문제

 고등학교 교과서 미적분과 통계기본 I - 확률   

■ 물리 문제

 고등학교 교과서 물리 I (천재교육) Ⅱ. 물질과 전자기장 1. 전자기장 5) 전

자기 유도

 고등학교 교과서 물리 I (천재교육) Ⅲ. 정보와 통신 2. 정보의 전달과 저장 

2) 무선통신과 방송 

 고등학교 교과서 물리 I (천재교육) Ⅲ. 정보와 통신 2. 정보의 전달과 저장 

4) 전기신호의 조절 

 고등학교 교과서 물리 I (천재교육) IV. 에너지 1. 에너지의 발생 2) 전기 

에너지의 수송

 고등학교 교과서 물리 I (교학사) Ⅱ. 물질과 전자기장 5. 유도전류와 패러

데이 법칙 

 고등학교 교과서 물리 I (교학사) Ⅲ. 정보와 통신 2. 정보의 전달과 저장 

2) 전자기파의 발생과 수신

 고등학교 교과서 물리 I (교학사) Ⅲ. 정보와 통신 2. 정보의 전달과 저장 

3) 교류 회로에서의 코일과 축전기 

 고등학교 교과서 물리 I (교학사) Ⅲ. 정보와 통신 2. 정보의 전달과 저장 

4) 전자기파 신호와 정보의 인식

 고등학교 교과서 물리 I (교학사) Ⅲ. 정보와 통신 1. 소리와 빛 1) 소리의 

특징과 속력 

 고등학교 교과서 물리 I (교학사) IV. 에너지 1. 에너지의 발생 2) 전력의 

수송과정

■ 화학 문제

 고등학교 교과서 화학 I (상상아카데미, 비상교육) Ⅲ. 아름다운 분자 세계 

- 화학결합의 원리, 분자의 구조, 분자의 성질, 전기 음성도와 결합의 극성

 고등학교 교과서 화학 I (상상아카데미, 비상교육) IV. 닮은 꼴 화학 반응 

- 산화-환원 반응과 전자의 이동, 산화-환원 반응에서 산화수, 산과 염기의 정의

■ 생명과학 문제

 고등학교 교과서 생명과학Ⅰ (비상교육) Ⅱ.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1. 세포와 

세포분열 2.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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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교과서 생물Ⅰ (지학사) Ⅷ. 유전 1. 염색체와 유전자 2. 사람의 유

전 형질

 고등학교 교과서 생명과학Ⅰ (A+중앙교육) Ⅷ. 유전 1. 염색체와 유전자 2. 사

람의 유전

■ 지구과학 문제

 고등학교 교과서 지구 과학Ⅰ (천재교육) Ⅳ. 다가오는 우주 2. 우주 탐사  

 고등학교 교과서 지구 과학Ⅰ (교학사) Ⅳ. 다가오는 우주 2. 우주 탐사

수학 I : 다항함수의 활용 - 기호 로 표현된 함수를 제시문에 주어진 
의 성질을 이용하여 간략히 나타낸 후, 함수의 미분과 적분을 활용하여 주어

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의 의미와 성질을 

이해하는지, 다항함수를 미분할 수 있는지, 합으로 표현된 값의 최댓값을 추

론할 수 있는지, 다항함수의 적분을 활용하여 새로운 합의 공식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서 수학적 기호의 이해, 수학적 추론 능력, 종합적인 사

고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수학 I, II (공통) : 확률과 점화식의 활용 - 제시문의 사전지식을 읽고 이해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학적 사고력, 추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고자 하였다. 알고 있는 수학적인 기교가 아니라 지문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대학 수학 능력의 정도를 검정 하고자 하였다. 

수학 II : 구와  원기둥의 대응 - 구의 두 점을 제외하면 원기둥의 일부분과 

일대응 대응됨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지구의 지도를 제작하는데 이용된다.  

수학을 실생활에 연계 적용하여 학생들의 이해력 및 추론능력을 판단하고 수

학의 기본개념을 실생활 문제에 적용,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알 수 있는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물리 : 회로의 공명현상 -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축전기와 코일의 

특성에 대한 이해 정도, 축전기, 코일, 저항으로 구성된 회로에서 시간에 따

른 물리량들의 변화에 대한 추론 정도, 방송에서 활용되는 회로의 공명상태에 

관계된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항의 구성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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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공유 결합 물질과 산화-환원 반응 및 산-염기 정의 - 공유 결합 분자

의 구조와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전기 음성도 차

이에 근거한 전자 이동, 분자의 극성과 반응성, 산-염기 개념 등을 종합적으

로 이해 및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생명 과학: 세포와 유전 - 세포 분열은 유전 물질을 전달하여 다음 세대의 생

명을 만드는 생물체의 핵심적인 속성이다. 제시문을 바탕으로 세포 분열 과정

과 유전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실험 자료를 분석하여 이 

두 과정 간의 논리적 연결성을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지구 과학: 외계 행성 탐사 - 최근 들어 천문학 분야의 뜨거운 연구 분야이자 

일반인의 관심이 높은 외계 행성 탐사를 다루고 있다. 외계 행성 탐사 방법을 

제시하여 탐사 방식의 구체적인 특징을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추론하는 능력

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 수학 1번 문제

【1-1】의 (1), (2), (3)은 벡터의 적용과 평행이라는 개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며 독립적인 문제로서 다루

어질 경우 해결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 문항으로 나뉘어져 있다.  

문항 (2), (3)을 통하여 벡터가 평행이 되면 얻어지는 이차함수를 생각하고 이 

함수를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미분을 통한 접선과 접점의 기본개념을 숙지하고 있

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가)를 통하여 벡터의 성분을 다양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 개념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예를 보

여 줌으로써 제시문 (가)의 내용의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한 적용, 활용에 

대한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2】에서는 제시문 (나)를 통하여 실생활에

서 적용되고 있는 지도 작성에 관한 수학적 배경을 제시하여 구를 펼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지도에서 나타나는 지역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묻고 실생활에서 쓰이는 수학의 예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1-1】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 II 에서 배운 벡터에 대한 문제로써 기본개념

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어진 제시문으로부터 추론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추론능력, 이해력 및 계산능력을 평가하고 하였다. 문제의 난이도는 평이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음이다.

【1-2】 고등학교 수학 II 교과내용 중 공간도형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여  구

면을 평면으로 펼칠 수 있다는 개념을 주고 제시문을 통하여 기본개념을 파악

[문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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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간도형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물음을 통하여 학생들의 공간지각력 및 추론 능력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문제

의 난이도는 중상인 것으로 판단되는 물음이다.

■ 수학 2번 문제

【2-1】제시문 (가)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한다. 

【2-2】제시문 (나)와 (다)의 조건부확률과 분할정리를 이해 밀 활용 할 수 있는

가를 평가한다. 

【2-3】에서는 【2-1】과 【2-2】의 전체 능력을 검정 하고자한다.

■ 물리 문제

【1-1】이 문제에서는 제시문에 설명한대로 LC 회로에서의 진동을 전류, 전기

에너지와 자기에너지로 확장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수식은 제시문에 모두 제공되어 있고, 에너지 보존법칙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

결할 수도 있다. 

【1-2】 이 문제에서는 문항 【1-2】의 상황에서 물리적 계산능력을 묻고 있

다. (1)에서는 제시문에 주어진 식에 필요한 물리량을 대입하면 되며, (2)에

서는 문항 【1-2】의 그래프 이해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3】 이 문제에서는 RLC 회로에서 공명조건에 따라 최대 전류가 흐를 때 

전구의 평균전력을 계산하여 3W보다 큰지를 판단하는 것이 (1)이고, (2)에서

는 코일에 강자성체를 사용하여 자체유도계수를 증가시킨 경우에 전구의 평균

전력을 계산하여 불이 켜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 화학 문제

【1-1】원소의 원자가 전자와 옥텟 규칙을 적용하여, 공기 중의 일산화탄소 분자

와 산소 분자의 가장 안정한 상태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것으

로부터 결합 세기를 유추할 수 있게 하였다. 본 물음은 고등학교 화학 I 과정

을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이 제시문을 정확히 해독할 경우 대부분 답할 수 있

도록 출제되었다.

【1-2】할로젠 원소의 전기 음성도를 이용하여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남을 유추

할 수 있다. 또한, 용매 속에서 일어난 화학 현상을 생성물의 극성을 이용하여 

판단하도록 문제를 출제하였다. 즉 전기 음성도 성질을 산화-환원 반응에 연관시

킴으로써,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을 이용하여 산화-환원 반응 및 생성물을 예측

할 수 있게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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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나트륨 금속과 극성 용매인 물, 메탄올, 무극성 용매인 벤젠과의 반응

을 산화-환원 반응의 한 예로써 제시하였다. 알칼리 금속인 나트륨은 전자를 

내놓는 성질이 매우 강하고 물과 메탄올은 OH기가 극성을 띠고 있어서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 결과 수소 기체와 양이온과 음이온이 생성된다. 벤젠은 무

극성 분자이고 C-H의 작은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 반응성이 없다. 이러한 

화학 반응에 대하여 화학 반응성과 반응성에 대한 이유를 제시문에 나열된 여

러 가지 개념을 근거로 유추할 수 있게 하였다. 제시문을 통해 생성물의 산 

혹은 염기의 성질을 예측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산-염기의 정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생명과학 문제

【1-1】이 문제는 염색체와 감수 분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주고, 감수분

열에서의 염색체 행동 방식이 생식세포를 만드는데 있어서 어떤 의미와 중요

성을 갖는지를 추론할 수 있는지와 이를 학생 본인의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핵상의 의미뿐만 아니라 상동 염색체와 자매염

색분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1-2】이 문제는 제시문에 주어진 멘델의 독립의 법칙과 이 법칙의 중요성을 이

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형질들 간의 교배 결과를 분석하여 추론

하게 하였다. 잡종 2대의 표현형의 비로부터 독립의 법칙과 연관을 파악할 수 있

어야 한다. 또한 연관된 유전자 간에 일어나는 교차로부터 동일한 염색체에 존재

하는 두 유전형질 간의 거리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1-3】이 문제는 멘델의 분리의 법칙에 깔려 있는 전제 조건과 실제 감수분열 

시 나타나는 염색체의 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지와 이를  정확하게 표

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배체에서 일

어나는 감수분열이나 멘델의 법칙을 사배체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감수 1

분열의 전기에 상동 염색체가 쌍을 이루는 의미를 이해하고, 생식세포가 최종

적으로 물려받는 염색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완전 우성의 의미

를 이해한다면 다양한 조합의 유전자형을 갖는 사배체의 표현형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 지구과학 문제

【1-1】이 문제에서는 주어진 제시문으로부터 흡수선의 편이량이 커야하는 조

건에 대한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외계행성을 발견할 확률이 크

기 위해서는 흡수선의 편이량이 커야한다. 흡수선의 편이량이 크려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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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술(AAT) 문항에 대한 평가 의견(수학 문제)

가. 문항 1번

 (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   의 형태로 교육과

정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나) 교육과정에서는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 P 에서 평면 에 내린 수선

의 발을 정사영이라 한다. 제시문과 같이 구를 곡면에 정사영 시키는 내용은 

교육과정 밖이지만 교육과정의 정사영의 의미와 일치한다. 각의 경우 직선, 평

면, 벡터 사이의 각을 정의하고 있다. 점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교육과정 밖이

지만 정사영과 벡터사이의 각을 활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다.

【1-1】제시문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하여 부등식을 유도하고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이용하여 함수 를 구할 수 있다. 미분법, 점과 직선사

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직선의 방정식과 ∆ABC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 커야 한다. 이 크려면 우선 공전 궤도 장반경이 작아야 한다. 또한 공전 

궤도 장반경이 일정한 경우, 행성의 질량, 즉, 가 크면 


 


에 의해 

별의 속도 이 커져 이 크다. 

【1-2】이 문제에서는 분광쌍성과 케플러 법칙에 관한 제시문에서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항성과 행성의 회전 속도 정보를 표현하는 수식을 유도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한 천체의 질량이 다른 천체의 질량에 비해 상당히 클 경우 

 ≫  이므로 ∝   


에서 ∝





∝

 이 유도된다. 따라서 별

로부터 멀어질수록 행성의 공전 속도는 느려진다고 할 수 있다.

【1-3】이 문제에서는 주어진 제시문과 그림을 이해하고 외계행성 탐색 방법 

중 하나인 식 현상을 이용할 때 식이 지속되는 시간과 행성의 공전주기 혹은 

공전궤도 반지름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는지 묻고 있다. 교육 과정에

서 학습한 케플러 제 3법칙( ∝), 제시문에 주어진 식 지속 시간  와 

, 의 관계를 활용하면  와 의 관계를 유도할 수 있다. 유도된 관계는 

∝ 로, 공전궤도 반지름이 클수록 행성에 의한 식 지속 시간이 길어진

다. (2)번 문제에서는 이를 다른 항성 주변의 관측자가 태양계 행성인 목성과 

지구를 보는 가상의 상황에 적용해 보게 하였다.

다. 고교 교사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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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제시문을 이용하여 점 P   의 정사영 Q 


 




를 구할 수있다. 회전 도형 가 구의 일부이므로 정사영  를 구하면 원기

둥의 일부가 되어 펼친 도형을 이용하여 넓이도 구할 수 있다. 

나. 문항 2번

 (가) 점화식         에서    인 경우만 교육과

정에서 다루고 있다. 일반적인으로 보조방정식    을 활용하여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경우는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이다. 하지만 

피보나치수열

         ≥       의 경우는 심화문제에 출제되는 경

우가 자주 있으므로 제시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

다.

 (나) 가위바위보 게임은 경우의 수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다) 표본공간의 분할을 이용하여 확률 P   
  

 P∩와 같이 합의 

기호로 나타내는 식은 학생들에게 조금 낯설지만 조건부확률의 응용문제에 활

용되는 내용이다. 조건부확률 PP  P∩은 교육과정 내용이다. 

【2-1】피보나치수열         의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는 많이 출제

된 형태이고 제시문 (가)를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이다.

【2-2】제시문과의 연관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점화식을 구해야 한다. 중하

위권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문항이지만 점화식만 구하면 보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일반항을 구하고 확률 를 쉽게 구할 수 있다.

【2-3】경우의 수가 3가지라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박스안

의 ㉢ 조건은 문제풀이와 직접연관이 없다. 나은이가 만원 주식을 가지고 

주가가 만원이 되어 팔기 전에 만원이 되어 팔 확률을  이라 하면

  
   ⋯  

 


 이고   이므로 확률을 구할 수 있다.

2. 총 평(수학 문제)

 벡터의 크기와 내적, 절대부등식,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정사영, 회전변환, 

각의 크기, 미분법, 점과 직선사이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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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수열의 점화식과 경우의 수, 확률을 결

합한 문제로 논리적 사고를 통해 실생활 문제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합리적

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묻는 문제들로서 응시자의 계산 능력, 이해력, 추론 능

력, 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이다. 

논술전형 자연계열 Ⅱ 전형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

을 충실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무리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문항 1이 공

통 문항 2보다 다소 쉽게 느껴진다. 보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점화식의 일반항

을 구하는 문제는 심화과정을 통해 접해본 학생에게 좀 더 익숙하게 풀 수 있

는 문제이다. 전체적으로 문항 1번과 문항 2번 모두 제시문을 이해하고 물음

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학적 지식과 사고방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교육과정의 전체내용을 골고루 반영한 문항으로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논술(AAT) 문항에 대한 평가 의견(과학 문제)

가. 자연계열Ⅰ, Ⅱ 물리

 세계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가는 시점에서 축전기 관련 문제 선정은 교육적

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축전기는 전기 회로에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장

치이다. 축전기 내부는 두 도체판이 떨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있고, 두 도체판 

사이에 전압을 걸면 음극에는 (-)전하가, 양극에는 (+)전하가 유도되는데, 이

로 인해 전기적 인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인력에 의하여 전하들이 모여 있게 

되므로 에너지가 저장된다. 이렇게 에너지가 저장 완료된 상태에서 저항과 연

결한 RC회로에서 전기적 충전 및 방전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와 코일과 연

결한 LC회로에서의 전기 진동 특성에 대한 정성적인 이해와 그래프 혹은 수식

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량적인 이해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면 교류에서의 축전기 원리, 축전

기 전기용량, 유전체, RC회로와 LC회로 따른 전기적 특성 등을 정확히 파악해

야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물리Ⅰ과목에서 축전기 기본 성질과 에

너지 전환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고, 물리Ⅱ 과목에서 심화된 내용인 축전기 

전기용량, 유전체, RC회로, LC회로, RLC회로, 고유진동수 등을 주로 다룬다. 

 문제1-1에서 충전할 때와 방전할 때의 시간에 대한 축전기의 전하량 및 회로

에 흐르는 전류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답을 정확히 하려

면 전기 회로 방적식을 세우고 해를 구해야 한다. LC회로에서는 미분방정식을 

세우고 여러조건을 설정하고 충전량과 전류에 대한 시간함수로서의 일반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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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야 한다. 그런데 고등학교 물리시간에 R-C회로와 LC회로의 전기적 특성을 

수학적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아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기회로에서 저항이 있는 회로는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기 때문에 학생

들에게 익숙하지만, 축전기 관련 회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져서 제시문 파악

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시간에 배우는 함수의 

그래프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한 학생이고 제시문 분석을 통해 충전과 

방전시에 전류의 변화와 충전량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다면 직관적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개념과 원리들은 제시문 해석력, 이해력

을 바탕으로 논리적 분석적 사고력을 가진 학생이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면 이 문제 해결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

나. 자연계열Ⅰ, Ⅱ 화학

 고등학생들은 화학시간에 원자들의 주기와 족 등의 규칙성을 파악하여 그들

의 반지름이나 이온화 에너지 등 다양한 성질들을 토대로, 원자들이 결합할 

때 구조와 극성의 정도 등을 예측하는 법을 학습한다. 따라서 원자들의 특성

을 근거로 그들의 결합 구조를 구하거나 결합 세기를 비교하는 문제는 적절하

다고 본다. 원자들이 공유 결합을 할 때 분자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루이스 전자점식이다. 원자가 전자 수를 사용하여 옥텟 규칙에 

맞도록 계산하여 결합선 수를 예측하여,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린다. 그 외 더 

사실적 표현을 위해 각 원자의 유효핵전하와 전기음성도 등의 요소를 고려하

여 결합각을 구하거나, 분자의 입체적 모형을 그린다. 분자들 간의 다양한 화

학 반응에서 분자의 구조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전기음

성도의 수치로 예측할 수 있는 산화-환원반응이다. 이렇게 자연계열1,2 문제 

모두 물질이 공유결합 할 때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생성 물질들 간에 

화학반응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루이스 전자점식과 수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

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면 각 원자들의 주기율표에서 나

타나는 특성, 원자들이 공유결합 할 때의 결합 구조, 공유결합 화합물간의 산

-염기 반응 중 나타나는 산화수, 산과 염기의 정의 등을 정확히 숙지해야한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화학Ⅰ과목에서 2단원에서 배운 원소의 특

성을 바탕으로 3단원에서 배운 공유결합과 4단원에서 배운 산화-환원 반응 및 

산·염기 물질을 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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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1-1에서 산소 분자와 질소 분자 혹은 산소 분자와 일산화탄소 분자의 구

조를 파악하여 이를 그리고, 결합의 세기를 비교하라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

며, 결합선의 개수에 따른 결합의 세기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1-2에서 극성 수용액과 무극성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예측하

고, 이를 각 원자의 특성과 산화-환원 반응의 특성으로 설명하라는 문제이다. 

교과서에 자주 보이는 산화-환원 반응의 예시가 아니기에 학생들에게 익숙하

지 않을 수 있지만, 이를 각 원자의 특성과 함께 생각해본다면 반응을 예측하

여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1-3에서는 제시문의 모든 내용을 부분 문제로 질문한 것으로 산화-환원 

반응을 예측하여 생성물 중 산·염기에 해당하는 물질을 찾는 문제이다. 이 또

한, 반응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확실한 화학

적 개념의 이해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개념과 원리들은 이미 교육과정에서 충

분히 숙지하였으며, 제시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동반된다면 논리적, 분

석적 사고력으로 모든 문제를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 자연계열Ⅰ, Ⅱ 생명과학

 인류는 유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이를 의료,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응

용하고 있다. 유전이 그만큼 인류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고등학생들이 유전에 

대한 정확한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유전 법칙을 근거로 유전적 현상들

을 추측하고, 이를 수치화 하는 문제는 적절하다고 본다. 문제의 주요 출제 

단원은 생명과학Ⅰ의 2단원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이다. 멘델의 유전 법칙

인 우열의 법칙, 독립의 법칙, 분리의 법칙은 모든 유전 현상을 설명하기 위

한 가장 기본적인 법칙들이다. 이러한 법칙들에 예외가 되는 대표적인 유전 

현상은 연관군이다. 진핵세포는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상동 염색체 형태로 나

타나며, 하나의 염색체 안에는 다양한 유전자가 존재한다. 한 염색체 안에 함

께 있는 유전자들의 관계를 연관이라 하며, 이런 유전자 간에는 독립의 법칙

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수분열 과정에서 제1 분열과정이나 제2분열과정에서 

일어나는 비분리 현상 또한 멘델의 유전 법칙에 위배되는 유전 현상이다. 세

포 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지 못하는 등의 현상이 일어날 경우 염색체 

수 이상이 일어나며, 이는 분리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면 멘델의 유전 법칙의 이해가 필

요하며, 각 유전 법칙의 예외들에 해당하는 유전 현상들의 염색체나 유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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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을 정확히 알아야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생명과학Ⅰ의 2단원 '세

포와 생명의 연속성'만 확실히 학습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연관군과 감수분열 중 일어나는 비분리 현상에 대한 다양한 사례

들을 접해보았기에 익숙한 문제라 판단된다.

 문제1-1에서 감수분열과 감수분열 중 일어나는 비분리 현상에 대한 질문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수분열 과정과 비분리 현상의 결과에 

해당하는 염색체의 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자연계열1의 문제1-2와 자연계열2의 문제1-3은 같은 문제로 비분리 현상을 

이용하여 배수체를 만드는 과정과 그 배수체의 생식 결과에 대해 나누어 질문

하고 있다. 비분리 현상에 의한 배수체 생성은 학생들에게 익숙한 염색체 수 

이상 현상이다. 배수체의 감수분열의 과정에 대한 물음은 다소 생소함이 있었

을 수 있지만, 감수분열과 그 생식세포들의 수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

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개념과 원리들은 학생들이 한 단원에 대

한 적절한 학습이 이루어 졌다면,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해석하여 모든 문

제를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라. 자연계열Ⅰ, Ⅱ 지구과학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망원경 발명이 후 인류는 천체를 통해 지구의 기원과 

우주의 기원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지금 천제관

측과 우주탐사에 대한 문제 출제는 적절하다고 본다. 문제의 주요 출제 단원

은 지구과학Ⅰ의 4단원 ‘다가오는 우주’와 지구과학Ⅱ의 4단원 ‘천체와 우

주’이다. 천체관측을 위해 행성의 운동을 설명한 대표적인 법칙은 케플러의 

3법칙인 타원 궤도의 법칙0과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조화의 법칙이다. 이 

외에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서 도플러 효과와 식 현상을 이용한다. 또한 별의 

특성에 해당하는 별의 거리, 별의 온도, 별의 반지름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지

표들이 있다. 별의 거리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연주 시차와 거리 지수 혹은 맥

동 변광성의 변광 주기가 있다. 별의 온도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입사하는 모

든 파장의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흡수한 모든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흑

체를 이용하거나 사진등급()-안시등급()에 해당하는 색지수, 스펙트럼

을 사용한 분광형이 있다. 별의 반지름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별 전체에서 1

초 동안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에 해당하는 별의 광도나 식쌍성이 있다.

 자연계열1의 문제1-1는 식 현상에 따른 항성과 행성의 반지름으로 밝기 감소

율 표현식에 대한 문제이며, 문제1-2는 행성의 공전 속도와 행성의 공전 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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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두 문제 모두 지구과학Ⅰ만 학습한 학

생에게 다소 생소해 보일 수 있는 수식들이었지만, 식 현상에 대한 직관성과 

천체의 표면적이 (반지름)에 비례한다는 점, 방정식을 정리하는 수학적 능력

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

 자연계열2의 문제1-3은 항성 주변의 관측자가 태양을 관측하면서 동시에 지

구와 목성의 식 현상을 관측할 경우에 대한 문제이다. 지구에 의한 식이 지속

되는 시간과 목성에 의한 식이 지속되는 시간을 비교하여 케플러 제 3법칙과 

도플러 효과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식 과정이 들어간 현상에 대해 

다소 생소한 부분이 있겠지만, 외계 행성 탐사에서의 시선 속도 변화 주기와 

행성의 공전주기, 별의 공전 주기 등을 잘 조화하여 행성의 항성식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이 문제에서는 제시문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

고 있기에 제시문의 이해력과 분석력이 있다면 관계식을 유도하는데 큰 어려

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개념과 원리들은 학생들이 케플러 법칙

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식 현상과 별의 운동에 대한 적절한 학습이 이루어 졌

다면,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해석하여 모든 문제를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

4. 총 평(과학 문제)

 AAT 출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개념적 이해

가 필요하다. 물리 과목에서 축전기 기본 성질과 에너지 전환 관계, 축전기 

전기용량, 유전체, RC회로, LC회로, RLC회로, 고유진동수 등이고, 화학Ⅰ과목

에서 배운 원소의 특성, 공유결합, 산화-환원 반응 및 산·염기 물질 등이다. 

생명과학Ⅰ에서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지구과학Ⅰ에

서 다가오는 우주, 천체와 우주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과학은 과학Ⅰ 과목에서 제시문과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고 교과

서 밖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고교 교육과정에서 자연계열 학

생이고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이라고 판단된다.

2. 면접고사

2-1. 학생부종합전형

가. 면접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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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시 간 담 당

시 작

〇 지원자 확인 및 인사

ㆍ000 학생，반갑습니다.

〇 긴장 완화 및 면접과정 설명

ㆍ학교까지 오는데 힘들지는 않았습니까?

ㆍ오늘 면접은 세 명의 면접위원이 각각 한 가지씩 

질문을 하게 됩니다

ㆍ우리가 하는 질문은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

므로，편안한 마음으로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답변

하시면 되겠습니다.

1분
면접위원 1 

(책임면접위원)

개인발표

〇 자기소개 및 모집단위와 관련하여 고교생활 중 

노력했던 부분과 대학 입학 후 학업계획 등을 자유

롭게 발표

ㆍ준비하신 내용을 2분 이내로 발표해주시기 바랍

니다.

2분 면접위원 1

질문 I

〇 자기주도적 학업 역량 질문

ㆍ학습공동체 활동 중 풍력발전기에 대한 주제탐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ㆍ수학비타민이라는 책을 읽은 경험이 있는데，수

학이 실생활과 연관되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ㆍ과학주제탐구활동에서 배운 내용 중 나노기술과 

관련한 기계공학적 요소를 설명해보시오.

2분 면접위원 1

질문 Ⅱ

〇 진로 개발 역량 질문

ㆍ고교에서 000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는데，구체적

으로 어떤 활동을 했으며 자신의 진로에 어떤 영향

을 주었습니까?

ㆍ우리 학과에 입학해서 000가 되겠다는 진로희망

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에게 영향을 미친 독서경험

이 있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ㆍ교내 000 대회에서 수상했는데 참여하게 된 계기

는 무엇이며，어떻게 준비했습니까?

2분 면접위원 2

질문 Ⅲ

〇 공동체 기여 역량 질문

ㆍ지역의 000센터에서 꾸준히 활동했는데，봉사활

동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ㆍ교내 000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ㆍ학생회장으로 활동해왔는데 어떤 리더십으로 교

내행사를 이끌었습니까?

ㆍ 공로상을 수상했는데 학교나 학급을 위해 구체

적으로 기여한 점은 무엇 입니까?

2분 면접위원 3

종 료

〇 자유발언 기회 제공 및 종료

ㆍ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시고，아니면 면접을 

마치겠습니다.

1분 면접위원 1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진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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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국문학과]

본 면접 질문은 학생의 문학지문 이해능력과 올바른 한국어 문법을 바탕으로 

한 작문 능력을 측정하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황순원의 소나기는 중 고등 

교과과정 내에서도 다루어지는 소설이며, 이에 바탕이 되는 한국적 서정성와, 

문학적 가치에 대한 파악과 해석은 학생이 국문학과 학생으로 가져야 할 기본

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것이다. 더불어 

한국어의 9품사는 학교문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며, 아홉 가지 품사와 그 

용법을 구별하는 능력은 필수적이다.

 

[영어영문학과]

첫 번째 문항은 학생의 독해 능력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어휘력을 확인하기 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문에 사용된 수동형의 구문과, 지시형 단어들이 가리키

는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 'intelligence', 'associated', 'predicting', 

'foreign' 등의 어휘는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에서도 다루어지는 것으로, 지문 

번역 가능 여부를 통해 학생의 외국어 능력을 검증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두 번째 문항에서 주어진 영어 작문 능력 평가의 주제는, 전문적인 지식 없이

도 학생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논제일 것으로 생각되며, 때문에 학생의 영

어 지문 구성 능력과 논리력을 살펴보기에 좋을 것이다.

[불어불문학과]

지문으로 제시된 문단은 기본적인 구조와 어휘의 불어 문장들을 담고 있으며, 

교과과정의 제2외국어로 불어를 학습한 학생이 충분히 해석 가능할 것으로 보

인다. 지문의 전반보다 후반에 등장하는 문장들이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

고 있으며, 학생들이 이러한 차이에 주목하여 정확한 해석을 하는가 평가함으

로서 불어능력을 명확히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독어독문학과]

독일어 독해능력과 관련된 두 제시문은 독일어 문화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

한 일상적인 어휘를 담고 있다. 제시 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은 독어독

문학을 전공할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소양일 것이다. 더불어 독일의 현 정치, 

2-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가. 기출문제 [부록 참조]

나.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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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문화 대한 학생의 기본적인 지식을 확인함으로써 독어독문학을 

접근하는데 바탕이 되는 배경지식 수준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에 덧붙여 학

생의 독일어 작품에 대한 평가는 독문학에 대한 관심과 접근 태도를 알아보는 

데 적합할 것이다.   

 

[고고인류학과 1]

고고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유적, 유물에 개념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문항은 고고인류학과에 대한 학생의 관심과 배경지식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며, 고교과정을 마친 학생이 이 분야에 대한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일 것이다. 더불어, 두 번째 문항을 통해 재외국

민 학생이 외국의 문화화 한국 문화에 대하여 평소에도 충분한 성찰을 하고 

있었는지 또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심과 성찰은 고고인류학을 자신의 전공으로 택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있어 

기본적인 소양으로 이를 가늠하는데 적합한 질문들 일 것으로 보인다. 

 

[고고인류학과 2]

학생이 본 학과에 입학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학생

이 고고인류학이라는 학문에 관하여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지, 또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지문으로 제시된 시

는, 범인류적인 향수에 대한 학생의 시각과 해석을 보는 것으로 선행 유발요

인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문에 제시된 용어들이 일부 한국어 능력이 부

족한 재외국민 학생들에게는 다소 해석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치외교학과]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더불어 두 번째 문항에 주어진 구문은 고등학교 정

치교과목 범위 안의 내용으로, 이에 대한 개념은 정치외교학과 진학을 희망하

는 학생이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에 해당한다. 때문에 두 문항은 평

이한 수준이라고 생각되며, 학생의 기본적인 자질을 판단하기에 적합하다.

 

[사회학과]

문항들의 성격상 지원자의 가치관과 사회적 식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가를 

확인하는 질문으로 선행 유발요인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평소 시사적인 

문제와 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고등학

교 수준의 교과과정 이수를 바탕으로도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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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마지막 문항에 대해서는 재외국민으로 생활해 온 학생들이 본인의 해외

거주 경험을 바탕으로 선행 지식 없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식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리학과]

심리학의 정의와 현대 심리학의 분야는 고등학교 사회탐구 교과과정 내에서는 

명확히 제시되고 있는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심리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

생이 이 분야에 대한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또한 관련 서적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며, 또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인다. 또한, 심리학 관련 독서는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인문계열 

학생이 고교 교과과정 학습과 병행할 수 있는 활동으로 학생이 추후 심리학에 

대한 탐구에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지표이다. 

  

[사회복지학과]

자본주의의 장단점, 현대 사외의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은 고등학교 사회탐구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으로, 선행 교육 없이도 학생들이 답할 수 있는 부

분이다. 더불어 이와 관련된 지원자의 개인적인 식견도 알아보는 것임으로 사

회복지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본인의 근거를 바탕으로 논

리를 펼쳐 낼 수 있는 지 확인해 보기에 적합한 문항들이다. 

 

[신문방송학과] 

매스미디어를 매개로 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대중과의 소통을 꾀하고자 하는 

신문방송학과 성격에 비추어 기본적인 질문으로 생각되며, 2번 문항의 경우 

특히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써의 SNS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이 드러날 

수 있어 지원자의 미디어에 관한 가치를 엿볼 수 있는 문항으로 생각된다.

[수학과]

고교 수리과정의 범위 내에서 1번 문항은 함수와 극한, 2번 문항은 수열, 3번 

문항은 행렬, 4번 문항은 적분 단원을 학습한 학생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문

제들이다. 다만 2번 문항의 경우에는 수열과 최대공약수의 개념을 접목시킨 

통합적인 문제 해결능력이 필요하므로, 다른 문제들보다는 다소 난이도가 높

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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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

화학 전지, 이산화탄소의 상평형도, 이온화 에너지의 개념은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 내에서 다루어지는 개념들이므로 선행 학습요인이 없을 것으로 보인

다. 1번 문항에서 표준 환원전위를 이용한 전극 전위의 계산, 3번 문항에서 

전자배치에 따라 변하는 이온화 에너지를 설명하는 과정은 학생들이 해당분야

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변별해 낼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생명과학부 생명공학전공]

신재생에너지 중 생명공학 분야에 해당되는 바이오 에너지의 개념은 고교 생

물과정에서도 언급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생명공학전공에서 주력하고 있는 부

분으로 지원자가 본 학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대답할 수 있는 문항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문항은 고교 생물 교과서에서 다

루고 있는 유전학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선행학습과 무관하게 학생의 생물학적 

배경지식을 평가하기에 적절하다.  

 

[생명과학부 생물학전공]

제시된 네 가지 질문은 고등학교 생명과학1, 2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개념인 

다윈의 진화설, 세포 분열, 원핵세포, 진핵세포, 신경전달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선행 학습 없이 지원자가 평이하게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만, 2번 문항과 4번 문항은 질문의 범위가 다소 포괄적이므로 해당 개념에 대

한 학생의 이해의 폭을 확인하기에는 적합하나, 개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

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지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경제통상학부]

첫 번째 질문은 지원자로부터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소 난

이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포함된 환율과 

국제 경제의 연관성, 세계화와 글로벌 가치사슬 등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

고 있다면, 지원자의 독창적인 생각과 시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문항은(공공재에 관하여) 주어진 정보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지원

자가 추론을 통하여 평이하게 답할 수 있는 문제이다. 두 번째 하위문항은 공

공재 공급에 관한 지원자의 생각을 묻는 것으로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쳐 낼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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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부]

지원 동기를 묻는 과정은 지원자의 본 학과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를 알아보

기에 적합하다. 지원자의 목표와 동기가 경영학부가 추구하는 바와 부합하는 

지 또 설득력 있는 지 살펴보아 적합한 학생을 추려낼 수 있을 것이다. 더불

어 글로벌시대의 기업경영은 경영학과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으로 생각되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학생의 생각과 배경지식을 알아보는 과정은 필수적이고, 

고교과정을 통해 경제와 사회에 대해 배운 학생이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질문

이다.

 

[신소재공학부]

1번 문항은 고교 교과과정중 지수함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지문에 제시된 함수와 그래프를 통해 평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2번 

문항 또한 고교 물리학 교과서의 빛의 굴절률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

라면 해결할 수 있다. 3번 문항에서는 A이온의 이온간 거리가 a에 해당하고, 

B이온의 이온간 거리가 b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부과설명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4번째 문항은 물리학 교과서의 전기장의 세기와 전기력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는 학생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화학과 물리학 관련 

문항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고교과정 중에 두 분야 모두를 선택하여 공부한 

학생이라면 평이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두 분야 모두를 선택하지 

않은 지원자에게는 다소 난이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분자공학과]

1번 문항에서 제시된 함수는 고등학교 범위의 함수 적분을 공부한 학생이 치

환을 통해서 해결 가능한 함수이다. 2번 문항은 물리 교과서의 가속도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평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지이며, 3번 문항의 화

학 결합의 종류에 따른 정의는 고교 화학 교과서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 이 또

한 화학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답할 수 있다. 

 

[환경공학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개념은 환경공학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고교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시사적으로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문항을 통해 학생이 온난화에 대한 대책으로 어떠한 공학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이가 환경공학과 에서 추구하는 방법과 부합하는지 확인 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 문항을 답하기 위해서는 남조류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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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원자가 생물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을 통

해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남조류에 대한 부과적인 정보가 제공된다면 좀 

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공학부]

광합성의 반응식은 고교 생명과학2에서, 키르히호프 전압 법칙과 전류 법칙은 

고교 물리2에서, 물체의 힘과 가속도는 고교 물리1에 나오는 내용이다. 따라

서 세 문제는 위 과목들을 선택하여 공부한 학생들이 평이하게 해결 가능한 

문제들로 보이며, 선행 학습의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 

 

[응용생명과학부]

주기율표는 고교 화학 1, 광합성과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은 고교 생물 2에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선행학습 없이도 이 과목들을 착실하게 공부한 학생

이라면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다. 다만 해당 문항에서 질문이 좀 더 구체적으

로 주어진다면 각 개념과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를 지원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

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식품공학부] 

생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고등학교 생물 범위 안의 내용이기 때문에 배경 지식

을 바탕으로 학생이 평이하게 답할 수 있는 문항이다. 이어진 문항에서는 일

상에서 접하는 식품들에 대하여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식품 공학에 대한 관심

을 갖고 있는 지원자라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산림과학. 조경학부]

우리나라 산림의 특징과 산림이 인간과 사회에 주는 혜택은 고등학교 과학이

나 사회 분야에서도 간략하게 제시되는 내용이다. 학생이 우리나라 산림에 대

한 특징에 대하여 상세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학생의 본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알기에 적합할 것이다. 목재의 이용방법에 관한 전문적인 접근은 고

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쉽게 답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으나, 평소에 관심

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라면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접한 목재들을 떠올 이용방

법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농업토목. 생물 산업공학부]

두 문항 모두 고등학교 교과범위 안에서 평이하게 답할 수 있는 문제로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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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의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 부력은 공통과학과 물리, 화학 과목에서 제시 

되며, 삼각형의 내각을 이용하여 면적을 구하는 것은 삼각함수 단원에서 학습

하는 내용이다. 

[수의예과]

병원체에 대한 면역의 1, 2차 방어에 관한 내용은 고등학교 생물 교과범위 밖

의 내용이다. 때문에 첫 번째 문항은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이 답하기 힘

든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포도당의 소비에 의한 에너지 생산과정은 생명과학

2 교과범위의 물질대사 단원 내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다. 따라서 두 번째 문

항은 해당 과목을 체계적으로 학습한 학생이라면 평이하게 답할 수 있는 질문

으로 생각된다.  

[의류학과]

첫 번째 문항에서 한류가 해외에 유행하게 된 이유는 지원자가 해당분야에 대

한 평소의 관심을 바탕으로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이다. 다만, 두 번째 문항

에서 제시되는 ‘패스트 패션’의 개념은 교과과정만을 이수한 학생이 일반적

으로 알기 힘든 것일 수 있다. 하지만, ‘패스트’라는 단어로부터 비추어 

‘패스트 패션’의 개념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창의적이고 논리

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아동학부]

두 문항 모두 지원자의 개인적인 경험 혹은 일상생활에서 관찰한 내용을 바탕

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이며, 별도의 선행학습의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 논리

적인 답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자의 자질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문항들이다. 

[식품영양학과]

문제에서 제시된 열량 영양소와 당류의 개념은 생명과학 1의 교과과정 중 물

질대사에서 등장하는 내용이다. 때문에 이에 대하여 학습한 학생은 별도의 선

행 학습 없이도 평이하게 두 문항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인

다. 더불어 영양소와 관련된 정보는 식품영양학의 기본이 되는 개념으로 학생

들에게 요구되는 배경지식에 속할 것이다. 

[간호학과]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은 생명과학 1의 ‘항상성과 건강’ 단원에서 다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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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내용으로 해당 과목을 학습한 학생은 별도의 선행 학습 없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질문의 범위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는 다소 힘들 것이

다. 문화변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지원자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답

할 수 있은 문제이다. 

[전자공학부]

첫 두 문항 모두 고등학교 수학 교과의 범위 내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이다. 

첫 번째 문항은 함수의 최댓값과 최솟값, 두 번째는 삼각함수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뒤의 두 문항은 고등학교 물리 1의 교과 범위 내에서 해결가능한 

문제이며, 가속도와 힘, 속도 등에 대한 개념 이해를 요구한다. 네 가지 문제 

모두 주어진 조건과, 교과과정의 숙지가 바탕이 되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

문에 선행 학습의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 

[컴퓨터학부]

제출된 세 가지 문항 모두 고등학교 수학1 내의 개념만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

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별도의 선행 학습 없이 교과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다

면 평이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에 제시된 행렬, 경우의 

수 등의 개념은 컴퓨터 공학부 전공 지식에 바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개념들

이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전기공학과]

첫 번째 문항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미적분학 과목에서 삼각함수의 적분 개

념을 잘 숙지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선행학습 없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이

다. 두 번째 문항은 물리 1의 전자기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평이하게 해결가능한 문제이다. 

[행정학부]

1번과 2번 문항은 영어로 된 본문을 국어로 번역하는 문제로 특히 첫 문항은 

전공 서적의 이해에 필요한 영어 독해 능력을 요구한다. 두 문항 모두 고등학

교 교과 범위의 영어 독해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이 해석 가능한 수준의 지

문으로 생각된다. 두 문항을 잇는 세 번째 문항은 수험생의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문제로 이 또한 선행 학습 없이 결혼 출산과 관련된 행정학적 접근에 대

하여 관심이 있는 학생이 어렵지 않게 답을 제시 할 수 있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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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스포츠학과]

제시된 문항들은 지원자에게 레저스포츠학과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인 스

포츠, 운동, 체력, 스포츠맨십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있다. 고등

학교 교과 내 체육, 또는 일상생활을 바탕으로 학생은 선행학습 없이 해당 개

념들에 대한 설명을 풀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말/특수동물학과]

신장에서 물이 재흡수되는 과정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생명과학 1의 ‘항상

성과 건강’ 단원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학습한 

학생이라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더불어 세 번째 문항에서 물어보는 세

포분열의 개념들 또한 생명과학 1의 ‘세포분열’ 단원에서 다루어지는 내용

이므로 별도의 선행학습을 요구하지 않는다. 두 번째 문항의 ‘반려동물’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개념으로 말/특수동물학과에 진학을 희망하

는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답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정밀기계공학과]

출제된 세 가지 문항 모두 물리 1 교과범위 내의 힘과 가속도 단원의 개념들

을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별

도의 선행학습 요인이 보이지 않으며, 해당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 

정밀기계공학에서의 학습에 필요한 기본기를 갖추고 있음을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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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영향평가의 주요대상으로 확인된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

술(AAT)전형, 정시전형에 대하여, 대입전형 사교육영향평가 매뉴얼의 평가기

준에 의거하여 사교육 유발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교 교육과정 내

에서 면접 및 논술문항의 출제 원칙을 지키고 적극적인 입시 홍보와 정보제공

을 통하여 고교교육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학생부종

합전형의 경우, 가장 안정성이 높은 전형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교육 유발

요인을 배제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이 입학전형 

운영 시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Ⅳ. 2016학년도 경북대학교 입학전형별 사교육영향에 대한 분석

1. 사교육 유발요인 분석

1-1.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 의거)

가.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갖춘 학생에 대한 선발 노력

 일반전형 이외에도 지역인재, 사회기여자, 사회배려자, 고졸재직자전형 등의 

모집을 통하여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면

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표 Ⅳ

-1-1>과 같이“경북대학교 입학전형은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 학생을 선발한다고 생각합니까?”에 해당하는 문항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신입생 중 83.8%의 비율의 학생이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경북대학교 입학전형은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 학생을

선발한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2(1.7)

그렇지 않다. 3(2.6)

보통이다. 14(12.0)

그렇다. 71(60.7)

매우 그렇다. 27(23.1)

합계 117

<표 Ⅳ-1-1> 사교육 유발요인에 대한 인식(신입생 대상)

나. 학생부 생활기록부 반영정도

학생부종합전형은 2단계의 사정단계를 통하여 학생을 선발하며 1단계 전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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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입학전형 자료로 요구되는

제출서류를 작성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이 부담된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5(12.8)

그렇지 않다. 33(28.2)

보통이다. 40(34.2)

그렇다. 24(20.5)

매우 그렇다. 5(4.3)

합계 117

<표 Ⅳ-1-3> 제출서류에 대한 부담정도(신입생 대상)

경우, 학생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발한다. 

이어 2단계 전형에서 서류평가(70%)와 면접점수(30%) 및 수능 최적학력기준(지

역인재 전형 해당)을 적용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1단계 서류평가 및 2단

계 평가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요한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표 Ⅳ

-1-2>와 같이 “학생부종합전형의 반영방법과 비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

까?”에 해당하는 문항에 설문에 응답한 고교 교사 중 61.6%의 비율의 교사가 

‘그렇다’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학생부종합전형의 반영방법과 비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0)

그렇지 않다. 4(6.7)

보통이다. 19(31.7)

그렇다. 35(58.3)

매우 그렇다. 2(3.3)

합계 60

다. 제출 서류의 과부담 정도

<표 Ⅳ-1-2> 학생부종합전형의 반영방법과 비율(교사 대상)

학생부종합전형의 제출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서류평가에 필

수적인 서류만 요구하고 있으며,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원서접수 시 온라인으

로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하여 제출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표 Ⅳ-1-3>과 같이 

“입학전형 자료로 요구되는 제출서류를 작성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이 부담된다

고 생각합니까?”에 해당하는 문항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신입생 중 

34.2%의 비율의 학생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41.0%의 비율의 학생이 

‘전혀 그렇지 않다’혹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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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교육 저해 요소 포함 정도

학생부종합전형의 제출서류로 학생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만 인정하

고 있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공통양식을 활용하고 있다. 교외 수상실적 및 

공인어학성적은 제출할 수 없으며,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도 공인어학성적 및 교

외 수상실적 등을 기재할 수 없다.

마. 지원 자격 제한 유무

학생부종합전형은 공교육 안에서 충실히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선발하려

는 취지에 맞도록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자격을 제한한다. 일반전형은 

이외의 지원 자격 제한은 두지 않고 있으며, 지역인재, 사회기여자, 사회배려

자, 고졸재직자전형은 전형의 목적에 부합하게끔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바. 고교에 정보 제공 정도(학생 및 학부모에 입시정보 제공 정도 포함)

학생부종합전형을 포함한 전 전형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의 설명회를 통해 정보

를 제공하였고, 입학상담센터와 대학입학전형자문위원회를 운영하였다. 또한 ‘경

북대학교 전공 바로알기 책자’를 제작하여 학과전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

며,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입시정보 제공에 기여하였다. 추가적으

로 이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표 Ⅳ-1-4>와 같이 “입학전형에 대한 대학의 입시정보 제공과 홍보가 적절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에 해당하는 문항에 설문에 응답한 고교 교사 중 70.0%

의 비율이‘그렇다’혹은‘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입학전형에 대한 대학의 입시정보

제공과 홍보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0)

그렇지 않다. 1(2.0)

보통이다. 14(28.0)

그렇다. 29(58.0)

매우 그렇다. 6(12.0)

합계 0

<표 Ⅳ-1-4> 입시정보 제공(교사 대상)

<표 Ⅳ-1-5>와 같이“입학전형에 대한 대학의 입시정보 제공과 홍보가 적절하

였다고 생각합니까?”에 해당하는 문항에 설문에 응답한 합격생 중 62.4%의 비

율의 학생이‘그렇다’혹은‘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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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입학전형에 대한 대학의 입시정보

제공과 홍보가 적절하였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0)

그렇지 않다. 12(10.3)

보통이다. 32(27.4)

그렇다. 53(45.3)

매우 그렇다. 20(17.1)

합계 117

<표 Ⅳ-1-5> 입시정보 제공 정도(학생 대상)

<표 Ⅳ-1-6>과 같이 “입학전형에 대한 대학의 입시정보 제공과 홍보가 적절

하였다고 생각합니까?”에 해당하는 문항에 설문에 응답한 학부모 중 66.0%의 

비율이‘그렇다’혹은‘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입학전형에 대한 대학의 입시정보

제공과 홍보가 적절하였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0)

그렇지 않다. 6(6.0)

보통이다. 28(28.0)

그렇다. 52(52.0)

매우 그렇다. 14(14.0)

합계 100

<표 Ⅳ-1-6> 입시정보 제공 정도(학부모 대상)

사. 기타 사교육 유발요인(구술면접의 사교육 유발요인)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실시하는 면접은 면접위원 질문에 대답하는 질의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과지식과는 관련이 없다.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 등을 확인

하는 수준의 인성면접을 실시하고 있어, 해당 요소는 사교육 유발요인에 포함되

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1-2. 학생부종합전형 이외의 경북대학교 입학전형

가. 제출 서류의 과부담 정도

경북대학교는 입학전형 자료로 요구되는 제출서류를 최소화하며 온라인 제출 

등의 방법으로 이에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식조사 결과, “입학전

형 자료로 요구되는 제출서류를 작성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이 부담된다고 생각합

니까?”에 해당하는 문항에 응답분석 결과 <표 Ⅳ-1-7>과 같이 합격생의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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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출서류 작성과 준비과정이 부담되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학생부

교과전형

논술(AAT)

전형
정시전형

입학전형 자료로

요구되는 제출서류를

작성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이 부담된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25(24) 50(38.5) 19(23.5)

그렇지 않다. 46(44.2) 45(34.6) 30(37.0)

보통이다. 22(21.2) 24(18.5) 24(29.6)

그렇다. 8(7.7) 8(6.2) 5(6.2)

매우 그렇다. 3(2.9) 3(2.3) 3(3.7)

합계 104 130 81

<표 Ⅳ-1-7> 제출 서류의 과부담 정도(신입생 대상)

나. 구술면접의 사교육 유발요인 / 발표, 토론, 인성면접 등의 사교육 유발요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의 경우, 고교 교육과정 수준의 문항을 일부 서술문항

을 함께 제시하여 평가한다. 검토 결과, 고등학교에서 학습한 교과과정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면접문항을 출제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해당요소는 사

교육 유발요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 전형의 논술 반영 정도

논술(AAT)전형은 학생부 100점(20%), 논술 400점(80%)으로 반영비율이 구성되

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교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논술(AAT)전형의 반영방법과 비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해당하는 

문항에 고교 교사의 응답분석 결과, <표 Ⅳ-1-8>과 같이 ‘보통이다’라고 응답

한 교사가 42%, ‘그렇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44%로 나타났다.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논술(AAT)전형의 반영방법과 비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0)

그렇지 않다. 4(8.0)

보통이다. 21(42.0)

그렇다. 22(44.0)

매우 그렇다. 3(6.0)

합계 50

<표 Ⅳ-1-8> 논술(AAT)전형의 반영방법과 비율(교사 대상)



- 63 -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학생부

교과전형

논술(AAT)

전형
정시전형

해당전형의

반영방법과 비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1.7) 0(0) 0(0)

그렇지 않다. 4(6.7) 4(8.0) 3(5.9)

보통이다. 25(41.7) 21(42.0) 17(33.3)

그렇다. 29(48.3) 22(44.0) 23(45.1)

매우 그렇다. 1(1.7) 3(6.0) 8(15.7)

합계 60 50 51

<표 Ⅳ-1-9> 해당전형의 반영방법과 비율(교사 대상)

라. 전형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반영 정도 / 전형의 교외 수상실적 반영 정도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공인어학성적 및 교외 수상실적 제출이 불가하며 자

기소개서 작성 시에도 공인어학성적 및 교외 수상실적 등을 기재할 수 없도록 

모집전형 요강에 명시하고 있다. 이외의 전형에서는 공인어학 성적과 수상실적

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수시모집 중 특기자 전형의 경우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

되지 않음). 

마. 전형 간소화 정도

2016학년 입학전형은‘4+1’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교

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AAT)전형, 실기 및 특기자전형으로 구분되며, 정

시모집에서는 일반전형만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전형 운영의 간소화

를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바. 전형 운영 내용 및 전형요소와 고교 교육과정 연계 정도

먼저 전형의 운영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고교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Ⅳ-1-9>와 같이“해당전형의 반영방법과 비율이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해당하는 문항에 설문에 고교 교사의 응답을 분석

한 결과, 3가지 전형 모두‘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고교 교육과정의 연계 여부에 관련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표 Ⅳ

-1-10>과 같이 설문을 실시하였다.“경북대학교 입학전형은 고교 교육과정을 충

실히 이수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 학생을 선발한다고 생각합니까?”의 문

항설문에 3가지 유형에 합격한 신입생 집단 모두‘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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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학생부

교과전형

논술(AAT)

전형
정시전형

경북대학교 입학전형은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 학생을 선발한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4(3.8) 3(2.3) 6(7.4)

그렇지 않다. 5(4.8) 5(3.8) 13(16.0)

보통이다. 35(33.7) 33(25.4) 27(33.3)

그렇다. 45(43.3) 67(51.5) 29(35.8)

매우 그렇다. 15(14.4) 22(16.9) 6(7.4)

합계 0 0 0

<표 Ⅳ-1-10> 고교 교육과정 연계 인식(신입생 대상)

이어 <표 Ⅳ-1-11>과 같이 같은 설문문항에 대하여 학부모와 교사 집단에서도 

모두‘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학부모 교사

경북대학교 입학전형은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 학생을

선발한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0) 0(0)

그렇지 않다. 3(3.0) 2(4.1)

보통이다. 33(33.3) 14(28.6)

그렇다. 60(60.6) 32(65.3)

매우 그렇다. 3(3.0) 1(2.0)

합계 99 49

<표 Ⅳ-1-11> 고교 교육과정 연계 인식(학부모 및 교사 대상)

특히, 논술(AAT)전형의 고교 연계과정을 높이기 위하여 <표 Ⅳ-1-12>와 같이 

2015학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논술출제모형개발연구위원회’ 

구성하고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된 문제 검토위원을 위촉하였다. 이어 모의시험을 

실시하고 모의시험의 결과를 반영하여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될 수 있도록 

문항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표 Ⅳ-1-12> 논술(AAT)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연계 노력

전형명 연계 노력 내용

논술

(AAT)

2016학년도

논술출제모형개발

연구위원회 구성

논술출제모형개발 연구위원회 운영

* 위원회 구성 : 4/13

문제검토위원으로

현직교사 위촉

검토위원(현직교사 10명) 위촉,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가 이루어지도록 출제 범위 검토 및 조정 실시

* 검토위원 사전교육 : 11/15

* 검토위원 입소 : 11/15∼11/2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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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시 기 대 상

고교방문 입학설명회
2015. 5. ∼ 8.(수시)

2015. 11. ∼ 12.(정시)

대구·경북 외 7개 지역 100개 고

교(15,000명)

경북·경남소외지역

설명회 및 상담회
2015. 12.

경북·경남지역 고교생, 학부모, 교

사(1,800명)

찾아가는 권역별

입시설명회 및 상담회
2015. 8.

포항, 울산, 구미 권역 고교생,

학부모, 교사(770명)

지역 교육청 주관 대학진학

박람회

2015. 5. ∼ 8.(수시)

2015. 11. ∼ 12.(정시)

대구·경북·울산·경기 등 각 지역

교육청 주관 대학진학박람회

(9,000명)

대구·경북 진학담당 교사

초청 입학전형 결과 설명회
2016. 2.

대구·경북지역 진학담당교사

(300명)

입학상담센터 운영 2015. 5. ∼ 2016. 2. 고교생 및 학부모(500명)

대학입학전형

외부자문위원회 운영
2015. 6. ∼ 2016. 2. 외부자문위원(20명)

사. 기타 사교육 유발요인(학생 및 학부모에 입시정보 제공 정도)

경북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포함한 입학전형의 올바른 입시정보 전달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구체적으로 입학설명회 및 상담회, 대학진학 박람

회, 입학전형 결과 설명회 등의 설명회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였고, 입학상담센

터와 대학입학전형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전문성을 더하였다. 또한 ‘경북대학

교 전공 바로알기 책자’ 및 전형에 따른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입시정보 제공에 

노력을 기울였다. 세부적인 프로그램과 시기, 대상은 <표 Ⅳ-1-13>과 같다.

<표 Ⅳ-1-13> 입시정보 제공 노력

논술(AAT)전형의 입시정보 제공을 위하여 <표 Ⅳ-1-14>와 같이 학생들을 위

한 모의시험 등의 준비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표 Ⅳ-1-15>와 같이 논술 가

이드북을 제작ㆍ배포하였으며 논술대비 특강과 설명회를 개최하여 학생과 학부

모에게 적극적으로 입시정보를 제공하여, AAT 준비로 인해 발생하는 사교육 요

소를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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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합격한 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 220(49.8)

없다. 222(50.2)

합계 442

<표 Ⅳ-1-14> AAT 모의시험 기회 제공 노력

구 분 시행 일자 응시인원 응시 비용

모의시험 6. 6. 200
없음

대구박람회 모의시험 6. 14. 800

문제 및 해설 홈페이지 공지 7. 21.

<표 Ⅳ-1-15> 논술(AAT)전형을 위한 입시정보 제공

구 분 세부내용 및 시기

2016학년도 논술가이드북

제작·배포
2016학년도 논술 가이드북 제작, 홈페이지 공고: 7/31

논술대비 특강 및

설명회 제공

경남교육청 대학진학박람회 논술 특강관 운영: 7/11∼12

대구진학진로박람회 모의논술 특강 및 체험관 운영: 7/18∼19

2. 입학전형에 대한 인식 및 사교육 현황 조사

신입생 442명으로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표 Ⅳ-2-1>과 같이 절반가량이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Ⅳ-2-1> 사교육 경험 여부(신입생 대상)

구체적으로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

(AAT)전형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표 Ⅳ-2-2>와 같이 학생부종합전형의 합격

자 중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합격한 인원은 전체 응답자의 72.9%로 나타났

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전형요소인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를 위하여 사교육을 

받은 인원은 전체 응답자의 5.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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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논술(AAT)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
논술 준비 33(40.7)

수능 대비 15(18.5)

없다. 33(40.7)

합계 81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 3(5.1)

내신 및 수능 대비 13(22.0)

없다. 43(72.9)

합계 59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학생부종합 논술(AAT)

사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4(8.7) 4(12.9)

사교육을 통한 비용부담 14(30.4) 9(29.0)

사교육을 위한 시간 부족 3(6.5) 6(19.4)

학교의 교육과정만으로 충분 21(45.7) 10(32.3)

기타 4(8.7) 2(6.5)

합계 46 31

<표 Ⅳ-2-2> 사교육 경험 여부(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

이어 논술(AAT)전형의 경우, <표 Ⅳ-2-3>과 같이 합격자 중 사교육을 전혀 받

지 않고 합격한 인원 전체 응답자의 40.7%로 나타났다. 수능 대비의 경우 논술

(AAT)전형의 최저학력기준으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부종합전형의 전형

요소인 논술 준비를 위하여 사교육을 받은 인원은 전체 응답자의 40.7%로 볼 수 

있다.

<표 Ⅳ-2-3> 사교육 경험 여부(논술전형 합격자)

사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 <표 Ⅳ-2-4>와 같이 학생부종합전형

과 논술(AAT)전형 합격생 집단 모두 학교의 교육과정만으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Ⅳ-2-4> 사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학생부종합전형 및 논술전형 합격자)



- 68 -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1. 자기소개서 및 면접을 준비하기 위하여

어떤 유형의 사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룹과외 2(100)

합계 2

2. 자기소개서 및 면접을 준비하기 위한

사교육 비용은 월 평균 얼마였습니까?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2(100)

합계 2

3. 자기소개서 및 면접을 준비하기 위한

사교육 시간은 주당 얼마였습니까?

3시간 이내 2(100)

합계 2

4. 자기소개서 및 면접을 준비하기 위한

사교육 기간은 총 어느 정도입니까?

3개월 미만 1(50.0)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1(50.0)

합계 2

<표 Ⅳ-2-5> 자기소개서 및 면접 사교육 현황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1. 논술(AAT)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어떤 유형의 사교육을 받았습니까?

학원 30(90.9)

개인과외 1(3.0)

그룹과외 1(3.0)

인터넷 강의수강 1(3.0)

합계 33

2. 논술(AAT)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사교육 비용은 월 평균 얼마였습니까?

10만원 미만 0(0)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4(12.5)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7(21.9)

30만원-40만원 미만 4(12.5)

40만원 이상 17(53.1)

합계 32

3. 논술(AAT)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사교육 시간은 주당 얼마였습니까?

3시간 이내 5(15.2)

3시간 이상-5시간 이내 12(36.4)

<표 Ⅳ-2-6> 논술(AAT) 사교육 현황

자기소개서 및 면접 사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 <표 Ⅳ-2-5>와 같이 응답자 

전원인 2명 모두 그룹과외 형식으로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용은 

10만원에서 20만원 미만, 시간은 주당 3시간 이내로 나타났다. 준비한 사교육 

기간은 3개월 미만이 1명,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1명으로 나타났다.

논술(AAT) 사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 <표 Ⅳ-2-6>과 같이 응답자의 90.9%가 

학원을 통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용은 40만원 이상(53.1%)이 

가장 많았다. 시간은 주당 3시간 이상 5시간 이내(36.4%)가, 기간은 3개월 미만

(90.9%)이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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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이상-7시간 이내 6(18.2)

7시간 이상-10시간 이내 1(3.0)

10시간 이상 9(27.3)

합계 33

4. 논술(AAT)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사교육 기간은 총 어느 정도입니까?

3개월 미만 30(90.9)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2(6.1)

6개월 이상-1년 미만 1(3.0)

합계 33

신입생 398명을 대상으로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입학전형에 대한 설

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 Ⅳ-2-7>과 같이 논술(AAT)전형이 191명인 48%로 가

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는 정시전형이 128명인 32.1%로 나타났다.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경북대학교 입학을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전형은

무엇입니까?

학생부교과전형 54(13.6)

학생부종합전형 25(6.3)

논술(AAT)전형 191(48.0)

정시전형 128(32.1)

합계 398

<표 Ⅳ-2-7>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입학전형(신입생 대상)

위의 <표 Ⅳ-2-7>을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생과 논술(AAT)전형 합격생으로 구분

하여 응답을 분석한 결과, <표 Ⅳ-2-8>과 <표 Ⅳ-2-9>와 같이 나타났다.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경북대학교 입학을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전형은

무엇입니까?

학생부교과전형 7(12.1)

학생부종합전형 2(3.4)

논술(AAT)전형 32(55.2)

정시전형 17(29.3)

합계 58

<표 Ⅳ-2-8>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입학전형(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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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입학전형의 사교육 및 선행학습영향]

1) 수시전형

2016학년도 경북대학교 수시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

전형(AAT)이 가장 큰 축을 이루어 진행되었으며, 그 외 실기전형과 각 정원 

외 전형으로 선발하였다.

첫째,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하는 구조이며, 고등

학교 1학년에서 이수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도덕, 과학 6개 과목을 전 

모집단위에서 반영하였다. 2, 3학년에서 이수한 과목 성적은 인문사회계열은 

과학을 제외한 5개 과목을 반영하고, 자연계열은 사회와 도덕을 제외한 4개 

과목을 반영하며, 교차지원의 경우는 6개 과목을 모두 반영함으로써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한다. 2017학년도 전형 안에서는 교과 90%와 비교

과 10%로 평가하는 방식이어서 더욱 우수한 선발 방식으로 발전하는 듯하다. 

검정고시 출신자는 한국사를 포함한 7개 과목을 반영하며, 특히 몇몇 대학

이 학력인정 고등학교를 수시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주지 않는 데 반해, 

고등학교 졸업(2016년 2월 말 이전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여 문호를 넓

힌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수능 지정 응시 영역도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이 응시하여야 하는 영역을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경북대학교 입학을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전형은

무엇입니까?

학생부교과전형 12(15.0)

학생부종합전형 7(8.8)

논술(AAT)전형 20(25.0)

정시전형 41(51.3)

합계 80

<표 Ⅳ-2-9>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입학전형(논술전형 합격자)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생들은 사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전형으로 논

술(AAT)전형(55.2%)을 꼽았다. 추가적으로 학부모와 교사에게도 같은 문항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논술(AAT)전형을 사교육이 가장 필요한 전형으로 꼽았다. 

그러나 실제로 논술(AAT)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은 정시전형(55.1%)을 가장 사교

육이 필요한 전형으로 꼽았다. 이를 통하여, 실제 전형을 경험한 학생과 일반적

인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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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게 설정(인문사회 국어B, 자연 수학B)하여 입학 후 졸업으로 이어지는 

기본 학력도 충분히 검증함으로써 중도탈락률(특히 1학년 2학기 휴학, 자퇴 

등)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인다. 탐구 영역은 2

과목 응시, 1과목 등급 반영으로 하여 학생의 수험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는 의미가 있으나, 자칫 1과목을 버리고 나머지 1과목에만 매몰할 가능성이 

보이는데, 2017학년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선

발 결과 등을 면밀하게 시뮬레이션하여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

하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으로 유사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타교의 경우 최저학력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하여 - 인문(영어 포함 2개 합 4 또는 5), 자연(수학

(가) 포함 2개 합 5) - 최저학력 충족률이 낮은데 반해, 경북대학교는 상위 3

개 영역 합 7 또는 9 이내로 설정하고 특정한 과목에 대한 지정이 없으며, 등

급 합을 충족하는 데도 학과의 선호도와 위상에 비례하여 적절한 수준이다. 

예컨대 국어교육과의 경우 3개 등급 합 7 이내로 설정되어 있어 1등급 과목이 

하나 있다면 나머지 세 과목 중 두 과목이 (2, 4), (3, 3)으로도 충족할 수 

있으며, 2등급이 최고 등급일 경우라도 (2, 3)으로도 충족할 수 있어 대학수

학능력시험이 수시 교과전형 합격을 좌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세 과목 (1, 1, 5)도 가능하겠으나, 이런 조합은 극히 제한적인 사례에 지나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교과 반영 및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대해서

는 탐구과목 반영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결과를 검증

해 나가야할 것이다.

다만, 교과전형(지역인재)의 경우 후보자 결정에 있어 합격되지 않은 자 중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00%를 후보자로 선발하고, 후보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는 모두 불합격처리하는 합당한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둘째, 학생부종합전형은 가장 바람직한 고교 교육과정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선발 패턴이라고 교육부와 대교협이 비중을 두고 있는 전형이다. 경북대

의 경우 일반학생 의치예과와 지역인재전형을 제외하고는 최저학력기준을 적

용하지 않고 있으며, 거의 모든 전형에서 1단계(300%)는 서류평가(학생부, 자

소서, 추천서), 2단계(100%)는 1단계 성적(70%) + 면접 성적(30%)으로 선발하

는 방식이어서 평가의 안정성이 높다. 

다만,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안내를 함으로써 지원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추상적으로 표현한‘자기주도적 학업 역량, 진

로 개발 역량, 공동체 기여 역량’을 각각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산술평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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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수험생으로 득점으로 한다는 데 어떻게 반영되는지, 다수 다단계 평가

(공식적인 표현은 없지만)라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등에 대해 설명회 등에

서 구두로 전달할 것이 아니라, 전형 요강에서 문장으로 분명하게 표현해 줄 

필요가 있다. 후보자 결정에 있어 불합격 처리되지 않은 자 전원을 후보자로 

선발하는 것은 좋으며, 특히 사회기여자전형의 경우 6.18 자유상이자 및 그 

자녀(비록 그 숫자는 미미하고, 지원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에게까지 지

원자격을 부여하고, 단원고특별전형(비록 한 해만 적용)에 최대 인원을 할양

하는 등 모범적인 종합전형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논술전형(AAT)은 경쟁률이 가장 높은 전형으로, 학생부 위주 전형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대거 지원하는 전형이다. 사교육이나 선행학습

을 필요로 하는 지문이나 문제 유형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선발 방

법도 적절했다고 보인다. 논술(AAT) 성적을 80% 반영하고, 학생부 교과를 20%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2017학년도에는 (교과 10% + 비교과 1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고교교육 정상화에 더욱 기여하는 선발 방법이 

되고 있다. 선발 인원(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7학년도에도 

58명을 감축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경북대학교 수시전형은 매우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

으로 설계되어 지원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선발 절차도 비교적 분명

하게 안내되어 사교육이나 선행학습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인다.  

2) 정시전형

정시전형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213명을 선발하는 

경영학부(수시 133명, 정시 80명)를 제외한 모든 학과(부)에서 단과대학별로 

가군 또는 나군에서 수능 100%로 선발함으로써 역시 매우 단순한 구조이다. 

영역(과목)별 상대반영비율은 영어영역 점수를 20% 가산하고, 탐구 2과목은 

각각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국제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글

로벌 역량 및 고교교육의 정상화에도 기여하는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발 

인원은 2017학년도에 일반학생을 242명이나 적게 선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으

며, 감소한 인원은 전체 모집 인원 감소분(87명)과 학생부 위주 전형(교과 

111명, 종합 136명)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총 평]

경북대학교 입시는 매우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과거 너무 복잡한 

최저학력기준 설정이나 논술전형의 변별력 등이 문제가 된 적이 있지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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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전형은 물론 2017학년도 전형 안내에서도 평가 요소나 평가 방법에 관

해 한 번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

전형 설계는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실기, 논술(AAT), 수능전형으로 대별

되며, 지역인재, 고른 기회 전형을 정원 내에서 83명이나 선발하는 것도 돋보

인다. 다만 2017학년도에 학생부종합전형에서 136명을 더 선발하는 등 종합전

형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입학사정관의 확보 및 평가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통해 경북대학교 입학

사정관과 위촉사정관이 평가하고 선발했다면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꼭 줄 

수 있어야 한다.

경북대학교는 물론 거의 모든 대학들의 일반적인 수시:정시 선발 비율은 

2:1 정도로 정착될 듯하다. 이것은 전형자료의 평가 주체인 정부(수능), 대학

(논술, 면접 등), 고교(학생부)의 입장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분기점

으로 보기 때문이며, 수시전형에서 미 선발 인원이 정시로 이월될 수밖에 없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시에서 2/3 정도를 선발하는 전형안은 매우 타당하다

고 판단한다. 정시에서 전체 선발 인원의 1/3을 선발하는 형태로 운영하여 전

형요소의 간소화는 물론 학생들의 다양한 지원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측면이 

된다.

이와 함께 합격자들의 미등록 과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데, 대체적으로 정

시 합격자의 이탈률(미등록자는 물론 1학년 1학기 후 휴학, 자퇴를 포함한)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고 본다면, 2016학년도 선발 결과 및 2017학년도 선발 예

측을 통해 대학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선택한 학생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2016학년도 경북대학교 수시전형 및 정시전형은 선행학습과 사

교육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거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아니며, 전형 

구조나 대학별 고사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요소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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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2017학년도 경북대학교 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경북대학교는 최근 매년 사교육 및 선행학습요소를 배제한 입학전형 개선방안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이를 전형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대학입학전형자문위

원회와 자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개선노

력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실시한 2016학년도 입학전형의 사교육

영향평가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2017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6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0.2%가 입학한 전형을 준비함에 있어 사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

생부종합전형의 경우에는 72.9%의 신입생이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학생부종합전형은‘대입전형 사교육영향평가 매뉴얼’에 의거

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사교육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가장 안정적인 입학전

형으로 확인되었다. 논술(AAT)전형의 경우에도 합격자의 59.2%가 AAT 대비 사교

육을 받지 않고 논술(AAT)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형요소인 AAT

가 사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본교의 노력

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AAT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첫째, 논술문항의 고교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논술출제모형개발 연구위원회

를 운영하고, 문제검토위원으로 현직교사를 위촉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같

은 노력을 통하여 논술문항 검토 결과에서도 고교과정 내 출제원칙을 준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험생에게 AAT 모의시험 기회를 2회에 걸쳐 제공하였으며 논술 가이드

북을 제작ㆍ배포하였다. 또한 논술대비 특강 및 설명회를 시행하여 AAT 준비로 

인한 사교육영향을 줄이고 고교 교육과정과 본교의 프로그램만으로 충분히 대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논술(AAT)전형에 대한 인식에

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입학전형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8%가 논술(AAT)전형을 꼽았다. 그러나 실제로 논술(AAT)전형을 준비하고 합격

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같은 설문을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25%만이 논술(AAT)전

형이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응답하여 51.3%로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보였던 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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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과 인식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응답은 본교의 노력이 충분히 반영될 결

과라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함에 있어, 논

술(AAT)전형의 사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요인을 더욱 감소시키고 나아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논술(AAT)전형의 고교교육 연계를 위한 학생부 반영 강화 노력이 필요하

다. 논술(AAT)전형은 논술 80%, 학생부 20%의 비율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전형

요소 중 학생부의 반영 비중을 늘림으로써 고교교육과정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

습한 학생 선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논술(AAT)전형의 과학탐구 문항 수 조정 및 선택범위에 대한 재고가 필

요하다. 자연계열(자연계열Ⅰ, 자연계열Ⅱ)의 논술문항 구성은 총 6문항으로 수

학 2문항과 과학(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4문항으로 출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감소시킬 방안이 요구된다. 

앞으로도 경북대학교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지속적으로 참

여함으로써 수험생의 대입 준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학입학전형으로 개선

해 나갈 수 있다. 더불어 사교육 및 선행학습영향평가를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

함으로써 경북대학교 입학전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배제 혹은 방지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부록 1] 논술(AAT)전형 인문계열 기출문제

2016학년도 경북대학교 대학입학 수시모집

논술 인문계열 문제지
시  험  시  간 09:30 ~ 11:10 (100 분)

지 원 학 과 ( 부 )          학과(부, 전공) 감독위원 확인

수 험 번 호
㊞

성       명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수험생 유의 사항 >

1. 문제지 및 답안지에 지원학과(부, 전공),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반
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2.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6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안지는 2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답안지에 주어진 물음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괄호, 밑줄, 
표 안의 칸 또는 원고지의 범위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채
점 대상에서 제외함)

4.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5. 답안을 수정할 경우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여야 함
6.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

점 처리함

7.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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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자공이 여러 지역을 두루 여행하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채소밭에서 일하는 광경을 보았다. 노인은 물
을 대기 위해 도랑을 팠다. 그런 다음에 우물 속에 내
려가 물을 한 통 퍼서 도랑에 붓고 있었다. 그의 노고
에 비해 성과는 보잘 것 없었다. 

자공은 노인에게 “힘을 조금만 들이고도 하루에 
100여 개의 도랑에 물을 대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에 대해 듣고 싶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노
인은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그 방법이란 게 뭐
요?”라고 말했다. 자공은 “앞을 가볍게 하고 뒤를 무겁
게 한 나무 지렛대를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물을 
빨리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두레우물이라
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은 얼굴에 노기를 띠며 이렇게 
말했다. “나의 스승이 말씀하시기를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계처럼 일을 하게 된다고 했소. 기계
처럼 일하는 사람의 마음은 결국 기계처럼 됩니다. 그
리고 가슴 속에 기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간의 마
음을 잃습니다. 그 마음을 잃은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하는 일에 스스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영혼이 하는 
일에 확신을 갖지 못하면 감각도 정직하지 못하게 됩
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알고 싶지 않아요.”

(나) 1995년 봄, 미국의 원양 여객선 로얄 머제스티
호는 보스톤으로 항해하던 중이었다. 여객선에는 경로 
이탈을 막기 위해 GPS 신호를 이용한 각종 최첨단 자
동 항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다. 한 시간 정도 항
해를 할 무렵, GPS 케이블이 헐거워졌고 항해 시스템
은 방향을 잃었다. 시스템은 계속 측정값을 보내줬지
만 더 이상 정확하지 않았다. 30분 이상 여객선이 항
로를 이탈하는 동안 선장과 승무원은 전혀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통상적으로 위치를 알려주던 부표가 
보이지 않아 의아해 했으나, 선장과 승무원들은 자신
들이 미처 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여객선
은 좌초 후 침몰했고, 이 사고로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고 소중한 인명이 목숨을 잃었다.
......................................................................................
1-1. (가)에 드러나 있는 기술에 대한 자공과 노인, 
각각의 관점을 설명하시오. (100자 이내) (30점)

1-2. (가)와 (나)를 참고하여 자동화 기술이 확산되
어 가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태도를 
서술하시오.
(110자 이내) (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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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언어는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
다. 인간의 정신은 언어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기에 언어
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소산인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언어는 인간 내에 자리 잡고 있는 정신과 문화가 
함께 작용하는 대상인 동시에 이러한 상호 작용의 도
구가 되므로, 언어와 문화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이다. 그러므로 언어는 정신 활동의 소산인 문화를 담아내
는 중요한 그릇이다.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들이 살면서 이룩한 문화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기도 하고, 
세계에 대해 우리의 지각이 형성하는 문화 범주를 언어
를 통해 구축하기도 한다.

언어의 추상은 문화의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다. 사방이 바다로 되어 있어 어업을 주로 하며 살아가
는 팔라우 사람들의 언어에는 바다와 관련된 현상의 
많은 어휘가 섬세하게 발달하였다. 이는 현대 과학의 
눈으로도 잡아내지 못한 조수(潮水)의 차이까지 반영
할 만큼 그 수준이 높다고 한다. 또한 다양한 생물종과 
함께 사는 필리핀 하누누족의 말에는 주변 생물을 부
르는 명칭이 아주 세분되어 있다. 새의 종류를 75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말할 수 있으며, 뱀은 10여 가지, 물고
기는 60여 가지, 곤충은 100여 가지로 분류하는 말이 있
다. 그 가운데 개미 한 종류의 명칭만도 13가지나 된다
고 한다. 이처럼 언어는 인류 지식을 축적한 문화의 보
고(寶庫)라고 할 만하다. 

한편 언어는 세계에 대한 인식(認識)의 차이를 만
들어 내면서 문화를 재단(裁斷)하기도 한다. 무지개의 
빛깔을 세 가지로만 표현했던 라이베리아의 밧사족은 
무지개 빛깔을 세 가지로 인식했다. 과학적으로 살펴보
면 훨씬 더 많은 빛깔이 무지개에 내재되어 있겠지만, 
무지개 색깔을 구분하는 언어가 한정되어 있었기에 그
런 인식이 나타난 것이다. 아메리카 인디언 호피족은 
과거와 현재 사이를 명백하게 구분하는 말이 없기에, 
과거와 현재의 시제가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영
위한다. 이처럼 언어가 인식의 차이를 형성함으로써 문
화의 차이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문화는 그 언어를 통하여 이웃으로 전파될 뿐만 아
니라 다음 세대로까지 전승된다. 그런데 언어는 문화의 
추상이나 전파, 전승 과정에서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의 변화에 작용하는 원인은 언어적 원인, 
심리적 원인, 사회적 원인, 역사적 원인, 문화적 원인 
등이 있다. ⓐ언어적 원인은 언어가 다른 단어와 함께 
쓰이는 맥락에서 음운, 어휘, 문장 구조의 유사성이나 
인접성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는 경우이다. ⓑ심리적 
원인은 언어 사용에 있어서 화자의 심리적 특성이나 경
향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공포감이나 금기가 작용한 
완곡어법이나 감정적인 요인에 의한 비유적 표현이 이

에 해당한다. ⓒ사회적 원인은 서로 다른 사회적 집단 
간에 어휘가 차용될 때 사회의 구조와 계층, 취향 등이 
바뀌면서 의미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인데, 단어의 의미
가 특수화되거나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역사적 
원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어가 가리키는 지시물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보수성에 의해 단어는 
그대로 남아서 의미 변화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이다. ⓔ문화적 원인은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대
상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
다.

한편 새로운 말이 생겨나기도 한다. 새로운 사물이 
나타나거나 주변 문화가 변화하면서 신조어를 만들기 
때문이다. 학술 용어를 만들어 쓴다든가, 작가들이 그들
의 표현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말을 만들어 
쓰고, 언중(言衆)들도 필요에 따라 말을 만들어 쓰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언어가 새롭게 탄생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현상도 모두 문화와 관련성이 있다.
........................................................................................
2-1. 윗글에서 제시한 언어와 문화의 영향 관계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구분하여 설명하되,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의 내용을 요약하여 근거로 제시하시오. (200자 
이내) (45점)

2-2. 다음 대화의 ㉠과 ㉡은 언어의 의미가 변화하는 원
인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윗글의 ⓐ~ⓔ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각 10점, 총 20점)

갑 : ‘소쩍새’란 말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알고 있
니?

을 : 소쩍소쩍 우는 울음소리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
까?

갑 : ㉠그런데, 민간에서는 풍년이 들어 솥이 적다고 
우는 새라는 뜻으로 ‘솥 적은 새’에서 ‘소쩍
새’가 나왔다고도 해.

을 : 아하! 소쩍새가 많이 울면 풍년이 든 거구나. 그
럼 부모님을 더 잘 공양할 수 있겠네.

갑 : ‘공양’이란 말이 원래 어떤 말인지는 알고 있니?
을 : 글쎄, ‘연세가 많은 분을 잘 모신다’는 뜻에서 온 

것이 아닌가?
갑 : ㉡아니야. 원래 ‘공양’은 부처님께 음식을 바치는 

불교용어인데, 일반인들이 사용하면서 통상 
어른을 대접하는 일을 가리키게 된 거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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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서독을 가로막고 있던 베
를린장벽에서 근무했던 동독 국경수비대 대원 두 명이 
통일 후 살인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장벽을 넘어 서
(西) 베를린으로 가려는 동독 시민에게 자동연속 총격
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고, 이는 살인죄에 해당된
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
다. 먼저, 당시 동독 국경법은 국경을 넘는 월경(越境) 
행위를 저지할 것을 요구했고, 국경수비대 대원으로서
는 총격을 가하는 것 말고는 도주를 저지할 수 있는 효
과적인 수단이 없었다. 또한, 국경수비대 대원들은 동
독 국민이 적국의 영토로 넘어가는 것을 어떤 경우이
든 저지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 월경의 저지가 생
명의 보호보다 우선시 되었다. 아울러, ㉠월경 도주자
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하여 국경수
비대 대원이 동독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례가 없었고, 
이는 국경 수비를 위한 도주자 사살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정당한 행위였음을 뜻한다.

그러나 독일 연방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未畢的 故意)*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보았
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행위 당시의 동
독 법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도
주자의 다리 부분을 조준 사격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들은 자동연속 발사의 경우 첫 발이 발사된 후에는 총
구가 위로 들려 도주자의 몸통 부분을 향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살인을 금하는 동독 
형법에 반하는 것이었다.  

또한 법원은 월경 도주자의 사살 행위가 처벌 받지 
않았다는 것과 그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이었
는지의 여부는 별개라고 보았다. 정의와 인륜에 대한 
㉡‘중대한 위반’은 정당화될 수 없다. ‘중대한 위반’이
란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위반을 말
한다. 나치독재가 종식된 후 무고한 시민들의 집단학
살에 종사했던 자들의 처벌이 문제시 되었을 때, 지나
치게 불의한 법은 법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한다는 주장
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다. 물론 국경수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인명 손상과 나치시대의 대량학살은 많은 점
에서 다르지만, 그러한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국가
의 요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행위의 정당성
을 따질 때, 우리는 그 요구 내용이 ‘중대한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당시 동독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국제규약’으로 
칭함)에 가입해 있었다. 국제규약 제6조는 인류 보편
적 가치 중 하나인 생명권에 관한 것으로, 모든 인간
은 생명권이 있고 그 생명이 자의적으로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타인의 생명에 위해
(危害)가 되는 범죄를 저지하기 위한 것 이외의 목적
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자의적인 생명 박탈에 해

당한다. 월경 도주자의 사살은 설령 국가의 요구에 의
한 것이었다고 해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었다.
     
* 미필적 고의(未畢的 故意) :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적 상태. 
.......................................................................................

3-1. 피고인들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되는 이유를 찾아 쓰시오. (50자 이내) (25점)

3-2. 다음은 ㉠에 대한 반박문의 일부이다. ㉡의 ‘중대
한 위반’ 개념을 사용하여 반박문을 완성하시오. (200자 
이내) (40점)

과거에 처벌받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라
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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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윈스턴의 등 뒤에 있는 텔레스크린은 윈스턴이 
내는 아주 작은 소리도 낱낱이 포착한다. 더욱이 그
가 이 금속판의 감시 범위 안에 들어 있는 한, 그의 
일거일동은 다 보이고 들린다. 물론 언제 감시를 받
고 있는지 알 수는 없다. 국가에서 임명한 사상경찰
들은 텔레스크린을 통해 어쩌면 항상 모든 사람을 
감시하고 있을 수 있다. 아무튼 그들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감시의 선을 꽂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
은 자신이 내는 소리가 모두 도청당하고, 캄캄한 때 
외에는 동작 하나하나까지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
하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야만 했다.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이 선생이 저녁의 서늘한 틈을 타서 뜰에 나가 거닐다
가, 한 마리의 거미가 종횡으로 교묘하게 거미줄을 치는 것
을 보았다. 이 선생은 그것을 보고 거미에게 남의 것을 탐
내는 욕심이 있다고 여겨, 지팡이를 쳐들어서 그 거미줄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그때 거미줄 위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내 줄을 짜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하오.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내게 해독을 끼치는 게요?”

이 선생이 노하여 말하였다.
“거미줄을 설치하여 생명을 해치는 것은 벌레들의 적이

다. 나는 너를 제거하여 다른 벌레들에게 덕을 베풀겠다.”
그러자 그 자는 다시 껄껄 웃으면서 말하였다.
“아아! 어부가 그물을 설치하여 바다의 물고기가 걸려드

는 것을 두고, 어부가 포악한 짓을 한다고 하겠소? 사냥꾼이 
펼친 그물에 들짐승이 걸려 부엌 요리로 오르게 된다면, 사
냥꾼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겠소? 법무관이 내건 법령에 악
독한 자가 저촉되어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그걸 두고 법무
관의 잘못이라 하겠소? 만일 선생 말대로라면, 선생 같은 분
들이 어찌하여 복희(伏羲)*가 그물을 칠 때 간하여 말리지 
않았고, 백익(伯益)*이 산악을 불태울 때 막지 않았으며, 고
요(皐陶)*가 죄를 논할 때 잘못이라고 꾸짖지 않았단 말이
오? 그것과 이것이 뭐가 다르단 말이오?

더구나 선생은 내 그물에 걸려든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오? 나비는 방탕한 자라서 분단장을 해서 세상을 속이고, 
파리는 소인배라 옥같이 깨끗한 자도 그 놈 똥이 묻으면 참
소를 당하며, 매미는 제 울음이 좋다고 스스로 자랑하여 시
끄럽게 울어대오. 이들 무리들은 스스로 허물을 만들어 액
을 피할 수 없기에 내 그물에 걸려드는 게요. 나는 신선이 
아니기에 공밥을 먹을 수도 없는 일이오. 저들이 그물에 걸
린 것은 저들의 잘못이니, 내가 그물을 친 것이 어찌 잘못
이란 말이오? 그렇거늘 선생은 저들에게는 사랑을 베풀면서 
나에게만은 화를 내며 나를 훼방하면서 도리어 저들을 보호
한단 말이오?

또한 그대는 아무쪼록 내 그물에 걸려든 자들을 잘 보
고 삼가고 힘쓰도록 하시오. 스스로 이름을 팔지 말고, 재주
를 함부로 자랑하지 말며, 이익을 추구하다가 재앙을 부르
지 마시오. 똑똑한 체 하며 망령되게 굴지 말고, 남을 원망
하거나 시기하지 마시오. 땅을 잘 가려서 디딜 만한 곳인지
를 알아본 뒤 발을 내디디고, 때를 맞추어 갈 때 가고 올 
때 오도록 하시오. 세상에는 나보다 큰 거미가 있으니, 그 
거미줄은 내가 쳐 놓은 것보다 훨씬 더 크다오.”

이 선생이 그 말을 듣고 지팡이를 던져 버리고 세 번이
나 자빠질 정도로 허겁지겁 내달려 문간에 이르러 문에 자
물쇠를 채우고는 바닥을 굽어보면서 비로소 한숨을 쉬었다.

거미는 다시 나와서 종전처럼 그물을 치기 시작했다.

- 이옥, 「지주부(蜘蛛賦)」 

* 복희(伏羲) : 백성들에게 고기 잡고 목축하는 방법을 가르
친 전설 속의 왕.
* 백익(伯益) : 순(舜)임금 때 신하로, 치수(治水)로 공을 세
웠으며 불을 관장하여 산악을 태워 짐승들을 도망가게 함.

* 고요(皐陶) : 순(舜)임금 때 신하로, 법령을 관장함.

(나) 아직도 ⓑ나는 거미가 왜, 끈적한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지
이해 못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법이 불법(佛法)이고 불법(不
法)이다.
커브를 튼다, 택시들이, 자전거들이 거미줄을 타고
굴러간다, 교통순경은 눈에 안 띄는 곳에서 다 보고 있다.

등이 거미줄에 붙은 날벌레들, 허공 쪽으로 발을 내밀며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 구원을 미끼로 등 쳐먹는 자들에 대한
나의 구원(舊怨), 오늘은 또 누가 걸려들었나 보자, 처마 밑
에서
궁둥이가 큰 거미가, 거드름을 피우며 천천히 내려온다.

껑충 뛰듯이, 거미줄 전체를 한번 흔들어 보는,
큰 거미, 해가 거미줄을 녹일 듯이 뜨겁게 진다.
내일은 아마, 눈에 해 뜨지 않는 자들이 꽤 있을 거야,
어기적거리며, 궁둥이가 큰 거미가, 처마 밑으로 천천히 올라
간다.
                                                 

- 최승호, 「거미줄」 
.......................................................................................

4-1. 거미줄로 벌레를 잡아먹는 행위에 대해 (가)의 ‘ⓐ
나’와 (나)의 ‘ⓑ나’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어떤 평가를 
하는지를,  ‘행위 주체’와 ‘관찰자’라는 용어를 이용하여 
서술하시오.
(175자 이내) (35점)

4-2. 다음 <보기>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일
부이다. <보기>를 참조하여 (가)의 큰 거미가 치는 ‘거
미줄’이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 악용될 가능성을 서술
하시오.
(175자 이내) (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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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경제학에서는 효율성을 강조한다. 효율성은 자원이 
가치 있게 사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의 용어를 빌자면, 사회 구성원들
의 행복이나 만족의 총합이 가장 커지도록 자원이 사
용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아 효율성을 정의한 것이 ‘파레토 효
율성’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누군가의 이익을 줄이지 
않고는 다른 어느 누구의 이익도 늘릴 수 없는 상태’가 
가장 효율적인 상태이다. 왜냐하면 사회 구성원들의 이
익의 총합을 이 상태보다 더 크게 할 수는 없기 때문
이다. 그런데 누군가의 이익을 줄이지 않으면서 다른 
이의 이익을 늘리는 변화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 더 커
지게 하는 효율성의 증진으로서, ‘파레토 개선’이라 부
른다. 그렇다면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 
즉 효율성이 더 이상 증진될 여지가 없는 상태가 가장 
효율적인 상태인 것이다.

사회 구성원이 A와 B, 단 두 명인 상황을 예로 들
어 살펴보자. 다음 그림은 두 사람 사이에 이익이 분배
되는 여러 가지 상태 가운데 두 가지만을 예시한 것이
다. 그림에서 상태 1은 A나 B의 이익을 줄이지 않고도 
B나 A의 이익을 더 늘릴 수 있는 상태이므로 효율적이
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비해 상태 2는 다른 이의 이익
을 줄이지 않고는 A, B 누구의 이익도 늘릴 수 없는 
상태이므로 효율적인 상태이다. 따라서 효율성을 추구
한다는 것은 상태 1을 낳는 변화가 아니라 상태 2를 
낳는 변화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파레토 효율성의 
개념에 따르면, 이익이 얼마나 골고루 분배되는가를 가
리키는 형평성은 효율성과 무관한 개념이다.’라는 것도 
이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런데 효율성을 이렇게 정의할 경우에는 효율성의 
증진을 판단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뒤따른다. 세상에 누
구의 이익도 줄이지 않으면서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늘릴 수 있는 변화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예를 들어 
노예 해방은 노예로 살아야 하는 수많은 인간들의 이
익을 증진시킨 변화였지만, 적어도 소수의 노예주인들
에게는 이익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이다. 파
레토 효율성의 개념에 따르자면, 이러한 변화는 효율성
의 증진이나 사회적 개선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어떤 변화가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으로 경제학자들은 ‘칼도
-힉스 효율성’이라는 덜 엄격한 효율성 개념을 사용한
다. 이에 따르면, 어떤 변화로 인해 누군가에게 생겨난 
이익의 증가가 그 변화로 인해 다른 누군가에게 생겨
난 이익의 감소보다 크다면 효율성이 증진된다고 본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
하기 위해 금전적인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는 것은 바
로 이러한 효율성의 개념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나 칼도-힉스 효율성의 개념에 입각하여 금전
적인 이익을 따지는 방법도 효율성의 증진 여부를 판
단하는 기준으로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 이 개념에 따
르면, 예컨대 어느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1백만 
명의 이익을 99만 원씩 줄이더라도 가장 부유한 사람
의 이익을 1조 원 더 늘리는 변화는 효율성을 증진시
키는 개선으로 평가될 것이다. 하지만 ㉡이 변화가 반
드시 사회 구성원들의 만족의 총합을 증가시키는 결과
를 낳는다고 할 수는 없다.
.......................................................................................

5-1. 윗글을 바탕으로 ㉠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
시오. (125자 이내) (37점)

5-2. 다음은 ㉡과 같이 판단하는 이유를 서술한 것이
다. 빈칸 (가)~(라)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내용을 각
각 a, b 가운데에서 고르시오. (각 7점, 총 28점)

배고플 때 밥 한 술은 배부를 때 밥 한 술보다 더 
큰 만족을 준다. 한 사람만 놓고 볼 때, 금전적 이익의 
총액이 커질수록 그가 느끼는 만족의 총량은 커지지만, 
동일한 크기의 금전적 이익, 예컨대 1만 원의 증가로 
인해 추가되는 만족의 크기는 금전적 이익의 총액이 커
질수록 점점 (  가  )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부유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 동일한 크기의 금전적 
이익이 주는 만족이 (  나  )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들의 금전적인 이익의 총합이 (  다  ) 경우에도 
사회 구성원들의 만족의 총합은 (  라  ) 수 있다.

( 가 ) : a. 늘어날    b. 줄어들

( 나 ) : a. 더 클     b. 더 작을

( 다 ) : a. 늘어날    b. 줄어들

( 라 ) : a. 늘어날    b.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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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논증이란 어떤 문장(명제)을 토대로 새로운 문장
을 도출하는 정신적 과정을 의미한다. 이때 토대가 되
는 문장을 ‘전제’라고 하고 도출된 결과 문장을 ‘결론’
이라고 한다. 전제들이 결론을 지지하는 구조의 관점
에서 논증은 합류논증과 결합논증으로 구분된다. 합류
논증은 전제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결론을 지지하기 때
문에 하나의 전제만으로도 결론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러나 결합논증은 제시된 전제들이 반드시 함께 결합해
야만 결론을 제공하는 논증이다. 합류논증의 예를 들
면, 다음과 같다. (a)“사형제도는 범죄율을 낮추는 데 
효과가 없다.” 또한 (b)“사형제도 외에 범죄율을 낮추
는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c)“사형 제도
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 a ) , ( b )   
                         ↓
                        ( c )

결합논증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d)“비가 오면, 
철수는 결석한다.” (e)“철수가 출석했다.” 따라서 (f)
“비가 오지 않는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 d ) + ( e )  
                         ↓
                        ( f )

이처럼 논증구조를 표현할 경우, ‘↓’는 밑줄 위의 문
장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문장을 논리적으로 지지함을 
의미하고,  ‘,’는 합류를, ‘+’는 결합을 의미한다.
(나) 그런데 우리가 제공하는 논증이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다. 이처럼 논증이 타당하지 않을 때, 이를 ‘부당한 
논증’ 또는 간단히 ‘오류’라고 한다. 이러한 오류들 중에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오류를 ‘언어적 오
류’라고 한다. 대표적인 언어적 오류에는 ⓐ애매어의 오
류, ⓑ모호어의 오류, ⓒ강조어의 오류 등이 있다. 애매
어의 오류는 논증에 사용된 특정한 단어에 대해서 화자
와 청자가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는 데서 발생한다. 예
를 들면, 엄마가 아이에게 “말 좀 들어!”라고 했을 때, 
아이가 “토끼라면 모를까, 저는 말을 들 수 없어요.”라고 
대답하는 경우이다. 이런 차원에서 동일한 단어(기표)라
도 다양한 의미(기의)를 가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
호어의 오류는 논증에 사용된 특정한 언어가 지시하는 
외연, 즉 그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의 경계가 불명료한 
데서 발생한 오류이다. 예를 들어, “공부 잘하는 사람에
게 장학금을 준다.”는 문장이 있다고 하자. 이런 문장은 
모호어의 오류를 범한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어느 정도 
해야 ‘공부 잘 하는 사람’인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주
지 않기 때문이다. 강조어의 오류는 문장에서 특정한 단
어를 강조하는 데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이웃집 부인
과 싸우지 말라.”는 문장에서, ‘이웃집’을 강조하면, 옆 
동네 부인과는 싸워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부인’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 이웃집 아저씨와는 싸워
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6-1. (가)를 참고하여 <보기>의 내용을 아래의 
<논증구조>로 도식화하고자 한다. (a)와 (b)에는 
논리적 기호( , 또는 +)를, (1)~(4)에는 <보기>의 

문장 기호(㉠~㉤)를 쓰시오.
(각 5점, 총 30점)

<보 
기>

㉠많은 학생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한다. 사실 
㉡시내버스는 많은 경유지를 거치는 반면 지하철은 적
은 수의 역을 경유하기에 학교에 빨리 온다. 다른 한
편으로 ㉢시내버스는 교통 혼잡으로 도착 시간을 엄수
할 수 없지만, 지하철은 외부의 교통 사정에 상관없이 
엄격한 도착 시간을 지킨다. 그런데, ㉣2만 명이 넘는 
거대한 이동 인구를 갖고 있는 경북대학교를 경유하는 
지하철 노선이 없다. 따라서 ㉤경북대학교를 경유하는 
지하철 노선이 개통되어야 한다.

<논증구조
>

                ( ㉡ ) ( a ) ( 1 ) 
                    ↓
          
                   ( 2 ) ( b ) ( 3 )  
            
                         ↓ 
                        ( 4 )   

    

a (         )       b (          )

(1)          (2)          (3)          (4)       

6-2. 다음 <보기>는 (나)의 ⓐ~ⓒ 중에서 어떠한 
오류를 범하는지를 말하되 그 이유를 문제가 되는 단
어의 정의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이러한 오류를 피하
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175자 이내) (40점)

<보 
기>

어느 날 오후, 시골 노인정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먼저 할아버지가 말했다. 

“꿈이 없는 인생은 희망이 없다.”
할머니가 대꾸했다. 

  “영감, 의사 선생이 말하는데, 꿈이 많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해!”
할아버지가 다시 말했다.

  “아! 이 사람아! 꿈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하지, 아무 
꿈도 없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할머니가 다시 대꾸했다. 

  “꿈이 많으면 잠을 못자! 사람이 잠을 자야 다음 날 
일을 많이 하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꿈 이야기로 오후 내내 논쟁

을 했지만 계속 자기의 주장만을 반복할 뿐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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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논술(AAT)전형 자연계열Ⅰ 논술고사 기출문제

2016학년도 경북대학교 대학입학 수시모집

논술 자연계열 I 문제지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 제외)

시  험  시  간 15:30 ~ 17:10 (100 분)

지 원 학 과 ( 부 )          학과(부, 전공) 감독위원 확인

수 험 번 호 ㊞성       명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 수험생 유의 사항 >

※ 자연계열I 문제지와 자연계열I 답안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 제외)

1. 문제지 및 답안지에 지원학과(부, 전공),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반
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2.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6쪽(수학 2쪽,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각 1
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안지는 수학 1매, 선택과목 1매(각 2쪽)으로 구성되
어 있음

3. 과학영역(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에서 반드시 2개의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지의 해당란에 ● 표기하고 선택한 과목명을 기재하여야 함 

4. 답안지에 주어진 물음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테두리 안
에 답안을 작성할 것(테두리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5.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6. 답안을 수정할 경우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여야 함
7.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

점 처리함
8.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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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문제 1)

    이므로 (가)를 이용하여  를 구하면 

 









  

①
 ≠   

    

이다. 그러므로 






     ②  

이다. 한편   
  




  



     이므로 






     
  




  



 


 ③ 

 
  




  



  



이다. 따라서 


  




  



  

 

 


× ②

이다. 

[1]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자연수  과 실수  (            )에 대하여


  




  



  
  




  




 

  



  
  



 ⋯ 
  





   ⋯   ⋯ 

⋯  ⋯ 

 

이다. 특히    ( 는 실수)인 경우에


  




  



    ⋯   ⋯ 

⋯  ⋯ 

  
  



  
  



 ⋯ 
  





 
  




  




이다. 그러므로 


  




  



    ⋯   ⋯ 

이 성립한다. 

(나) 
함수  가 구간  에서 연속이고  ′   일 때, 






   

가 성립한다.

(다) 
 ≥       이고 

  



   일 때, 
  



의 최댓값

은  이다. 

..............................................................................................
※ 모든 물음에서 풀이과정을 반드시 기술하시오.

【1-1】
자연수  과 

  



   인 실수     에 대하여 함수 

    


  

  




  



   가

 




 ′       을 만족시킨다. 

(1) (가)와 (나)를 이용하여 자연수 의 값을 구하시오. (20
점)

(2) 함수  의 극댓값을 구하시오. (15점)

(3) 곡선    와  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
시오. (15점)

【1-2】
실수     에 대하여 함수 

  
  




  



      

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       이고 
  



  일 때, (가)와 (다)

를 이용하여 ′ 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20점)

(2)         일 때, 적분 






    를 이용하여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위의 과정에서 ①, ②, ③에 들어갈 알맞은 식 또는 값을 
구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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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문제 2)
[2]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수열    이 점화식           (단, 
≠   는 상수,      )을 만족할 때, 방정식 
    을 위 점화식의 보조방정식이라고 한다. 
보조방정식의 두 근을   라고 할 때, 수열 일반항  은
≠  이면     ,    이면 
   이다. 
(단,    는 상수이다.) 

(나)
가위바위보 게임:
가위, 바위, 보 중 하나를 골라서 낸다. 승패 규칙은 보는 
바위를 이기고, 바위는 가위를 이기고, 가위는 보를 이긴다. 
같은 것을 내면 비긴다. 

(다)
(i) 표본공간을 라 하자. 서로 배반인 사건들 
    이 ∪ ∪ ⋯ ∪  일 때, 
    을 의 분할이라고 한다. 이때, 임의의 사건 

가 일어날 확률 P는  P  
  

 P∩ 이다.

(ii) 조건부 확률은 어떤 사건  가 일어났을 때 사건 가 
일어날 확률을 의미하고, P로 나타내며, 
PP  P∩이다.

................................................................................................

※ 모든 물음에서 풀이과정을 반드시 기술하시오.

【2-1】 
(가)를 이용하여          ≥       을 
만족하는 수열의 일반항  이 아래와 같음을 보이시오. (20
점)

 

 

  


 

   




【2-2】  
성태는 만원을 가지고 있으며 세림은 만원을 가지고 있
다. 성태와 세림이가 반복해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며, 각 
게임 때마다 이긴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만원을 얻는다. 
세림이와 성태가 가위, 바위, 보를 각각 선택할 확률은 동일
하다고 가정하자.

(1)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번 할 때, 성태가 세림이를 이길 
확률, 비길 확률, 질 확률을 각각 계산하시오. (10점)

(2) 성태 또는 세림이가 만원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게임은 
끝난다. 성태가 만원을 가지게 되어 모든 게임이 종료될 
확률이 얼마인지를 알고자 한다.
성태가 만원을 가지고 있을 때 돈을 모두 잃기 전에 만
원에 도달할 확률을  이라 하자. 그러면,      임을 
알 수 있다. 
(나)와 (다)를 이용하여, 확률 
               사이의 점화식을 구하면, 

①  (10점)

이므로, 이 점화식의 보조방정식의 근은 

②  (10점)
 

이다. 따라서 (가)에 의하여,  은 

③     (5점)

이다. 성태가 만원을 가지고 이 게임을 시작하여 돈을 모두 
잃기 전에 만원에 도달하게 될 확률  는

④     (5점)

이다.
위의 빈칸 ①, ②, ③, ④에 맞는 식이나 값을 구하시오.

【2-3】
어떤 회사의 주식이 아래와 같은 확률로 매일 변한다고 하
자.

㉠ 오늘의 주가(=주식의 가격)가 만원일 때, 내일의 주가가 
만원이 될 확률은 이고, 만원이 될 확률도 이다.
㉡ 오늘의 주가가   만원일 때, 내일의 주가가 

(  )만원이 될 확률은 
 이고, (  )만원이 될 확률은 



 이다.

㉢ 오늘의 주가가  ≤   만원일 때, 내일의 주가가 

( )만원이 될 확률은 

 이고, (  )만원이 될 확률은 



 이다.

나은이는 오늘 이 회사의 주식을 만원에 구매하였다. 나은
이는 주가가 만원이나 만원이 되면 팔고자 한다. 주가가 
만원이 되어 팔기 전에 만원이 되어 팔 확률이 얼마인
지를 (가)와 (다)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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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축전기는 기본적으로 평행한 두 장의 금속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전기를 전원에 연결하면, 각 판에 (+)전하와 (-)전
하를 저장할 수 있다. 이 전하들에 의해 두 극판 사이에는 전
기장이 생성되어 전기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그림 1]과 
같이 축전기(C)와 저항(R)을 전원에 직렬로 연결하고 스위치
를 a 에 연결하면, 축전기의 아래 판에는 (-)전하가 쌓이고, 

윗 판에는 (+)전하가 쌓인다. 전하들은 축전기의 전압이 전

원의 전압 V 와 같아질 때까지 쌓인다. 충분히 충전된 후,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충전된 전하들은 충전 때와 반대 방

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저항을 통해 축전기의 전압이 0이 

될 때까지 방전된다.   

(나)
[그림 2]와 같이 전원, 코일, 축전기로 이루어진 회로에서 스
위치를 a 에 연결하여 축전기를 충분히 충전하였다. 전기용량 
C 인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V 가 되었을 때 축전기에 저장

된 전기에너지는   


   또는   





이다. 여기에
서 는 한 쪽 극판에 쌓인 전하량이다. 시간   에서 스위치
를 b 에 연결하면 축전기로부터 전하가 이동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
되어 자기에너지가 저장된다. 자체유도계수(또는 유도용량) L인 
코일에 전류  가 흐를 때 코일에 저장되는 자기에너지는 
  


 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기에너지는 자기에너

지로, 자기에너지는 전기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전류의 흐름에 진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의 진동수를 공진(또는 고유) 진동수라 하고 
 

 로 나타낸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

...............................................................................................
※ 모든 물음에서 풀이과정을 반드시 기술하시오.

【1-1】
(가)에 근거하여, 충전할 때와 방전할 때의 시간(t )에 대
한 축전기의 전하량( ) 및 회로에 흐르는 전류( )의 그래프
를 각각 그리시오. (단, 는 한 쪽 극판에 쌓인 전하량,  는 
축전기에 저장되는 최대 전하량, 는 회로에 흐르는 최대 
전류값을 의미한다. 전류의 경우 [그림 1]에서 시계 방향을 
(+), 시계 반대 방향을 (-)로 나타낸다.) (20점)

 
        <충전할 때>                  <방전할 때>

【1-2】
(나)를 참고하여 [그림 3]의 경우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한 
전류( ), 전기에너지( ) 및 자기에너지( ) 그래프를 각각 
그리시오. (단,  는 회로의 전류가 진동하는 주기, 는 한 
쪽 극판에 쌓인 전하량, 는 축전기에 저장되는 최대 전하
량,  는 회로에 흐르는 최대 전류값,  는 축전기에 저장되
는 최대 전기에너지, 는 코일에 저장되는 최대 자기에너지
를 의미한다. 전류의 경우 [그림 2]에서 시계 방향을 (+), 시계 
반대 방향을 (-)로 나타낸다.) (30점)











 









 

 





 





 



 

 





 







【1-3】
(1) [그림 2]와 같은 회로에 직류 V  전원, F(=
 ×   F)의 전기용량을 가지는 축전기, H의 자체유
도계수를 가지는 코일을 사용하였다. 스위치를 a 에 연결하여 
충분히 충전한 후에, 시간   에서 스위치를 b 로 연결했
다. (나)를 참고하여, 이 회로에서 전류가 진동하는 주기(T )
를 구하시오. (단, 회로의 저항은 무시하고 에너지가 회로에서 
전자기파로 방사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  ,  ≈ 으로 계산하자.) (20점)
(2) (1)에 주어진 회로에서   에서의 전기에너지를 계산하
고,   에서 자기에너지의 값은 얼마인지 에너지와 관
계된 물리 법칙을 사용하여 구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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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1]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수소 원자(H)의 원자가 전자는 1개이다. 2개의 수소 원자
가 결합할 때는 각 수소 원자에서 전자를 1개씩 내놓고 그 
전자쌍을 공유하여 단일 결합을 형성한다. 16족인 산소 원
자(O)는 원자가 전자가 6개이므로 2개의 전자를 얻으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여 안정해진다. 따라서 산소 원자는 다
른 산소 원자와 2개의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중 결
합을 형성한다. 이중 결합의 결합력은 단일 결합보다 강하
고 삼중 결합보다 약하다. H2O에서 2개의 수소 원자와 1
개의 산소 원자가 서로의 전자를 공유하면 산소 원자는 옥
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안정한 물 분자를 이루게 된다. 전
기 음성도는 H, C, N, O 순으로 커지며, H와 C의 전기 음
성도 차이는 비교적 작다. 물 분자에서 공유 전자쌍이 전
기 음성도가 더 큰 O 원자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물 
분자는 극성을 나타낸다. 극성 분자에서 부분적으로 양전
하를 띠는 원자는 전자를 얻기 쉽고,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는 원자는 전자를 잃기 쉽다. 수소 원자 4개와 탄소 원
자 1개가 결합하면 메테인(CH4) 분자가 된다. 메테인은 사
면체 구조를 가지므로 무극성 분자가 된다.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끼리 잘 섞이고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끼리 
잘 섞인다. 또한 물은 전기 분해를 통하여 수소 기체와 산
소 기체로 분해될 수 있다. 전기 분해할 때,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로써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된 공유 결합 물질은 전자가 관
여한 물질임을 알 수 있다.    

(나)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거나 전자를 잃는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 한다. 어떤 원소가 산소와 반응할 때 그 원소는 
전자를 내어 주어 산화된다. 전기 음성도가 상대적으로 큰 
원소와 결합하는 것도 산화 반응이다. 할로젠 원소의 전기 
음성도는 I, Br, Cl, F 순으로 커진다. 산소와의 결합이 끊
어지거나 전자를 얻는 반응을 환원 반응이라 한다. 공유 결
합 물질에서 전기 음성도 차이를 이용하여 산화-환원 반응
을 설명할 수 있다. 공유 결합 물질에서 공유 전자쌍이 전
기 음성도가 더 큰 원자로 완전히 이동했다고 가정할 때, 
각 원자가 갖는 전하수를 산화수라고 한다. 예를 들면, 물 
분자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2이고, 수소의 산화수는 +1이 
된다. 전기 음성도가 작은 금속 원자는 원자가 전자가 쉽게 
떨어져 나가므로 전자를 내놓고 양이온의 형태로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다. 알칼리 금속과 용매와의 반응성은 용매의 
극성이 커질수록 증가한다.  

(다) 
산과 염기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아레니우스는 물에 

녹았을 때 수소 이온(H+)을 내놓는 물질을 산으로, 수산화 

이온(OH-)을 내놓는 물질을 염기로 정의하였다. 브뢴스테

드-로우리는 산은 H+을 내놓는 물질이고, 염기는 H+을 받아

들이는 물질이라고 규정하였다. 루이스는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물질을 산,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물질을 염기라고 

규정하였다. 

...............................................................................................

※ 모든 물음에서 풀이과정을 반드시 기술하시오.

【1-1】
산소 분자와 질소 분자는 공기의 약 99%를 차지한다. 질소
는 15족 원소이다. 가장 안정한 상태의 산소 분자와 질소 
분자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내고, 산소 분자와 질소 
분자의 결합 세기를 (가)에 근거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30
점) 

【1-2】
소량의 NaI 수용액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NaI 몰수의 절반
에 해당하는 염소수(Cl2(aq))를 넣고 흔들어준다. 그리고 
시험관에 액체 사염화탄소(CCl4)를 넣어서 다시 흔들어 준 
다음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변화를 관찰하였다. 화학 반응식
을 완성하고, 물 층과 사염화탄소 층에서 일어나는 반응 또
는 현상을 (가)와 (나)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단, 염소수 
내의 염소(Cl2)는 분자 형태를 유지하고 증발은 없다고 가
정한다.) (30점)   

【1-3】
일정량의 금속 나트륨을 액체 메탄올(CH3OH)이 들어있는 
비커에 넣었더니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반응이 끝난 후 맑
은 용액이 되었다.

(1) 위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시오. (10점)

(2) 위 반응이 일어난 이유를 (가)와 (나)에 근거하여 설명
하시오. (15점)

(3) 수소 기체를 제외한 생성물 중 산에 해당하는 것을 찾
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다)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15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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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과학

[1]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진핵세포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 염색체를 쌍으로 갖
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세포를 이배체(2n) 세포라고 한다. 
DNA는 세포주기의 간기에 복제되어 분열기 동안에는 자매 
염색 분체 형태로 존재한다. 이배체의 생식 모세포는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을 통해서 반수체(n)인 생식 세포를 만
든다. 감수 분열 동안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면 생
식 세포의 염색체 수에 이상이 생긴다. 드물기는 하지만 
모든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지 않아서 사배체(4n)의 식물이 
생기기도 한다. 육종 학자들은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품종
을 개발한다.

(나)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을 쌍으로 갖는 순종 간에 교배가 일
어나면 잡종 1대에서 부모 중 한쪽의 형질만 나타난다. 이
때 표현되는 대립 형질을 우성, 그렇지 않은 것을 열성이
라고 한다. 이 잡종 1대를 자가 수분시켜 얻은 잡종 2대에
서는 우성 대립 형질과 열성 대립 형질을 나타내는 자손의 
비율이 약 3:1이다. 멘델은 이와 같은 결과를 해석하기 위
해서 우성과 열성 현상을 포함해서 분리의 법칙을 제안하
였다. 즉, 대립 유전인자는 쌍을 이루고 있고, 이 대립 유
전인자 쌍은 생식 세포가 만들어 질 때 분리되어 각각 다
른 세포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멘델의 분리의 법칙으로 유
전 현상이 잘 설명되는 이유는 대립 유전인자가 실제로 상
동 염색체에 존재하고, 이 상동 염색체 쌍이 감수 분열 동
안 각각의 생식 세포로 분리되기 때문이다

(다) 
하나의 염색체에는 많은 수의 유전자가 있다. 각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들은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은 하나의 연관군
을 이룬다. 연관군의 수는 생식 세포의 염색체 수와 같으
므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연관군은 23개이다. 생식 
세포가 만들어 질 때 연관 유전자들은 함께 행동하기 때문
에 멘델의 독립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연관 유
전자 간의 연관이 깨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것
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기 전에 염색체의 특정 위치에서 
교차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교차의 발생 빈도는 염색체 상
에서의 두 유전자 간의 거리에 비례한다. 이런 연관과 교
차의 특성 때문에 동일한 염색체에 있는 대부분의 유전 형
질은 함께 유전되지만, 어떤 유전 형질들은 독립적으로 유
전되는 경향이 있다.

...............................................................................................

.
※ 모든 물음에서 풀이과정을 반드시 기술하시오.

【1-1】
(1) 이배체인 생식 모세포의 감수 1분열이 끝나서 만들어
진 딸세포의 핵상은 n이 된다. 이어서 감수 2분열이 완료
되고 생식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들의 핵상도 여전히 n
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2) 하나의 생식 모세포로부터 만들어진 4개의 생식 세포 
중 2 개의 세포에서 염색체 수에 이상이 생겼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1-2】

육종 학자가 유전자 R과 r을 가진 이배체의 완두로부터 사
배체의 완두를 만들었다. 아래의 <자료>는 이 사배체 완두
에 대한 설명이다.  

<자료>

㉠ R은 완두 씨의 모양을 둥글게 하는 유전 형질, r은 주름지
게 하는 유전 형질이다.
㉡ R과 r의 유전은 멘델의 법칙을 따른다.
㉢ R은 r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 감수 분열 과정에서 상동 염색체가 4분 염색체를 형성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
㉤ 이배체와 사배체의 생식 세포가 가진 유전자형의 비는 서
로 다르다.  

(1) 사배체 완두가 만드는 생식 세포의 유전자형 종류와 
그 비를 구하고 (10점), 풀이 과정을 설명하시오 (10점).
(2) 사배체 완두에서 열린 완두콩의 유전자형 종류와 그 
비를 구하고 (5점), 풀이 과정을 설명하시오 (10점).
(3) 사배체 완두에서 열린 완두콩의 표현형 종류와 그 비
를 구하시오. (5점)

【1-3】
완두가 가진 유전 형질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AABBCCDD와 aabbccdd를 교배하여 잡종 1대를 얻었다. 
이 잡종 1대를 자가 수분시켜 자손 2대를 얻었다. 다음 표
는 자손 2대의 표현형과 개체수를 정리한 것이다. A, B, C, 
D는 a, b, c, d에 대해 각각 완전 우성이다.

표현형 개체수 표현형 개체수 표현형 개체수
A_B_ 1,050 A_C_ 1,408 A_D_ 1,541
A_bb 345 A_cc 0 A_dd 115
aaB_ 352 aaC_ 0 aaD_ 110
aabb 120 aacc 260 aadd 510

(1) A와 B의 연관성을 결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0점)
(2) 염색체 상에서의 A와 C, D 간의 상대적인 거리를 설명
하시오.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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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과학

[1]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케플러 우주 망원경은 행성이 항성 앞을 지나갈 때 일으키
는 식 현상을 관측함으로써 1,0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을 
발견하였다. 행성은 가시광선을 거의 내지 않으므로 [그림 
1]과 같이 행성이 관측자와 항성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 
항성의 밝기가 감소한다. 밝기 가  만큼 감소했을 때 
밝기 감소율 

 는 (행성의 면적)/(항성의 면적)으로 표현
할 수 있다. 구형 천체의 표면적이 (반지름)2 에 비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성의 크기가 클수록 항성의 밝기 변화 정
도가 커질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그림 1]
(나)

가장 널리 사용되는 외계 행성 탐색 방식은 별빛의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다. 별이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면 별
과 행성은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게 된다. 이때 별
은 지구로부터 주기적으로 멀어졌다 가까워지기 때문에 도
플러 효과에 의한 별빛의 파장 편이량이 나타난다. 따라서 
별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을 분석하면 외계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다)
[그림 2]와 같이 질량이 인 천체와  인 천체가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각각 원운동한다고 생각하자. 두 천체가 
질량 중심에서 각각  과   떨어진 거리에서 과  의 
속도로 원운동한다면 주기 는 케플러 제 3법칙으로부터 
∝ 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두 천체 사이의 거리 

는     이다. 공전 주기 는 두 천체의 공전 속도 

과  에 대해  

 와  

 의 관계를 만족한다. 

그러므로 질량 중심의 성질인 

  

 에서 

  

 의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두 천체가 질량 중
심을 중심으로 원운동할 때,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관측
할 수 있는 시선 속도 곡선이다. 도플러 효과 공식에 따르

면, 시선 속도와 분광선 파장과의 관계는 

    

 을 

만족한다. 여기에서 는 방출된 파장, 는 관측된 파장, 
 은 천체의 시선 속도, 는 빛의 속도이다. 

 
      

            

    [그림 2]
  

                 [그림 3]
..............................................................................................
※ 모든 물음에서 풀이과정을 반드시 기술하시오.

【1-1】
(가)에 근거하여 행성의 항성식으로 인한 밝기 감소율 


 를 항성의 반지름 와 행성의 반지름  를 포함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30점)

【1-2】
두 천체가 질량 차이가 상당한 ( ≫  ) 별과 행성이라고 
가정할 때, (다)에 근거하여 행성의 공전 속도 와 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 의 관계식을 유도하고 설명하시오. (30
점)

【1-3】
(가)와 (나)에 의하면 관측되는 항성의 밝기 감소율이 클
수록, 흡수선의 편이량이 클수록 외계 행성을 발견할 확률
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1) 항성의 밝기 감소율이 크게 나타날 조건을 (가)에 근
거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 흡수선의 편이량이 크게 나타날 조건을 (다)에 근거하
여 설명하시오.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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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논술(AAT)전형 자연계열Ⅱ 논술고사 기출문제

2016학년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논술 자연계열Ⅱ 문제지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

시  험  시  간 15:30 ~ 17:10 (100 분)

지 원 학 과 ( 부 )         학과(부, 전공) 감독위원 확인

수 험 번 호
㊞

성       명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 수험생 유의 사항 >

※ 자연계열Ⅱ 문제지와 자연계열Ⅱ 답안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

1. 문제지 및 답안지에 지원학과(부, 전공),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반
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2.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6쪽(수학 2쪽,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각 1
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안지는 수학 1매, 선택과목 1매(각 2쪽)으로 구성되
어 있음

3. 과학영역(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에서 반드시 2개의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지의 해당란에 ● 표기하고 선택한 과목명을 기재하여야 함 

4. 답안지에 주어진 물음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테두리 안
에 답안을 작성할 것(테두리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5.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6. 답안을 수정할 경우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여야 함
7.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

점 처리함
8.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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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문제 1)
[1]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영이 아닌 두 평면벡터        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다.

⋅ 
≤  

등호는 두 벡터  와  가 평행일 때만 성립한다. 
(단, ⋅    이고  

 
  )

(나)
(i) [그림 1]과 같이 구       이 원기둥 
           ≤  ≤ 에 내접하고 있다. 
구       위의 점 P   (단, ≠± 와 축 
위의 점   를 지나는 직선을 이라 하자. 직선 이 와 
만나는 두 점 가운데 P에 가까운 점을 Q라고 할 때, 점 Q를 
점 P의 원기둥  위로의 정사영이라고 한다. 







  

  

O

             [그림 1]

(ii) [그림 2]와 같이 좌표공간에서 점 R 에 대하여 점 R 의 
평면 위로의 정사영을 R′이라고 하자. 벡터 OR 와 벡터 
OR′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라고 할 때, 를 점 R 와 평
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한다.

R

R′
O









            [그림 17] 

..............................................................................................
※ 모든 물음에서 풀이과정을 반드시 기술하시오.

【1-1】
(1) 두 평면벡터      

 와 (가)를 이용하여 부
등식

  ≤     




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단,  ≠  ) (20점)
 

(2) (1)의 부등식에서 등호가 성립할 경우  와 의 관계식을 
  라고 할 때,   를 구하시오. (10점)

(3) (2)에서 구한    의 그래프 위의 두 점 A , 
B 을 지나는 직선을  이라 하자. 곡선     위의 
점 C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직선  의 기울기와 같을 때, 
∆ABC 의 넓이를 구하시오. (20점)

【1-2】
(1) 구       위의 점 P  를 원기둥  위로 
정사영시킨 점 Q의 좌표를 구하시오. (단, ≠±  (20점)
(2) 구     의  ≥   ≥ 인 부분과 평면의 
교점으로 이루어진 도형  가 있다. 도형   위의 점과 
평면과 이루는 각이  (라디안)보다 크거나 같고 



 (라디안)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라고 하자. 축을 

중심으로 도형 를  (라디안) 만큼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한 

도형  에 대하여,  가 부터 
 까지 움직이면서  가 

지나간 부분을 도형  라 하고 의 모든 점에 대한 원기둥  
위로의 정사영을  라 하자.  의 넓이를 구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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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문제 2)
[2]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수열    이 점화식           (단, 
≠   는 상수,      )을 만족할 때, 방정식 
    을 위 점화식의 보조방정식이라고 한다. 
보조방정식의 두 근을   라고 할 때, 수열 일반항  은
≠  이면     ,    이면 
   이다. 
(단,    는 상수이다.) 

(나)
가위바위보 게임:
가위, 바위, 보 중 하나를 골라서 낸다. 승패 규칙은 보는 
바위를 이기고, 바위는 가위를 이기고, 가위는 보를 이긴
다. 같은 것을 내면 비긴다. 

(다)
(i) 표본공간을 라 하자. 서로 배반인 사건들 
    이 ∪ ∪ ⋯ ∪  일 때, 
    을 의 분할이라고 한다. 이때, 임의의 사건 

가 일어날 확률 P는  P  
  

 P∩ 이다.

(ii) 조건부 확률은 어떤 사건  가 일어났을 때 사건 가 
일어날 확률을 의미하고, P로 나타내며, 
PP  P∩이다.

...............................................................................................
※ 모든 물음에서 풀이과정을 반드시 기술하시오.

【2-1】 
(가)를 이용하여          ≥       을 
만족하는 수열의 일반항  이 아래와 같음을 보이시오. 
(20점)

 

 

  


 

   




【2-2】  
성태는 만원을 가지고 있으며 세림은 만원을 가지고 있
다. 성태와 세림이가 반복해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며, 각 
게임 때마다 이긴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만원을 얻는다. 
세림이와 성태가 가위, 바위, 보를 각각 선택할 확률은 동일
하다고 가정하자.

(1)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번 할 때, 성태가 세림이를 이길 
확률, 비길 확률, 질 확률을 각각 계산하시오. (10점)

(2) 성태 또는 세림이가 만원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게임은 
끝난다. 성태가 만원을 가지게 되어 모든 게임이 종료될 
확률이 얼마인지를 알고자 한다.
성태가 만원을 가지고 있을 때 돈을 모두 잃기 전에 만
원에 도달할 확률을  이라 하자. 그러면,      임

을 알 수 있다. 
(나)와 (다)를 이용하여, 확률 
              사이의 점화식을 구하면, 

①  (10점)

이므로, 이 점화식의 보조방정식의 근은 

②  (10점)
 

이다. 따라서 (가)에 의하여,  은 

③    (5점)

이다. 성태가 만원을 가지고 이 게임을 시작하여 돈을 모두 
잃기 전에 만원에 도달하게 될 확률 는

④    (5점)

이다.
위의 빈칸 ①, ②, ③, ④에 맞는 식이나 값을 구하시오.

【2-3】
어떤 회사의 주식이 아래와 같은 확률로 매일 변한다고 하
자.

㉠ 오늘의 주가(=주식의 가격)가 만원일 때, 내일의 
주가가 만원이 될 확률은 이고, 만원이 될 
확률도 이다.
㉡ 오늘의 주가가   만원일 때, 내일의 주가가 

(  )만원이 될 확률은 

 이고, (  )만원이 될 

확률은 

 이다.

㉢ 오늘의 주가가  ≤   만원일 때, 내일의 

주가가 ( )만원이 될 확률은 

 이고, (   )만원이 

될 확률은 

 이다.

나은이는 오늘 이 회사의 주식을 만원에 구매하였다. 나은
이는 주가가 만원이나 만원이 되면 팔고자 한다. 주가
가 만원이 되어 팔기 전에 만원이 되어 팔 확률이 얼마
인지를 (가)와 (다)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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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1]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그림 1]과 같이 전원, 코일, 축전기로 이루어진 회로에서 스
위치를 a 에 연결하여 축전기를 충분히 충전하였다. 전기용량 
C 인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V 가 되었을 때 축전기에 저장
된 전기에너지는      또는    이다. 여기에
서  는 한 쪽 극판에 쌓인 전하량이다. 시간   에서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축전기로부터 전하가 이동하게 된다. 시간이 지
나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
되어 자기에너지가 저장된다. 자체유도계수(또는 유도용량) L인 
코일에 전류  가 흐를 때 코일에 저장되는 자기에너지는 
   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기에너지는 자기에너
지로, 자기에너지는 전기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전류의 흐름에 진동이 발생하게 되는
데, 이때의 진동수를 공진(또는 고유) 진동수라 하고  



나타낸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

(나)
RLC 회로는 공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회로이다. [그림 
3]은 교류전원에 저항(R), 코일(L), 축전기(C)를 직렬로 연
결한 RLC 회로이다. 교류전원은 시간에 따라 전류가 주기적
으로 변한다. 교류 회로에서는 저항 외에 축전기에 의한 용량 
리액턴스(   )와 코일의 유도 리액턴스(  )
도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RLC 회로에서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을 임피던스( )라고 한다. 는 교류전원의 최대 전압
이고, 는 교류전원의 진동수라면, RLC 회로의 최대 전류값은 

   

 



  

 


 이다. 전원 장치의 진동

수가 회로의 공진 진동수와 일치할 때 공명현상이 일어나면서 
회로에 가장 큰 전류가 흐른다.
직류회로에서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는데, 단위 시간 
동안 소모되는 전기에너지는 전력      로 표현된다. 
직류와 달리, 교류전원은 전압 및 전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소모되는 평균전력은    로 계산한다. 

(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류가 코일에 흐르면 코일에 생성된 자
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기전력이 발생하는데, 
이 현상을 자체유도라고 한다. 코일의 자체유도계수는 발생하
는 자기력선속이 클수록, 코일의 감은 수가 많을수록 커진다.  

...............................................................................................

※ 모든 물음에서 풀이과정을 반드시 기술하시오.

【1-1】
(가)를 참고하여 [그림 2]의 경우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한 
전류( ), 전기에너지( ) 및 자기에너지( ) 그래프를 각각 
그리시오. (단,  는 회로의 전류가 진동하는 주기, 는 한 
쪽 극판에 쌓인 전하량, 는 축전기에 저장되는 최대 전하
량, I0 는 회로에 흐르는 최대 전류값,  는 축전기에 저장되
는 최대 전기에너지,  는 코일에 저장되는 최대 자기에너지
를 의미한다. 전류의 경우 [그림 1]에서 시계 방향을 (+), 시계 
반대 방향을 (-)로 나타낸다.) (15점)











 









 

 





 





 



 

 





 







【1-2】
(1) [그림 1]과 같은 회로에 직류 V전원, F(=
 ×   F)의 전기용량을 가지는 축전기, H의 자체유
도계수를 가지는 코일을 사용하였다. 스위치를 a 에 연결하여 
충분히 충전한 후에, 시간   에서 스위치를 b로 연결했다. 
(가)를 참고하여, 이 회로에서 전류가 진동하는 주기(T)를 구
하시오. (단, 회로의 저항은 무시하고 에너지가 회로에서 전자
기파로 방사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  ,  ≈ 으로 계산하자.) (10점)
(2) (1)에 주어진 회로에서   에서의 전기에너지를 계산하
고,   에서 자기에너지의 값은 얼마인지 에너지와 관
계된 물리 법칙을 사용하여 구하시오. (30점)

【1-3】
[그림 3]과 같은 회로에  F(= ×   F)인 축전기(C), 
H인 코일(L), 저항(R )이  Ω 인 전구를 사용하였다. 교
류전원의 최대전압은 V이고, 의 값은  로 주어
졌다. 사용한 전구는 소비전력이 W  이상일 때부터 불이 
켜진다고 한다. (단, 저항을 제외한 회로 부품들에 대한 에너
지 손실은 무시한다.)

(1) (나)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구성된 RLC 회로의 최대 
전류값( )을 구하고, 그 때의 평균전력( )을 계산하시오. 계
산 결과를 바탕으로 전구에 불이 켜질 것인지 아닌지를 설명
하시오. (15점)
(2) 코일 내부로 강자성체인 철 막대를 서서히 넣어보니 
전구가 점점 밝아지다가 어떤 위치에서 최대 밝기에 도달하
였다. 이때  회로의 최대 전류값( )과 전구에서 소모되는 평
균전력( )을 구하고, 전구가 최대 밝기에 도달한 이유를 
(나)와 (다)에 제시된 자기력선속, 자체유도계수 및 공명을 이
용하여 설명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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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1]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수소 원자(H)의 원자가 전자는 1개이다. 2개의 수소 원자
가 결합할 때는 각 수소 원자에서 전자를 1개씩 내놓고 그 
전자쌍을 공유하여 단일 결합을 형성한다. 16족인 산소 원
자(O)는 원자가 전자가 6개이므로 2개의 전자를 얻으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여 안정해진다. 따라서 산소 원자는 다
른 산소 원자와 2개의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중 결
합을 형성한다. 이중 결합의 결합력은 단일 결합보다 강하
고 삼중 결합보다 약하다. H2O에서 2개의 수소 원자와 1
개의 산소 원자가 서로의 전자를 공유하면 산소 원자는 옥
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안정한 물 분자를 이루게 된다. 전
기 음성도는 H, C, N, O 순으로 커지며, H와 C의 전기 음
성도 차이는 비교적 작다. 물 분자에서 공유 전자쌍이 전
기 음성도가 더 큰 O 원자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물 
분자는 극성을 나타낸다. 극성 분자에서 부분적으로 양전
하를 띠는 원자는 전자를 얻기 쉽고,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는 원자는 전자를 잃기 쉽다. 수소 원자 4개와 탄소 원
자 1개가 결합하면 메테인(CH4) 분자가 된다. 메테인은 사
면체 구조를 가지므로 무극성 분자가 된다.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끼리 잘 섞이고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끼리 
잘 섞인다. 또한 물은 전기 분해를 통하여 수소 기체와 산
소 기체로 분해될 수 있다. 전기 분해할 때,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로써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된 공유 결합 물질은 전자가 관
여한 물질임을 알 수 있다.      

(나)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거나 전자를 잃는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 한다. 어떤 원소가 산소와 반응할 때 그 원소는 
전자를 내어 주어 산화된다. 전기 음성도가 상대적으로 큰 
원소와 결합하는 것도 산화 반응이다. 할로젠 원소의 전기 
음성도는 I, Br, Cl, F 순으로 커진다. 산소와의 결합이 끊
어지거나 전자를 얻는 반응을 환원 반응이라 한다. 공유 결
합 물질에서 전기 음성도 차이를 이용하여 산화-환원 반응
을 설명할 수 있다. 공유 결합 물질에서 공유 전자쌍이 전
기 음성도가 더 큰 원자로 완전히 이동했다고 가정할 때, 
각 원자가 갖는 전하수를 산화수라고 한다. 예를 들면, 물 
분자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2이고, 수소의 산화수는 +1이 
된다. 전기 음성도가 작은 금속 원자는 원자가 전자가 쉽게 
떨어져 나가므로 전자를 내놓고 양이온의 형태로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다. 알칼리 금속과 용매와의 반응성은 용매의 
극성이 커질수록 증가한다. 

(다) 
산과 염기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아레니우스는 물에 

녹았을 때 수소 이온(H+)을 내놓는 물질을 산으로, 수산화 

이온(OH-)을 내놓는 물질을 염기로 정의하였다. 브뢴스테

드-로우리는 산은 H+을 내놓는 물질이고, 염기는 H+을 받아

들이는 물질이라고 규정하였다. 루이스는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물질을 산,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물질을 염기라고 

규정하였다.  

..............................................................................................
※ 모든 물음에서 풀이과정을 반드시 기술하시오.

【1-1】
고온, 고압 상태에서 석탄 또는 코크스와 같은 천연 탄소 
자원과 물이 반응하면 수소와 일산화탄소가 생성된다. 가장 
안정한 상태의 일산화탄소 분자와 산소 분자를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나타내고, 일산화탄소 분자와 산소 분자의 결합 
세기를 (가)에 근거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단,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는 각각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20점)

【1-2】
소량의 NaI 수용액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NaI 몰수의 절반
에 해당하는 염소수(Cl2(aq))를 넣고 흔들어준다. 그리고 
시험관에 액체 사염화탄소(CCl4)를 넣어서 다시 흔들어 준 
다음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변화를 관찰하였다. 화학 반응식
을 완성하고, 물 층과 사염화탄소 층에서 일어나는 반응 또
는 현상을 (가)와 (나)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단, 염소수 
내의 염소(Cl2)는 분자 형태를 유지하고 증발은 없다고 가
정한다.) (30점)   

【1-3】
소량의 금속 나트륨을 물, 메탄올, 벤젠이 들어있는 비커에 
각각 넣었다. 물음에 답하시오.

(1) 각 비커에서의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시오. (10점)
(2) 각 비커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 이유 또는 일어나지 
않은 이유를 (가)와 (나)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10점)
(3) 반응이 일어난 경우, 기체를 제외한 생성물 중 산에 해
당하는 것을 찾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다)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15점) 
(4) 위의 세 용매의 금속 나트륨에 대한 반응성 크기를 비
교하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가)와 (나)에 근거하여 설
명하시오.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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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과학

[1]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진핵세포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 염색체를 쌍으로 갖
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세포를 이배체(2n) 세포라고 한다. 
DNA는 세포주기의 간기에 복제되어 분열기 동안에는 자매 
염색 분체 형태로 존재한다. 이배체의 생식 모세포는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을 통해서 반수체(n)인 생식 세포를 만
든다. 감수 분열 동안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면 생
식 세포의 염색체 수에 이상이 생긴다. 드물기는 하지만 
모든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지 않아서 사배체(4n)의 식물이 
생기기도 한다. 육종 학자들은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품종
을 개발한다.

(나)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을 쌍으로 갖는 순종 간에 교배가 일
어나면 잡종 1대에서 부모 중 한쪽의 형질만 나타난다. 이
때 표현되는 대립 형질을 우성, 그렇지 않은 것을 열성이
라고 한다. 이 잡종 1대를 자가 수분시켜 얻은 잡종 2대에
서는 우성 대립 형질과 열성 대립 형질을 나타내는 자손의 
비율이 약 3:1이다. 멘델은 이와 같은 결과를 해석하기 위
해서 우성과 열성 현상을 포함해서 분리의 법칙을 제안하
였다. 즉, 대립 유전인자는 쌍을 이루고 있고, 이 대립 유
전인자 쌍은 생식 세포가 만들어 질 때 분리되어 각각 다
른 세포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멘델의 분리의 법칙으로 유
전 현상이 잘 설명되는 이유는 대립 유전인자가 실제로 상
동 염색체에 존재하고, 이 상동 염색체 쌍이 감수 분열 동
안 각각의 생식 세포로 분리되기 때문이다

(다) 
하나의 염색체에는 많은 수의 유전자가 있다. 각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들은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은 하나의 연관군
을 이룬다. 연관군의 수는 생식 세포의 염색체 수와 같으
므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연관군은 23개이다. 생식 
세포가 만들어 질 때 연관 유전자들은 함께 행동하기 때문
에 멘델의 독립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연관 유
전자 간의 연관이 깨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것
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기 전에 염색체의 특정 위치에서 
교차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교차의 발생 빈도는 염색체 상
에서의 두 유전자 간의 거리에 비례한다. 이런 연관과 교
차의 특성 때문에 동일한 염색체에 있는 대부분의 유전 형
질은 함께 유전되지만, 어떤 유전 형질들은 독립적으로 유
전되는 경향이 있다.
............................................................................................
※ 모든 물음에서 풀이과정을 반드시 기술하시오.

【1-1】
(1) 이배체인 생식 모세포의 감수 1분열이 끝나서 만들어
진 딸세포의 핵상은 n이 된다. 이어서 감수 2분열이 완료
되고 생식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들의 핵상도 여전히 n
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2) 하나의 생식 모세포로부터 만들어진 4개의 생식 세포 
중 2 개의 세포에서 염색체 수에 이상이 생겼다. 그 이유
를 설명하시오. (10점)

 

【1-2】
다음 표는 여러 차례 실험하여 알게 된 유전형질 A~S 간
의 교차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는 교차가 일어났음을, -
는 일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단, 모든 경우에서 교차
가 한 번만 일어나고, 교차가 일어날 확률은 염색체의 모든 
위치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유전
형질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A - + - - - - - + - - + - - - + - - -
B - - - - - + - - - - - + - - - + + -
C + - - - - - - + - - + - - - + - - -
D - - - - - - - - - - - - + + - - - +
E - - - - - - + - + + - - - - - - - -
F - - - - - - - - - - - - + + - - - +
G - + - - - - - - - - - + - - - - + -
H - - - - + - - - + + - - - - - - - -

 
(1) 동일한 연관군에 속하는 유전 형질들을 결정하고 (10
점), 그 풀이 과정을 설명하시오 (10점).

(2) 동일한 연관군에서 가장 근접해 있는 유전 형질을 결
정하고 (10점),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1-3】
육종 학자가 유전자 R과 r을 가진 이배체의 완두로부터 사
배체의 완두를 만들었다. 아래의 <자료>는 이 사배체 완두
에 대한 설명이다.  

<자료>

㉠ R은 완두 씨의 모양을 둥글게 하는 유전 형질, r은 
주름지게 하는 유전 형질이다.
㉡ R과 r의 유전은 멘델의 법칙을 따른다.
㉢ R은 r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 감수 분열 과정에서 상동 염색체는 무작위로 4분 
염색체를 형성한다.
㉤ 이배체와 사배체의 생식 세포가 가진 유전자형의 비
는 서로 다르다.  

(1) 사배체 완두가 만드는 생식 세포의 유전자형 종류와 
그 비를 구하고 (10점), 풀이 과정을 설명하시오 (10점).
(2) 사배체 완두에서 열린 완두콩의 유전자형 종류와 그 
비를 구하고 (5점), 풀이 과정을 설명하시오 (10점).
(3) 사배체 완두에서 열린 완두콩의 표현형 종류와 그 비
를 구하시오.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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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과학

[1]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외계 행성 탐색 방식은 별빛의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다. 별이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면 별
과 행성은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게 된다. 이때 별
은 지구로부터 주기적으로 멀어졌다 가까워지기 때문에 도
플러 효과에 의한 별빛의 파장 편이량이 나타난다. 따라서 
별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을 분석하면 외계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나)
[그림 1]과 같이 질량이 인 천체와  인 천체가 질량 중
심을 중심으로 각각 원운동한다고 생각하자. 두 천체가 질량 
중심에서 각각 과   떨어진 거리에서  과  의 속도로 
원운동한다면 주기 는 케플러 제 3법칙으로부터 ∝ 임
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두 천체 사이의 거리 는 
    이다. 공전 주기 는 두 천체의 공전 속도 과 

에 대해  

 와  

 의 관계를 만족한다. 그

러므로 질량 중심의 성질인 

  

 에서 

  

 의 관계

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두 천체가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원운동할 때,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관측할 수 
있는 시선 속도 곡선이다. 도플러 효과 공식에 따르면, 시선 

속도와 분광선 파장과의 관계는 

    

 을 만족한다. 

여기에서  는 방출된 파장, 는 관측된 파장,  은 천체의 
시선 속도, 는 빛의 속도이다.  

             

[그림 1]
   

                 [그림 2]

(다)
행성은 가시광선을 거의 내지 않으므로 행성이 관측자와 항
성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 항성의 밝기가 감소한다. 행성이 
항성의 적도면을 통과하는 것으로 관측될 때 항성의 북극에
서 내려다 본 모양은 [그림 3]과 같다. 식 현상이 일어나 
밝기가 어두운 상태로 지속되는 시간  는 공전 주기가  라
면   × 

  로 구할 수 있다. 각도 는 행성의 공전 궤

도 반지름 에 반비례한다 (∝

 ). 

[그림 3]

...............................................................................................
※ 모든 물음에서 풀이과정을 반드시 기술하시오.

【1-1】
(가)에 의하면 관측되는 흡수선의 편이량이 클수록 외계 행
성을 발견할 확률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흡수선의 편이량
이 크게 나타날 조건을 (나)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30
점)

【1-2】
두 천체가 질량 차이가 상당한 ( ≫  ) 별과 행성이라고 
가정할 때, (나)에 근거하여 행성의 공전 속도  와 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 의 관계식을 유도하고 설명하시오. (30
점)

【1-3】
(1) 케플러 제 3법칙과 (다)에 근거하여 행성에 의한 항성
식이 지속되는 시간  와 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  사이의 
관계식을 유도하시오. (30점)
(2) 다른 항성 주변의 관측자가 태양을 관측하면서 지구에 의
한 식 현상과 목성에 의한 식 현상을 모두 관측하였다. (1)
의 결과를 이용하여 지구에 의한 식이 지속되는 시간( 지구)과 
목성에 의한 식이 지속되는 시간( 목성)을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더 길지 설명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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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면접고사 기출문제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문항번호 내용

1
별도 배부된 <소나기>(황순원)을 읽고, 그 소감을 천 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한글맞춤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2

다음은 학교문법에서 제시한 한국어의 9품사를 나열한 것이다. <소나기>에서 각 품

사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품사별로 두 개 이상을 나열하시오.

1) 명사  2) 대명사  3) 수사  4) 동사

5) 형용사  6) 관형사  7) 부사  8) 조사  9) 감탄사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문항번호 내용

1

※ Translate the following passage into Korean.

 The term 'intelligence' has traditionally been used to refer to performance 

on certain kinds of tests, especially IQ tests. These tests are often 

associated with success in school, and many people believe that IQ scores may 

be a good means of predicting success in learning a foreign language.

2

Read the following statement.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Write an essay in English within 300 words.

"Korean studants with high IQ scores will be successful in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문항번호 내용

1 아래 글을 우리말로 해석하시오.

2 별지 참조

3 별지 참조

『문제지』

문항 1 아래 글을 우리말로 해석하시오.

La France est plus grande que la Corée, mais elle est plus petite que les 

Etats-Unis. Elle est même moins grande que l'état de Texas. Sa population - plus 

de 60 millions d'habitants = est moins importante que celle de l'Angleterre 

avecune superficie de 550,000 ㎢(cinq cent cinquante mille kilométres carrés). La 

France se trouve à l'ouest 여 continent européen ; la Manche la sépare de 

l'Angleterre et à l'est elle borde l'Allemagne et les pays de l'Est. Et elle joue 

aujourd'hui un rôle essentiel au sein de UE. Il y a des gens qui croient encore 



que la France est un pays agricole, mais il ne faut pas oublier que c'est aussi un 

pays industriel.

문항 2

※ 조리된 음식을 열심히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른 바 ‘먹방’에 이어, 음식을 조리하

는 과정을 보여주는 ‘쿡방’이 난무하는 방송미디어의 무절제한 상호 표절이 유행하는 

현실에 즈음하여 출간된 소설가 김훈의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1)에서 발췌한 지문을 

읽고 일개 인스턴트 음식에 불과한 라면에 대한 작가의 일관된 시선이 무엇인지 밝히시

오.

“라면이 [우리나라에] 처음 나온 것은 1963년이다. 라면의 탄생은 수천 년 동안 이어

진 허기를 달래준, 식량사의 전환으로 꼽힌다. 라면의 등장은 1차 산업으로 식재료를 

증산하지 않더라도 대량 가공과 보관, 유통과 가격정책만으로도 식량난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고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라면시장은 위축되

지 않는다. 라면은 한국인의 정서적 토양에 착근되었다. 외환위기와 대량해고, 청년고

용 절벽, 내수침체의 시절에도 국내 라면시장은 더욱 번창했고 2013년에는 매출액 2조

를 넘어섰다.

맛은 화학적 실체라기보다는 정서적 현상이다. 맛은 우리가 그것을 입안에서 누리고 

있을 때만 유효한 현실이다. 그 외 모든 시간 속에서 그리움으로 변해서 사람들의 뼈

와 살과 정서의 깊은 곳에서 태아처럼 잠들지 않는다. 맛은 추억이나 결핍으로 존재한

다.

추위와 시장기는 서로를 충동질해서 결핍의 고통을 극대화한다. 추운 거리에서 혼자 

점심을 먹게 될 때는 아무래도 김밥보다는 라면을 선택하게 된다. 짙은 김 속에 얼굴

을 들이밀고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 콱 쏘는 조미료의 기운이 목구멍을 따라가며 전율

을 일으키고 추위에 꼬인 창자가 녹는다.

라면이나 짜장면은 장복을 하게 되면 인2)이 박힌다. 그 안쓰러운 것들을 한동안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지 않아도 공연히 먹고 싶어진다. 인은 혓바닥이나 정서 위에 찍힌 

문양과도 같다. 세상은 짜장면처럼 어둡고 퀴퀴하거나, 라면처럼 부박(浮薄)3)하리라

는 체념의 편안함이 마음의 깊은 곳을 쓰다듬는다.

1) 김훈, 『라면을 끓이며』, 문학동네, 2015.

2) 인 : 여러 번 되풀이하여 몸에 깊이 밴 버릇이나 습관

3) 부박 : 천박하고 경솔함



문항번호 내용

1
본 학과 입학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였으며 입학하게 된다면 대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졸업 후의 계획에 대하여 구술하기 바랍니다.

2 <별지>의 지시문을 읽고 그에 답하기 바랍니다.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문항번호 내용

1

다음을 읽고 우리말로 옮기시오.

1) Neueröffnung!

   Gute bayerische und internationable Küche.

   Täglich 11-22 Uhr.

   Auf Ihren Besuch freut sich Familie Brandstätter,

                - RESTAURANT gLASERHOF -

   GlaserstraßE 18

2) Fitness-Studio

            Outfit

   Öffnungszeiten:

   Mo bis Fr 9.30 bis 23.00 Uhr.

   Sa 9.00 bis 16.00 Uhr

   So 9.00 bis 12.30 Uhr

2

다음을 읽고 우리말로 옮기시오.

Brieffreunde aus aller Welt gesucht!

Chrestian. 25.

Meine Hobbys sind reisen, Fußball spielen, schwimmen, japanisch kochen, im 

Internet surfen.

Ski fahren. Ich habe einen Hund - Basti.

Meine Freundin heißt Susanne. Wir studieren beide in Lausanne.

Bitte schickt viele E-Mails on chrestian. wenzli@yahoo.ch

3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 설명하시오

4 독일 작가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작가와 그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시오.

인문대학 고고인류학과
문항번호 내용

1 고고학이란 어떤 학문이며, 유적, 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보시오.

2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한국문화의 장단점을 서술해 보시오.

인문대학 고고인류학과

<별지>

남풍이 때때로 불 제 고향을 생각하네

조상의 무덤은 평안한지 일곱 형제는 무사한지

구름을 보며 고향을 생각하고,

봄풀을 봐도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느 때인들 없을쏘냐

일가친척은 살아 있을까? 아니면 세상을 하직했을까?



문항번호 내용

1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성과 남성의 사유와 행위의 특성이 다르다고 말하곤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말하고 예를 들어 설명해보십시오.

동의한다면 성별적으로 사유와 행위의 특성이 구분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선천적/

후천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를 말하고 예를 들어 설명해보십시오.

2
현재 한국사회 또는 외국사회의 변화과정 중 가장 특이할 만한 현상을 하나의 사례

로 들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해 보시오.

3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한국인 부모로부터 태어나 그 곳에서 자라난 경우, 한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언어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민족정체성을 버리고 거

주국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현지적응의 결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어떤 요인들이 이런 적응

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논하여 보십시오.

고향산천에 대한 그리움이 끊어지는 날이 없구나

나라엔 불충하였고, 집에는 불행을 불러왔으니

세상의 제일 큰 죄인은 나 이외에 또 누가 있으랴

아마도 세상에 흉한 팔자는 나뿐인가 하노라

이 시는 사야카(沙也可)의 글을 모은 『모하당문집(慕夏堂文集)』에 실린 「남풍유감」이

라는 작품입니다. 이 시에서 고향(故鄕)에 대한 사야카의 그리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조

선(朝鮮)으로 귀순(歸順)하여 많은 공을 세우고 임금으로부터 조선인의 성(姓)을 받는 등 

공적(功績)을 인정(認定)받았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떨칠 수 없었던 사야카, 김충선

(金忠善)의 시(詩)에 대하여 평석(評釋)하기 바랍니다.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문항번호 내용

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의 정치적 의미를 설명하시오.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문항번호 내용

1 심리학이 어떤 학문인지 정의하고, 현대 심리학의 분야들을 아는 대로 들고 설명해보시오.

2
지금까지 읽었던 심리학 관련 도서를 모두 적고, 그 중 기억에 남는 도서는 무엇인지 

하나를 선택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문항번호 내용

1 자본주의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 해보시오.

2 현대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 이야기 해보시오.



문항번호 내용

1         일 때, lim
→


  




   

의 값을 구하시오.

2
수열 이 점화식         ,     으로 정의되어 있을 때, 

과 의 최대공약수를 구하시오.

3

이차 정사각행렬 A는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나)  


    
 

  


.

 
 

  


일 때,   
의 값은?

4

양수 에 대하여       가   에서 극소값을 가진다. 


 



  , 
 



  일 때, 
 



의 값을 

구하시오.

문항번호 내용

1

Cu/CuSO4(전지 A), Ag/AgNO3(cell B)로 이루어진 두 개의 반쪽전지가 있다. 아래 

그림에 각 전지에서 일어나는 반응, 전체 전지반응, (-)극, (+)극, 전자의 흐름을 

표시한 후, 전극 전위를 구하시오. 단, 각 용액의 농도는 1.00 M 임.

<표준환원전위>

Cu/Cu2+ : +0.34V, Ag/Ag+ : +0.79V

2

이산화탄소는 삼중점이 -56.5℃, 5.11기압이다. 온도와 압력에 대한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리시오.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의 고체로, 1 기압 

하에서 가열하면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기체가 된다. 그 이유를 상평형 그림에 

기초하여 설명하시오.

3

기체 상태의 원자에서 전자 1개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온화 에

너지라고 한다. 다음은 C, N, O의 이온화 에너지이다. 이온화 에너지가 이렇게 변

하는 이유를 원자의 전자 배치에 기초하여 설명하시오.

  C : 1086kJ/mole, N : 1402kJ/mole, O : 1314kJ/mole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문항번호 내용

1
매스미디어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스미디어가 미치는 다양한 

기능에 대해 설명하시오.

2 새롭게 등장하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특징을 말해보세요.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문항번호 내용

1

기후변화와 석유고갈로 인류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대체

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명과학이 대체에너지 개발에 어떻게 기

여할 수 있는지를 답하시오.

2

중심원리(Central Dogma)에 의하면 유전정보는 DNA에서 mRNA를 거쳐 protein으로 

전달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은 전사(transcript)와 번역(translation)으로 

여기에 관여하는 단백질(효소와 복합체 등)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 기능은 

무엇인지 아는 대로 설명하세요.

문항번호 내용

1

세계경제의 엔진으로 비유되는 중국은 최근에 공급과잉, 무역마찰, 고용 부진 

등으로 2015년 상반기 성장률이 7%로 하락하였다. 개혁개방을 추진한 1970년 후반 

이후 30년 넘게 연 10%의 고도성장을 달성한 것과 대비되어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경기침체를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기존에 투자의존형 경제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내수주도형 성장 전환을 정책적 방안으로 표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위안화의 절하를 통해서 국제시장에서 한국 기업들과 경쟁을 가

속화 시키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위안화 절하로 세계 수출이 증가할 경우 한국의 

중간재를 보급에 따른 대중수출로 국내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도 있다. 

중국 경제의 최근 변화조짐에 맞추어서 한국경제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수익성 개선과 경기회복 방안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힌트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세계화와 글로벌 가치사슬과 연관시켜서 논의하시오.)

2

공공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성격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용재와 명백

하게 구분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공공재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의할 수 있

지만, 이 두가지 기본성격을 갖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바로 공공재라고 이해해

도 된다.

공공재가 갖는 첫 번째 기본성격은 소비의 비경합성으로, 어떤 사람이 이것을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다

시 말해 모든 사람이 그 재화나 서비스에서 나오는 혜택을 다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성격이 바로 비경합성이다. 공공재가 갖는 두 번째 기본성격은 배제불가능

성이다. 사용재의 경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소비할 수 없다는 배

제의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된다.

1. 위의 설명을 읽고 공공재의 성격을 만족하는 예를 찾고, 그 사례가 공공재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공공재의 공급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는지 설명

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가급적 시장기능과 공공재의 성격을 연관시켜서 설

명할 것)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명공학전공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전공
문항번호 내용

1
1) 다윈의 자연선택설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2 세포분열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3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4 신경전달 과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문항번호 내용

1

고체 물질이 그림 (A)와 같이 규칙적으로 배열할 때 이를 ‘결정질’이라고 한다. 일

반적인 결정질 고체 물질은 완벽한 정렬을 이루지 않고 있으며, 내부에 다양한 결함

(imperfection)을 가지고 있다. 많은 재료들의 특성은 결함의 종류와 양에 의해 크게 

달라진다. 여러 결함의 종류 중 하나는 그림 (B)에 나타낸 것과 같은 원자 빈자리

(vacancy) 결함이다. 원자 빈자리 결함은 규칙적으로 배열된 원자 중 일부가 분실되

어 형성된다. 그림 (A)와 같은 완벽한 결정질에 존재하는 원자 수가   개일 때, 실

제 결정질 고체 내에는 원자 빈자리 수 가 온도 에 따라 다음 식과 같이 존재

한다고 한다.

   
    

이 식에서  는 한 개의 원자 빈자리 형성에 필요한 에너지이고, 는 상수이다.

문제) 어떠한 물질에서, 온도에 따른 원자 빈자리 수를 측정하였더니, 그래프 (C)와 

같은 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그래프의 점 A, B, C의 좌표는 (5, 75), (10, 50), (15, 

25) 이다. 이 때, 이 물질의   값을 아래 보기 중 고르시오. (주의: 세로축은 

log , 가로축은 임을 주의하시오)

① 0         ② 1         ③ 5         ④ 10         ⑤ 100

2

광선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들어갈 때 굴절 현상이 일어난다. 다음의 굴절에 관

련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굴절률은 주파수에 따라 변한다.

② 입사광, 반사광, 굴절광선은 모두 입사 평면에 있다.

③ 광선이 굴절률이 낮은 물질로 들어갈 때는 법선방향으로 굽는다.

④ 광선이 매질로 들어갈 때와 매질에서 나올 때는 다른 경로를 지나게 된다.

⑤광선의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면 전반사가 일어난다.

3

다음은 AC 화합물과 BC 화합물이 형성될 때 이온간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나타

낸 것이다.

 
    

  →  

 
    

  →  

경상대학 경영학부

문항번호 내용

1 경영학부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 글로벌시대의 기업경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1) A 와 B 의 이온화 에너지 크기를 비교하라

(2) AC 와 BC 의 녹는점을 비교하라

(3)  
 와  

이온의 반지름 차이를 계산하라

4

전기장 속의 한 점에 놓인 -10C°의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50N이면, 그 

점에서 전기장 세기는 몇 N/C 인가?

① 5        ② -5        ③ 40        ④ -40        ⑤ -60

문항번호 내용

1       
 ∞

∞


  

 를 구하시오.

2

질량이 10kg인 공을 10m의 높이에서 자유낙하 시킨다. 이 공이 표면에 도착할 때의 

속도를 구하시오. 단, 중력가속도는 
이고 공과 공기와의 저항은 없다고 가정

한다.

3 화학결합 중 이온결합, 금속결합, 공유결합에 관해 설명하시오.

문항번호 내용

1 지구 온난화의 원인, 피해 및 대책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2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녹조 현상은 미세조류 중 한 종류인 남조류에 의해 발생

하는 경우가 많다. 녹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조류를 제거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항번호 내용

1

최근 경북대학교 에너지공학부는 이산화탄소(CO2)와 물(H2O)에 햇빛을 비출 경우, 

포도당(C6H12O6)이 생성되는 광합성 촉매를 개발하였다.

공과대학 고분자공학과

공과대학 환경공학

공과대학 에너지공학부



1-1) 광합성 반응식을 적으시오 (15점)

1-2) 264g의 이산화탄소가 모두 포도당으로 전환될 경우, 생성된 포도당 무게는 

얼마인가? 다음 원자량을 참조하라.

  C: 12g/mol, H: 1g/mol, O: 16g/mol   (15점)

2

2-1) 키르히호프 전압 법칙(KVL), 전류 법칙(KCL)을 설명하시오.(15점)

2-2) 아래 회로에서 단자 A-B 에서의 합성 저항을 구하시오.(15점)

3
질량 1kg인 물체에 외력 2N과 마찰력 1N이 발생하고 있다.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가

속되어 5m/s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이동거리를 계산하시오.

문항번호 내용

1 우리나라 산림의 특징과 산림이 인간과 사회에 주는 혜택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 목재의 이용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기술하시오.

문항번호 내용

1
그림과 같이 얼음 덩어리의 일부가 물 밖으로 나온 상태로 정지해 있다.

1) 얼음이 물에 뜨는 현상과 2) 얼음의 일부만 물 위로 뜨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2
아래의 그림처럼 사다리꼴 형태의 단면에 물이 흐르고 있다. 사다리꼴 형태에서 물

이 차있는 부분의 면적과 AB, BC, CD의 길이의 총합을 구하시오.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문항번호 내용

1 주기율표에 대해 기술하시오.

2 광합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바이러스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 설명하시오.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부
문항번호 내용

1 생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물질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식품들의 종류를 들고 그 특성이 유사한 것들로 나

누어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조경학부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



문항번호 내용

1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가족이 노력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 설

명하시오.

2
유아 및 아동기에 요구되는 인성발달을 위해서 가정과 학교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

을지 설명하시오.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문항번호 내용

1
병원체가 체내에 들어올 때 반응하는 1차 방어작용과 2차 방어작용의 차이점 및 염

증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시오.

2
세포 수준에서 포도당 소비에 의한 에너지 생산 과정 각 단계의 개념과 기전을 기술

하시오.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문항번호 내용

1
 한류가 해외에 유행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시오.

2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친환경적인 의생활 실천방안을 서술

하시오.

생활과학대학 아동학부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문항번호 내용

1 열량 영양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에 속하는 당의 예를 각각 들어보시

오.

간호대학 간호학과
문항번호 내용

1 세포의 생명활동을 지원하는 소화, 순환, 호흡, 배설과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시오.

2
현대 우리나라 사회에서 발견되는 문화변동의 예를 제시하고 문화변동이 개인의 건

강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시오.



문항번호 내용

1

다음 물음에 답하되 풀이과정의 근거(관련법칙, 정리, 원리 등)를 제시하시오.

 원점 (0,0)이 중심인 반지름이 2인 원주 위를 움직이는 점  에 대하여 

  
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하시오.

   (1)   
을 하나의 변수로 나타내시오.

   (2)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하시오.

   (3) 답을 그림으로 표현하시오.

2

다음 물음에 답하되 풀이과정의 근거(관련법칙, 정리, 원리 등)를 제시하시오.

  0≦≦일 때 방정식 cos     의 해를 구하시오.

   (1) 양변을 제곱한 뒤 하나의 삼각함수로 나타내시오.

   (2) 해를 구하시오.

   (3) cos  와  를 그려서 답을 그림으로 표현하시오.

3

다음 물음에 답하되 풀이과정의 근거(관련법칙, 정리, 원리 등)를 제시하시오.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10kg, 30kg인 두 물체 A, B가 줄로 연결되어 있고, 두 

물체를 사람이 잡고 있다가 동시에 놓았다. (단, 줄의 질량 및 모든 마찰은 무시

하며, 중력가속도는 
이다.)

10kg
30kg

   (1) B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시오.

   (2)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를 구하시오.

   (3) 줄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를 구하시오.

   (4) 손을 놓은 후, 1초 뒤의 B의 속도를 구하시오.

4

다음 물음에 답하되 풀이과정의 근거(관련법칙, 정리, 원리 등)를 제시하시오.

  자동차가 30km/h의 속력으로 직선거리를 이동하였다가 60km/h의 속력으로 처음 

위치로 돌아왔다.

   (1) 평균속력을 구하시오.

   (2) 평균속도를 구하시오.

문항번호 내용

1 




  의 값은?

2
길이가 같은 구리관과 PVC(플라스틱)관 속으로 자석을 동시에 떨어뜨리면 구리관 

속의 자석이 늦게 떨어진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IT대학 전기공학과

IT대학 전자공학부



IT대학 컴퓨터학부
문항번호 내용

1

이차 정사학행렬 는 모든 성분의 합이 0이고,     를 

만족시킨다. 행렬   
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단, 는 단위행렬이다.)

2
길이가 10개인 0과 1만으로 이루어진 문자열에서 1의 개수가 5개인 경우의 수는 

몇 개인가? 예를 들어, 1000011011은 이중 하나의 경우이다.

3

세 개의 버튼이 있는 인형 뽑기 기계가 있다고 가정하자. 1,000원을 넣으면 기계

가 작동되는데, 세 버튼 중에 한 버튼만 2,700원 금액의 인형이 나오도록 되어 있

다. 10명이 뽑기 게임을 했다고 했을 때, 인형 뽑기 기계 주인은 확률적으로 얼마

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구하시오.

행정학부 행정학부
문항번호 내용

1

다음을 우리말로 번역하시오.

Government, from the earliest times at which it existed, has had two 

functions: one negative and one positive. Its negative function has been to 

prevent private violence, to protect life and property, to enact criminal law 

and secure its enforcement. But in addition to this it has had a positive 

purpose, namely, to facilitate the realization of desires deemed to be common 

to the great majority of citizens. The positive functions of government at 

most times have been mainly confined to war: if an enemy could be conquered 

and his territory acquired, everybody in the victorious nation profited in a 

greater or less degree.

2

다음을 우리말로 번역하시오.

Were it not for tongue, life would be monotonous. Silence is unnatural to 

man. He begins life with a cry and ends it in stillness. During that time he 

does all he can to make a noise in the world, and there are few things of 

which he is more afraid than of the absence of noise. Even his conversation 

is for the most part a serious attempt to prevent a dreadful silence.

3

현재 우리사회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소멸의 가능성

까지 거론되는 등 향후 사회 차원의 위험과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런 결혼·출산 기피현상에 대해 수험생 개인이 생각하는 원인과 대책을 약술하라.

생태환경대학 레저스포츠학과 

문항번호 내용

1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세요.

2 운동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세요.

3 체력에 대해 설명하세요.

4 스포츠맨쉽에 대해 설명하세요.



문항번호 내용

1

뉴턴의 제1법칙(관성의 법칙)은 “힘을 가하지 않는 한, 정지해 있는 물체는 정

지해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 이다. 그리고 뉴턴

의 제2법칙(가속도의 법칙)은 “물체에 기해지는 힘은 물체의 질량 및 가속도를 곱

한 것과 같다. F=ma” 이다.

다음은 힘의 작용에 대해 쓴 글이다. 옳으면 O, 옳지 않으면 X표 하시오.

(1) 정지해 있는 물체를 움직이려면 힘을 가해야 한다.                   ( )

(2) 물체가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힘을 계속 가해야 한다. ( )

(3) 물체의 운동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힘을 가해야 한다.              ( )

(4) 운동하는 물체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힘을 가해 주어야 한다.       ( )

2

다음은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에서 수행한 실험이

다. 질량이 다른 두 개의 공을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트릴 때 공기저항이 없는 경우, 어느 공이 먼저 

땅에 도달할지 밝히고, 그 이유를 뉴턴의 제 2법칙을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3

100 
m

1 0 
m/s 3 0 

°

100m높이의 빌딩에서 수평면을 기준으로 30도 각도

로 공을 던졌다. 처음 공의 속도는 10 m/s 이다. 이 

때, 공을 던졌을 때부터 지면에 충돌할 때 까지 소요

된 시간과, 그 때까지 수평이동거리가 얼마인지 구하

시오.

(중력가속도는  
로 가정한다.)

4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점 A를 중심으로 일정한 가속도록 회전하는 비행기를 가정해

보자. 이 때,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이 느끼는 힘은 어느 방향을 향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힘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A

생태환경대학 말/특수동물학과 
문항번호 내용

1 신장에서 물이 재흡수되는 양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설명해보시오.

2 반려동물이란 무엇이며, 어떤 것이 있는가?

3 세포분열 중 유사분열과 감수분열의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과학기술대학 정밀기계공학과



2-1. 입학한 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받은 사교육은 어떤 내용입니까?

① 내신 대비 ② 자기소개서 또는 면접 준비  ③ 논술(AAT) 준비  ④ 수능 대비

※ 사교육을 받은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2-2. 입학한 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어떤 유형의 사교육을 받았습니까?

① 학원     ② 개인과외    ③ 그룹 과외    ④ 인터넷 강의수강

2-3. 입학한 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사교육 비용은 월 평균 얼마였습니까?

① 10만원 미만          ② 10만원~20만원 미만    ③ 20만원~30만원 미만
④ 30만원~40만원 미만   ⑤ 40만원 이상    

[부록 5] 입학전형과 사교육에 대한 설문조사(신입생용)

입학전형과 사교육에 대한 설문조사(신입생용)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입학전형과 사교육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
니다.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유도하는 입학전형으로의 개선을 위하
여, 본교 입학전형의 학생 선발과정이 사교육 활동 증감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을 통하여 얻어진 정보는 사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및 전형 개선 이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대학교 사교육영향평가 연구팀

※ 사교육은 고교생들이 학교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

학원, 개인 및 그룹 과외, 방문 학습지, 인터넷 수강 등을 포함(방과 후 학교수업,

EBS 수강 및 교재구입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응답자 정보

1 성 별  ① 남  ② 여

2 소 속  (           )대학      (                )학과(학부)

3 거주지역  ① 대구 ② 경북 ③ 기타(        )

4 졸업한 고교 유형  ① 일반고 ② 특목고 ③ 자율고 ④ 특성화고 ⑤ 검정고시

5 입학한 전형 유형
[수시]  ① 학생부교과전형(내신) ② 학생부종합전형 ③ 논술(AAT)전형

[정시]  ① 일반전형
 

1. 입학한 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2-1번 이동) ② 없다.(⇨ 3번 이동)

 ■ 1번 문항에서 ‘①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해당



2-4. 입학한 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사교육 시간은 주당 얼마였습니까?

① 3시간 이내  ② 3시간~5시간 이내  ③ 5시간~7시간 이내 ④ 7시간~10시간 이내
⑤ 10시간 이상

2-5. 입학한 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사교육 기간은 총 어느 정도입니까?

① 3개월 미만     ② 3개월~6개월 미만   ③ 6개월~1년 미만   ④ 1년~2년 미만 
⑤ 2년~3년 미만   ⑥ 3년 내내

3. 사교육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가장 큰 이유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② 사교육을 통한 비용 부담   
③ 사교육을 위한 시간 부족                 ④ 학교의 교육과정만으로 충분 
⑤ 기타( )

 ■ 1번 문항에서 ‘②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해당

4. 입학한 전형이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입학한 전형을 준비함에 있어 사교육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입학한 전형의 도입취지와 목적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입학전형 자료로 요구되는 제출서류를 작성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이 부담된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입학전형에 대한 대학의 입시정보 제공과 홍보가 적절하였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경북대학교 입학전형은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 
학생을 선발한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경북대학교 입학을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전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형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 학생부교과전형(내신) ② 학생부종합전  ③ 논술(AAT)전형   ④ 정시 일반전형

※ 경북대학교 입학전형에서 사교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1. 귀하의 자녀가 사교육을 받은 경북대학교 입학전형 요소는 무엇입니까? (중복 체크 가능)

① 내신 대비 ② 자기소개서  ③ 면접 준비  ④ 논술(AAT) 준비   ⑤ 수능 대비

※ 사교육을 받은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록 6] 입학전형과 사교육에 대한 설문조사(학부모용)

입학전형과 사교육에 대한 설문조사(학부모용)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입학전형과 사교육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
니다.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유도하는 입학전형으로의 개선을 위하
여, 본교 입학전형의 학생 선발과정이 사교육 활동 증감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을 통하여 얻어진 정보는 사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및 전형 개선 이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대학교 사교육영향평가 연구팀

※ 사교육은 고교생들이 학교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

학원, 개인 및 그룹 과외, 방문 학습지, 인터넷 수강 등을 포함(방과 후 학교수업,

EBS 수강 및 교재구입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응답자 자녀정보

1 성 별  ① 남  ② 여

2 소 속  (           )대학      (                )학과(학부)

3 거주지역  ① 대구 ② 경북 ③ 기타(        )

4 졸업한 고교 유형  ① 일반고 ② 특목고 ③ 자율고 ④ 특성화고 ⑤ 검정고시

5 입학한 전형 유형
[수시]  ① 학생부교과전형(내신) ② 학생부종합전형 ③ 논술(AAT)전형

[정시]  ① 일반전형
 

■ 다음은 경북대학교 입학전형을 준비하기 위해 받은 사교육의 실태 조사 설문입니다.

1. 귀하의 자녀가 경북대학교 입학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2-1번 이동) ② 없다.(⇨ 3번 이동)

 ※ 1번 문항에서 ‘①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해당



2-2. 귀하의 자녀가 경북대학교 입학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받은 사교육을 해당 
전형별로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입학전형 ① 학원  ② 개인과외 ③ 그룹과외  
④ 인터넷
강의수강  

⑤ 기타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① ② ③ ④ ( )

학생부종합전형 ① ② ③ ④ ( )

논술(AAT)전형 ① ② ③ ④ ( )

정시 일반전형 ① ② ③ ④ ( )

2-3. 귀하의 자녀가 경북대학교 입학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받은 사교육 비용은 월 
평균 얼마였습니까? 해당 전형별로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입학전형 ① 15만원 
미만 

② 15만원
~30만원 미만  

③ 30만원
~45만원 미만  

④ 45만원
~60만원 미만  

⑤ 60만원 
이상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① ② ③ ④ ⑤

학생부종합전형 ① ② ③ ④ ⑤

논술(AAT)전형 ① ② ③ ④ ⑤

정시 일반전형 ① ② ③ ④ ⑤

2-4. 귀하의 자녀가 경북대학교 입학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받은 사교육 시간은 주당 
얼마였습니까? 해당 전형별로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입학전형 ① 3시간 
이내  

② 3시간
~5시간 이내

③ 5시간
~7시간 이내

④ 7시간
~10시간 이내

⑤ 10시간 
이상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① ② ③ ④ ⑤

학생부종합전형 ① ② ③ ④ ⑤

논술(AAT)전형 ① ② ③ ④ ⑤

정시 일반전형 ① ② ③ ④ ⑤

2-5. 귀하의 자녀가 경북대학교 입학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받은 사교육 기간은 총 
어느 정도입니까? 해당 전형별로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입학전형 ① 3개월 
미만 

② 3개월
~6개월 미만

③ 6개월
~1년 미만

④ 1년~2년 
미만

⑤ 2년~3년 
미만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① ② ③ ④ ⑤

학생부종합전형 ① ② ③ ④ ⑤

논술(AAT)전형 ① ② ③ ④ ⑤

정시 일반전형 ① ② ③ ④ ⑤



3.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가장 큰 이유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② 사교육을 통한 비용 부담   

③ 사교육을 위한 시간 부족                 ④ 학교의 교육과정만으로 충분  

⑤ 기타( )

 ※ 1번 문항에서 ‘②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해당

■ 다음은 경북대학교 입학전형과 사교육의 관계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입니다.

1. 귀하의 자녀가 준비한 경북대학교 입학전형이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전형별로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입학전형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① ② ③ ④ ⑤

학생부종합전형 ① ② ③ ④ ⑤

논술(AAT)전형 ① ② ③ ④ ⑤

정시 일반전형 ① ② ③ ④ ⑤

2. 귀하의 자녀가 준비한 경북대학교 입학전형의 경우, 사교육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전형별로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입학전형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① ② ③ ④ ⑤

학생부종합전형 ① ② ③ ④ ⑤

논 술 ( A A T ) 전
형 ① ② ③ ④ ⑤

정시 일반전형 ① ② ③ ④ ⑤

3. 귀하의 자녀가 준비한 경북대학교 입학전형의 도입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해당 전형별로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입학전형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① ② ③ ④ ⑤

학생부종합전형 ① ② ③ ④ ⑤

논술(AAT)전형 ① ② ③ ④ ⑤

정시 일반전형 ① ② ③ ④ ⑤



4. 경북대학교 입학전형 자료로 요구되는 제출서류를 작성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이 

부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일반전형별로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입학전형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① ② ③ ④ ⑤

학생부종합전형 ① ② ③ ④ ⑤

논술(AAT)전형 ① ② ③ ④ ⑤

정시 일반전형 ① ② ③ ④ ⑤

5. 입학전형에 대한 대학의 입시정보 제공과 홍보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경북대학교 입학전형은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 

학생을 선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경북대학교 입학을 위해 사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전형은 무엇입니까?

① 학생부교과전형    ② 학생부종합전형  ③ 논술(AAT)전형   ④ 정시 일반전형

※ 경북대학교 입학전형에서 사교육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 학생부교과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이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학생부교과전형의 반영방법과 비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1.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과정이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2. 사교육이 자기소개서 작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3.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이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부록 7] 입학전형과 사교육에 대한 설문조사(교사용)

입학전형과 사교육에 대한 설문조사(교사용)

안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입학전형과 사교육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

립니다.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유도하는 입학전형으로의 개선을 위
하여, 본교 입학전형의 학생 선발과정이 사교육 활동 증감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을 통하여 얻어진 정보는 사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및 전형 개선 이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대학교 사교육영향평가 연구팀

※ 사교육은 고교생들이 학교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

학원, 개인 및 그룹 과외, 방문 학습지, 인터넷 수강 등을 포함(방과 후 학교수업,

EBS 수강 및 교재구입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응답자 정보

1. 재직 소재지  ① 대구 ② 경북 ③ 기타(         )

2. 재직 학교유형  ① 일반고 ② 특목고 ③ 자율고 ④ 특성화고

3. 교직 경력  ① 10년 미만 ② 10년 이상-20년 미만 ③ 20년 이상

4. 진학지도 경력  ① 3년 미만 ② 3년 이상-6년 미만 ③ 6년 이상  

 ■ 다음은 경북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 교과 100% 반영)에 관한 설문입니다.

 ■ 다음은 경북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서류평가 70%, 면접 30% 반영)에 관한 설문입니다.



4-1.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2. 사교육이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3. 정시 일반전형의 반영방법과 비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4. 사교육이 면접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5. 학생부종합전형의 반영방법과 비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1. 논술(AAT)를 준비하는 과정이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2. 사교육이 논술(AAT)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3. 논술(AAT)전형의 반영방법과 비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다음은 경북대학교 논술(AAT)전형(학생부 교과 20%, 논술 80% 반영)에 

관한 설문입니다.

 ■ 다음은 경북대학교 정시 일반전형(수능 100%반영)에 관한 설문입니다.

5. 경북대학교 입학전형의 도입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경북대학교 입학전형에 대한 대학의 입시정보 제공과 홍보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경북대학교 입학전형 자료로 요구되는 제출서류를 작성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을 지도할 

시 부담을 느꼈습니까? 해당 전형별로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입학전형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① ② ③ ④ ⑤

학생부종합전형 ① ② ③ ④ ⑤

논술(AAT)전형 ① ② ③ ④ ⑤

정시 일반전형 ① ② ③ ④ ⑤

8. 경북대학교 입학전형은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 

학생을 선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경북대학교 입학을 위해 사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전형은 무엇입니까?

① 학생부교과전형     ② 학생부종합전형   ③ 논술(AAT)전형    ④ 정시 일반전형

※ 경북대학교 입학전형에서 사교육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합격한 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 220(49.8)

없다. 222(50.2)

합계 442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사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23(10.6)

사교육을 통한 비용부담 61(28.0)

사교육을 위한 시간 부족 17(7.8)

학교의 교육과정만으로 충분 94(43.1)

기타 23(10.5)

합계 218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논술(AAT)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
논술 준비 33(40.7) 33(40.7)

수능 대비 15(18.5)
48(59.3)

없다. 33(40.7)

합계 81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 3(5.1) 3(5.1)

내신 및 수능 대비 13(22.0)
56(94.1)

없다. 43(72.9)

합계 59

[부록 8] 입학전형과 사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분석

1. 사교육 경험에 대한 현황

가. 신입생

<표 1-가-1> 사교육 경험 여부

<표 1-가-2> 사교육 경험 여부(학생부종합전형)

<표 1-가-3> 사교육 경험 여부(논술전형)

<표 1-가-4> 사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1. 합격한 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받은

사교육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신 대비 50(22.6)

자기소개서 또는 면접 준비 2(1.0)

AAT 준비 45(20.4)

수능 대비 123(56.0)

합계 220

2. 합격한 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어떤

유형의 사교육을 받았습니까?

학원 128(58.2)

개인과외 27(12.2)

그룹과외 16(7.3)

인터넷 강의수강 49(22.3)

합계 220

3. 합격한 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사교육

비용은 월 평균 얼마였습니까?

10만원 미만 26(12.0)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37(17.0)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52(23.8)

30만원-40만원 미만 36(16.5)

40만원 이상 67(30.7)

합계 218

4. 합격한 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사교육

시간은 주당 얼마였습니까?

3시간 이내 43(19.6)

3시간 이상-5시간 이내 70(32.0)

5시간 이상-7시간 이내 37(16.9)

7시간 이상-10시간 이내 21(9.5)

10시간 이상 48(22.0)

합계 219

<표 1-가-7> 사교육 현황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사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4(8.7)

사교육을 통한 비용부담 14(30.4)

사교육을 위한 시간 부족 3(6.5)

학교의 교육과정만으로 충분 21(45.7)

기타 4(8.7)

합계 46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사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4(12.9)

사교육을 통한 비용부담 9(29.0)

사교육을 위한 시간 부족 6(19.4)

학교의 교육과정만으로 충분 10(32.3)

기타 2(6.5)

합계 31

<표 1-가-5> 사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학생부종합전형)

<표 1-가-6> 사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논술전형)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1. 자기소개서 및 면접을 준비하기

위하여 어떤 유형의 사교육을

받았습니까?

학원 0(0)

개인과외 0(0)

그룹과외 2(100)

인터넷 강의수강 0(0)

합계 2

2. 자기소개서 및 면접을 준비하기 위한

사교육 비용은 월 평균 얼마였습니까?

10만원 미만 0(0)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2(100)

합계 2

3. 자기소개서 및 면접을 준비하기 위한

사교육 시간은 주당 얼마였습니까?

3시간 이내 2(100)

3시간 이상-5시간 이내 0(0)

합계 2

4. 자기소개서 및 면접을 준비하기 위한

사교육 기간은 총 어느 정도입니까?

3개월 미만 1(50.0)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1(50.0)

합계 2

<표 1-가-8> 자기소개서 및 면접 사교육 현황

5. 합격한 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사교육

기간은 총 어느 정도입니까?

3개월 미만 58(26.5)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22(10.0)

6개월 이상-1년 미만 45(20.6)

1년 이상-2년 미만 40(18.3)

2년 이상-3년 미만 18(8.2)

3년 내내 36(16.4)

합계 219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1. 논술(AAT)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어떤 유형의 사교육을 받았습니까?

학원 30(90.9)

개인과외 1(3.0)

그룹과외 1(3.0)

인터넷 강의수강 1(3.0)

합계 33

2. 논술(AAT)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사교육 비용은 월 평균 얼마였습니까?

10만원 미만 0(0)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4(12.5)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7(21.9)

30만원-40만원 미만 4(12.5)

40만원 이상 17(53.1)

합계 32

<표 1-가-9> 논술(AAT) 사교육 현황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1. 귀하의 자녀가 사교육을 받은

경북대학교 입학전형 요소는

무엇입니까?

내신 대비 56(53.8)

자기소개서 준비 1(1.0)

면접 준비 3(2.9)

AAT 준비 9(8.7)

수능 대비 35(33.7)

합계 104

2. 귀하의 자녀가 경북대학교

입학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어떤

유형의 사교육을 받았습니까?

학원 82(46.6)

개인과외 40(22.7)

그룹과외 13(7.4)

인터넷 강의수강 41(23.3)

기타 0(0)

합계 176

<표 1-나-3> 사교육 현황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귀하의 자녀가 경북대학교 입학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 67(59.3)

없다. 46(40.7)

합계 113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사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2(5.6)

사교육을 통한 비용부담 5(13.9)

사교육을 위한 시간 부족 10(27.8)

학교의 교육과정만으로 충분 7(19.4)

기타 12(33.3)

합계 36

3. 논술(AAT)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사교육 시간은 주당 얼마였습니까?

3시간 이내 5(15.2)

3시간 이상-5시간 이내 12(36.4)

5시간 이상-7시간 이내 6(18.2)

7시간 이상-10시간 이내 1(3.0)

10시간 이상 9(27.3)

합계 33

4. 논술(AAT)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사교육 기간은 총 어느 정도입니까?

3개월 미만 30(90.9)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2(6.1)

6개월 이상-1년 미만 1(3.0)

합계 33

나. 학부모

<표 1-나-1> 사교육 경험 여부

<표 1-나-2> 사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정시전형

1. 합격한 전형이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8(17.3) 32(27.4) 6(4.6) 12(14.8)

그렇지 않다. 23(22.1) 39(33.3) 25(19.2) 14(17.3)

보통이다. 36(34.6) 25(21.4) 50(38.5) 18(22.2)

그렇다. 20(19.2) 17(14.5) 33(25.4) 23(28.4)

매우 그렇다. 7(6.7) 4(3.4) 16(12.3) 14(17.3)

합계 104 117 130 81

2. 합격한 전형을

준비함에 있어

사교육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9(8.7) 21(17.9) 12(9.2) 4(4.9)

그렇지 않다. 12(11.5) 28(23.9) 15(11.5) 5(6.2)

보통이다. 30(28.8) 41(35.0) 42(32.3) 22(27.2)

그렇다. 47(45.2) 24(20.5) 48(36.9) 31(38.3)

매우 그렇다. 6(5.8) 3(2.6) 13(10.0) 19(23.5)

합계 104 117 130 81

3. 합격한 전형의

도입취지와 목적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4(3.8) 1(0.9) 1(0.8) 3(3.8)

그렇지 않다. 3(2.9) 4(3.4) 8(6.2) 7(8.9)

보통이다. 49(47.1) 23(19.7) 43(33.1) 32(40.5)

그렇다. 41(39.4) 66(56.4) 64(49.2) 30(38.0)

매우 그렇다. 7(6.7) 23(19.7) 14(10.8) 7(8.9)

합계 104 117 130 79

<표 2-가-1> 사교육 유발요인에 대한 인식

3. 귀하의 자녀가 경북대학교

입학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받은

사교육 비용은 월 평균

얼마였습니까?

15만원 미만 7(6.3)

15만원 이상-30만원 미만 16(14.4)

30만원 이상-45만원 미만 22(19.8)

45만원-60만원 미만 33(29.7)

60만원 이상 33(29.7)

합계 111

4. 귀하의 자녀가 경북대학교

입학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사교육

시간은 주당 얼마였습니까?

3시간 이내 17(15.6)

3시간 이상-5시간 이내 31(28.4)

5시간 이상-7시간 이내 29(26.6)

7시간 이상-10시간 이내 17(15.6)

10시간 이상 15(13.8)

합계 109

5. 귀하의 자녀가 경북대학교

입학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받은

사교육 기간은 총 어느 정도입니까?

3개월 미만 3(2.7)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9(8.2)

6개월 이상-1년 미만 10(9.1)

1년 이상-2년 미만 36(32.7)

2년 이상-3년 미만 52(47.3)

합계 110

2. 사교육 유발요인에 관한 인식

가. 신입생



4. 입학전형

자료로 요구되는

제출서류를

작성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이

부담된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25(24) 15(12.8) 50(38.5) 19(23.5)

그렇지 않다. 46(44.2) 33(28.2) 45(34.6) 30(37.0)

보통이다. 22(21.2) 40(34.2) 24(18.5) 24(29.6)

그렇다. 8(7.7) 24(20.5) 8(6.2) 5(6.2)

매우 그렇다. 3(2.9) 5(4.3) 3(2.3) 3(3.7)

합계 104 117 130 81

5. 입학전형에

대한 대학의

입시정보 제공과

홍보가

적절하였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1.0) 0(0) 2(1.5) 5(6.2)

그렇지 않다. 10(9.6) 12(10.3) 13(10.0) 4(4.9)

보통이다. 49(47.1) 32(27.4) 35(26.9) 44(54.3)

그렇다. 37(35.6) 53(45.3) 60(46.2) 24(29.6)

매우 그렇다. 7(6.7) 20(17.1) 20(15.4) 4(4.9)

합계 104 117 130 81

6. 경북대학교

입학전형은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

학생을 선발한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4(3.8) 2(1.7) 3(2.3) 6(7.4)

그렇지 않다. 5(4.8) 3(2.6) 5(3.8) 13(16)

보통이다. 35(33.7) 14(12.0) 33(25.4) 27(33.3)

그렇다. 45(43.3) 71(60.7) 67(51.5) 29(35.8)

매우 그렇다. 15(14.4) 27(23.1) 22(16.9) 6(7.4)

합계 104 117 130 81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경북대학교 입학을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전형은

무엇입니까?

학생부교과전형 54(13.6)

학생부종합전형 25(6.3)

논술(AAT)전형 191(48.0)

정시전형 128(32.1)

합계 398

<표 2-가-2>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입학전형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경북대학교 입학을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전형은

무엇입니까?

학생부교과전형 7(12.1)

학생부종합전형 2(3.4)

논술(AAT)전형 32(55.2)

정시전형 17(29.3)

합계 58

<표 2-가-2>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입학전형(학생부종합전형 합격생)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

전형

정시

일반전형

1. 귀하의 자녀가

준비한 입학전형이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4(5.5) 3(3.7) 1(1.4) 3(4.5)

그렇지 않다. 15(20.5) 16(19.5) 7(10.1) 13(19.4)

보통이다. 16(21.9) 28(34.1) 19(10.1) 19(28.4)

그렇다. 32(43.8) 27(32.9) 23(52.2) 23(34.3)

매우 그렇다. 6(8.2) 8(9.8) 9(26.1) 9(13.4)

합계 73 82 59 67

2. 귀하의 자녀가

준비한 입학전형의

경우, 사교육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2(2.8) 1(1.3) 1(1.4) 2(2.9)

그렇지 않다. 11(15.3) 15(18.8) 4(5.8) 8(11.8)

보통이다. 16(22.2) 26(32.5) 16(23.2) 20(29.4)

그렇다. 35(48.6) 28(35.0) 34(49.3) 28(41.2)

매우 그렇다. 8(11.1) 10(12.5) 14(20.3) 10(14.7)

합계 72 80 69 68

3. 귀하의 자녀가

준비한 전형의

도입취지와 목적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2(2.7) 1(1.2) 0(0) 0(0)

그렇지 않다. 3(4.1) 5(6.1) 7(10.1) 4(5.6)

보통이다. 28(37.8) 30(36.6) 26(37.7) 22(31.0)

그렇다. 37(50.0) 37(45.1) 29(42.0) 37(52.1)

매우 그렇다. 4(5.4) 9(11.0) 7(10.1) 8(11.3)

합계 74 82 69 71

4. 입학전형 자료로

요구되는

제출서류를

작성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이

부담된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3(4.3) 3(3.6) 3(4.3) 4(5.8)

그렇지 않다. 15(21.7) 13(15.7) 10(14.5) 16(23.2)

보통이다. 33(47.8) 32(38.6) 29(42.0) 31(44.9)

그렇다. 15(21.7) 26(31.3) 19(27.5) 14(20.2)

매우 그렇다. 3(4.3) 9(10.8) 8(11.6) 4(5.8)

합계 69 83 69 69

<표 2-나-1> 사교육 유발요인에 대한 인식(1)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경북대학교 입학을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전형은

무엇입니까?

학생부교과전형 12(15.0)

학생부종합전형 7(8.8)

논술(AAT)전형 20(25.0)

정시전형 41(51.3)

합계 80

<표 2-가-2>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입학전형(논술전형 합격생)

나. 학부모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경북대학교 입학을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전형은

무엇입니까?

학생부교과전형 23(23)

학생부종합전형 9(3.0)

논술(AAT)전형 57(57.0)

정시 일반전형 11(11.0)

합계 100

<표 2-나-3>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입학전형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1. 학생부 교과영역(내신)을 준비하는 

과정이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0)

그렇지 않다. 12(20.3)

보통이다. 16(27.1)

그렇다. 25(42.4)

매우 그렇다. 6(10.2)

합계 59

2. 학생부교과전형의 반영방법과 비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1.7)

그렇지 않다. 4(6.7)

보통이다. 25(41.7)

그렇다. 29(48.3)

매우 그렇다. 1(1.7)

합계 60

<표 2-다-1> 학생부교과전형에 대한 인식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5. 입학전형에 대한 대학의 입시정보

제공과 홍보가 적절하였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0)

그렇지 않다. 6(6.0)

보통이다. 28(28.0)

그렇다. 52(52.0)

매우 그렇다. 14(14.0)

합계 100

6. 경북대학교 입학전형은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 학생을 선발한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0)

그렇지 않다. 3(3.0)

보통이다. 33(33.3)

그렇다. 60(60.6)

매우 그렇다. 3(3.0)

합계 99

<표 2-나-2> 사교육 유발요인에 대한 인식(2)

다. 교사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1.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과정이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3(5.0)

그렇지 않다. 16(26.7)

보통이다. 21(35.0)

그렇다. 20(33.3)

매우 그렇다. 0(0)

합계 60

2. 사교육이 자기소개서 작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3(5.0)

그렇지 않다. 22(36.7)

보통이다. 18(30.0)

그렇다. 16(26.7)

매우 그렇다. 1(1.7)

합계 60

3.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이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3(5.0)

그렇지 않다. 18(30.0)

보통이다. 17(28.3)

그렇다. 18(30.0)

매우 그렇다. 4(6.7)

합계 60

4. 사교육이 면접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2(3.3)

그렇지 않다. 19(31.7)

보통이다. 24(40.0)

그렇다. 13(21.7)

매우 그렇다. 2(3.3)

합계 60

5. 학생부종합전형의 반영방법과 

비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0)

그렇지 않다. 4(6.7)

보통이다. 19(31.7)

그렇다. 35(58.3)

매우 그렇다. 2(3.3)

합계 60

<표 2-다-2>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인식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1. 논술(AAT)를 준비하는 과정이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0)

그렇지 않다. 5(10.0)

보통이다. 7(14.0)

그렇다. 29(58.0)

매우 그렇다. 9(18.0)

합계 50

<표 2-다-3> 논술(AAT)전형에 대한 인식



2. 사교육이 논술(AAT)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2.0)

그렇지 않다. 3(6.0)

보통이다. 11(22.0)

그렇다. 28(56.0)

매우 그렇다. 7(14.0)

합계 50

3. 논술(AAT)전형의 반영방법과 

비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0)

그렇지 않다. 4(8.0)

보통이다. 21(42.0)

그렇다. 22(44.0)

매우 그렇다. 3(6.0)

합계 50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1.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0)

그렇지 않다. 1(2.0)

보통이다. 5(10.0)

그렇다. 28(56.0)

매우 그렇다. 16(32.0)

합계 50

2. 사교육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0)

그렇지 않다. 1(2.0)

보통이다. 6(11.8)

그렇다. 30(58.8)

매우 그렇다. 14(27.5)

합계 51

3. 정시 일반전형의 반영방법과 

비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0)

그렇지 않다. 3(5.9)

보통이다. 17(33.3)

그렇다. 23(45.1)

매우 그렇다. 8(15.7)

합계 51

<표 2-다-4> 정시 일반전형에 대한 인식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1. 경북대학교 입학전형의 도입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0)

그렇지 않다. 1(2.0)

보통이다. 15(30.0)

그렇다. 31(62.0)

매우 그렇다. 3(6.0)

합계 50

<표 2-다-5> 사교육 유발요인에 대한 인식



2. 입학전형에 대한 대학의 입시정보

제공과 홍보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0)

그렇지 않다. 1(2.0)

보통이다. 14(28.0)

그렇다. 29(58.0)

매우 그렇다. 6(12.0)

합계 50

3. 경북대학교 입학전형은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 학생을 선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0)

그렇지 않다. 2(4.1)

보통이다. 14(28.6)

그렇다. 32(65.3)

매우 그렇다. 1(2.0)

합계 49

문 항 응답 구분

대상자 수(%)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

전형

정시

일반전형

입학전형 자료로

요구되는

제출서류를

작성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이

부담된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7(15.9) 1(2.2) 3(6.5) 8(19.0)

그렇지 않다. 17(38.6) 7(15.2) 9(19.6) 17(40.5)

보통이다. 14(31.8) 6(13.0) 16(34.8) 12(28.6)

그렇다. 5(11.4) 22(47.8) 14(30.4) 5(11.9)

매우 그렇다. 1(2.3) 10(21.7) 4(8.7) 0(0)

합계 44 46 46 42

<표 2-다-6> 제출서류에 대한 부담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