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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 문항 총괄표

평가대상 입학전형 계열
교과

교과 
외 계인문

사회 수학
과학

기타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논술 등

필답고사

논술전형

인문사회계 3 3

인문사회계

(국제학부)
1 1

자연계 3 3

의학계 3 3

재외국민 공통 1 1

소계 11

면접

구술고사

지역인재전형 의학계열 1 1

수능Ⅱ전형 의학계열 1 1

소계 2

실기

실험고사
- - -

교직적성

인성검사

수능Ⅰ전형 사범계열 1 1

소계 1

합 계 5 6 - - - - -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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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1.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 ⇒ 2015년 3월

 - 선행학습영향평가를 위한 근거 규정 신설 : 학칙 제46조의 2

 - ‘부산대학교 입학전형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선행학습 영향평가 근거 규정 》

 1. 부산대학교 학칙 반영 

  - 선행학습영향평가를 위한 근거 규정 신설( 제 46조의 2 제①항, 제②항)

제46조의2(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입학전형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 위원회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평가 시기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세부 규정 내용은 [붙임1] 참고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조직 구성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9인으로 구성하되 3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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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원회 기능

  - 입학전형 선행학습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실시 

  - 입학전형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
  - 기타 선행학습영향평가와 관련한 사항

3. 2016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일정 내    용 비고

‘16.03.02. ~ 25.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구

(*사교육영향평가 연구보고서 활용)

‘16.03.25. 영향평가 위원회 검토 및 심의

‘16.03.31. 평가결과 공개(부산대학교 입학홈페이지)

 * 우리대학의 경우 2011년부터 매년 사교육영향평가 연구를 통해 대학입학

전형의 사교육 유발 정도 분석 및 전형개선에 반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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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항 분석 결과

1. 문항결과 요약표

평가대상 입학전형 계열 문항번호 고등학교 과목명 교육과정
준수 여부

논술 등

필답고사

논술전형

인문사회계

1
사회․문화 O

독서와 문법Ⅰ O

2
독서와 문법Ⅰ, Ⅱ O

사회․문화 O

3

독서와 문법Ⅰ O

도덕 O

생활과 윤리 O

화법과 작문Ⅰ O

인문사회계

(국제학부)
1

영어Ⅱ O

사회․문화 O

경제 O

한국사 O

자연계

1 수학, 수학Ⅰ, 수학Ⅱ O

2 수학Ⅰ O

3 기하와 벡터 O

의학계

1 기하와 벡터 O

2 수학Ⅱ O

3
수학Ⅰ, 수학Ⅱ, 적분과

통계
O

재외국민전형 인문사회계 1 한국지리 O

면접

구술고사

지역인재전형

수능Ⅱ 전형
해당없음

교직적성

인성검사
수능1 전형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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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항별 결과분석
  1) 인문·사회계열 1

[부산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þ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 문제 1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사회․문화, 독서와 문법Ⅰ

핵심개념 및 용어 다수자/소수자 개념

예상 소요 시간 30분 / 전체 100분

문항 및 제시문

【문항 1】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소수자라고 해서 반드시 그 수가 적은 사람들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수자는 수적으로 소수일 수 

있지만 동시에 다수일 수도 있다. 다수자 역시 수적으로 소수일 수 있고 다수일 수도 있다. 소수자는 

오히려 한정되지 않는 절대다수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 좀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소수자란 표준화된 

인간상을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소수자는 표준화된 인간상으로부터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

가에 따라 규정된다. 이성에 입각하여 설정된 표준적인 근대 인간상은 바로 백인-남성-어른-이성애자-

표준어를 쓰는 사람 등으로 표상된다. 이러한 인간상은 표준화된 모형을 준거로 하여 주변으로 통하는 

모든 통로를 차단하려 한다. 그럼으로써 유색인-여성-어린이-동성애자-사투리를 쓰는 사람 등을 배제

하고 억압하는 권력과 연결된다. 소수자가 인식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주위를 바꾸어 나가려는 미시 정

치적 힘겨룸에 나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다수자라고 해서 소수자에 비해 더 훌륭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다수자는 사람들이 지닌 다양

한 특성들 가운데 어떤 하나 또는 여러 특성을 대표하는 상태나 표준을 나타낼 뿐이다. 다양한 유색인 

가운데 백인만을 골라 중심으로 고정하는 것이 그 한 예일 것이다. 다수자는 어떤 표준을 정하고 그것

을 중심으로 삼아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경향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 다수자는 자신이 설정한 

표준에서 벗어나거나 벗어나려는 경향을 지닌 사람들에게 그 표준을 절대적으로 따를 것을 강요한다. 

다수자는 그 표준을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지만, 그 표준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배제해 

나간다. 결국 다수자의 상은 권력자의 상이며 국가나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나) 19세기 조선에서 22년을 살다 순교한 앙투안 다블뤼(Antoine Daveluy, 1818~1866) 주교는 ｢어릿골 서한｣
이라는 글에서 조선과 조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인은 반(半)야만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매우 까다로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나라에

는 교육이라고는 전혀 없다. 심지어 우리의 교우들이 살아가는 마을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조선인들은 화가 나면 매우 공격적으로 돌변한다. 여자들도 뻔뻔스러우며 말이 아주 모질다. 조선인들

은 대단한 수다쟁이들로서 대화를 할 때에는 마치 아이들처럼 말한다. 나는 조선인들이 농담을 좋아한

다고 생각한다. 조선인들의 성격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덧붙이도록 하겠다. 그들은 지독한 거짓말쟁이들

인데 그다지 악의는 없다. 그런데 아무리 조심해도 조선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다. 조선인들이 문

명에 도달하기를 기대하기란 아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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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대한 바다(The Big Sea)(1940)에서 아프리카계 미국 소설가인 랭스턴 휴즈(Langston Hughes)는 

배를 타고 뉴욕을 떠나 아프리카로 향해 가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갑판 위에 올라가서 이번 항해

를 떠나면서 가져온 모든 ㉠책들을 할 수 있는 한 저 먼 바다 속으로 던져 버린다. 책들이 선회하다 

한 권씩 바다 속으로 떨어질 때, 그는 자유의 희열을 느낀다. 그는 “그 책들을 바다 속으로 던져 버릴 

때 내 마음에서 백만 장의 벽돌들이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다”고 말한다. 휴즈는 조상들이 살았던 아

프리카로 가는 도중에 자신이 지금까지 알았고 배웠던 모든 것을 뒤에 남겨 두고자 한다. 자신과 같은 

종족들이 살고 있는 대륙으로 귀환하는 과정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사회의 최하층에 묶어 두었던 

서열문화의 모든 유산은 포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의 아프리카, 흑인들의 모국이여! 나는 흑인이다! 

아프리카다! 단지 책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만지고 볼 수 있는 현실적 실체다!”

　　

(라)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노예의 후손과 노예 주인의 후손이 형

제애를 가지고 식탁 앞에 함께 앉을 수 있으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아이들이 그들의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에 의해 평가 

받고 존중 받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절망의 산을 깎아 희망의 바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소란스러운 불협화음을 아름다운 형제애가 담긴 교향

곡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1-1. 제시문 (가)의 내용을 활용하여 제시문 (나), (다), (라)에서 다수자의 표준으로 작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250자±20자) [15점]

1-2. 제시문 (가)의 ‘소수자’ 개념을 통해서 ㉠과 ㉡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250자±20자) [15점]

출제 의도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다수자/소수자 개념을 학생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교과서의 글을 먼저 선정하고 관련된 글들을 배치하여 전체적인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문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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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2.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관련 자료

다르게 사는 사람들 윤수종 이학사 2008 제시문(가)

문명과 야만 – 타자의 시선으로 본

19세기 조선
조현범 책세상 2003 제시문(나)

아래로부터의 포스트식민주의 로버트 JC. 영 현암사 2013 제시문(다)

수능완성 윤리와 사상 EBS EBS 2015 제시문(라)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사회과/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와 문법Ⅰ 관련

성취기준

1

㈏ 독서의 수행
① 사실적 독해
㉮ 단어, 문장, 문단 등 글을 구성하는 각 단위의 내용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다.

㉯ 지식과 경험, 글에 나타난 정보, 맥락 등을 이용하여 글의 중
심 내용을 파악한다.

㉰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적 특성을 파악한다.

② 추론적 독해
㉮ 지식과 경험, 표지, 문맥 등을 이용하여 생략된 내용을 

추론한다.

㉯ 필자의 의도, 목적, 숨겨진 주제 등을 추론한다.

㉰ 글에 묘사된 내용을 근거로 인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장면
과 분위기를 상상한다.

㉱ 글의 내용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종합한다.

㉲ 독서의 목적, 독서 과제, 독자의 상황 등과 연결하여 의
미를 구성한다.

문제1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⑷ 사회 계층과 불평등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계층과 불평등 현상을 살펴본다. 그리고 사회 불
평등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적 시각을 이해하고,

사회 불평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⑥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문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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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관련 자료

고등학교 사회·문화 김영순 외 교학사 2012년 문제1

고등학교 사회·문화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12년 문제1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다수자/소수자의 개념, (나)는 19세기 조선(인)을 바라보는 서양 선교사의 태도, (다)는 백인
의 표준을 거부하는 흑인의 행위, (라)는 백인과 흑인의 조화로운 삶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어진 
문항들이 제시문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글들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답안을 충분히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은 개념과 각 글들의 핵심어(문명, 책 또는 서열문화의 모든 유산, 피부색)를 정확히 이
해했는지 하는 점이 중요하고, 1-2는 구체적 행위가 지닌 의미를 주어진 글 내부에서 파악할 수 있게 했
다.

예시 답안

1-1. 다수자는 표준을 정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이 표준은 (나)에서
는 ‘문명’, (다)에서는 ‘책’(또는 ‘서열문화의 모든 유산’), (라)에서는 ‘피부색’이다. 이들이 표준으로 작용하
는 이유는 (나) 다블뤼 주교의 경우 조선(인)을 문명에 미치지 못하는 야만(인)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에
서는 ‘책’이 백인 중심의 서열문화를 형성하는 표준을 상징하고 있으며, (라)에서는 인격이 아니라 피부색
으로 인간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2. 소수자는 표준화된 인간상을 거부하며, 인식의 변화를 통해 자신과 주위를 바꾸어 나가려는 사람이
다. (나)에서 ㉠은 백인 주도의 다수자의 지식이나 가치에 저항하거나 그것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다)에서 ㉡은 백인(노예 주인의 후손)과 흑인(노예의 후손)이 함께 표준을 거부하고 새로운 형제애로 조화
를 이루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저항하고 버리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에서는 백인과 흑인의 차별을 형제애로 극복하는 세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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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문·사회계열 2
[부산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þ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 문제 2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독서와 문법Ⅰ·Ⅱ,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역사적 사실과 역사관

예상 소요 시간 30분 / 전체 100분

문항 및 제시문

【문항 2】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는 역사가란 자신의 편견에서 온전히 벗어나 세계를 바라보아야 하며, 과거의 사건을 그것이 실제

로 일어난 대로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어난 사실’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스러운 영역

이므로 역사가는 자기 자신의 편견이나 생각을 버리고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살펴야 한다는 것

이다. A는 역사가가 자기 자신을 역사서술에서 소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B는 역사적 사실은 단순

히 지나간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 역사가의 사유 안에 있는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역사적 사실은 역

사가에 의해 주관적으로 해석된 서술이고, 그 사건을 표현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현재의 감상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B는 “모든 사람이 각각 자신의 역사가”라고 주장했다. C는 역사연구에 있어서 사실

과 역사가는 모두 필요한 요소로 어느 한쪽을 더 강조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C는 “역사가는 사

실의 노예도 아니고 강압적인 주인도 아니다.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은 평등한 관계에 있다. 역사가는 

그의 해석에 맞추어 사실을 연구하고, 그의 사실에 맞추어 해석을 하는 끊임없는 과정에 몰두한다. 역

사는 역사가와 사실과의 상호작용의 부단한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주장했

다. 

(나) 우리가 역사를 알려는 이유는 선택한 사실(史實)*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하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

를 알아서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 흐르는 법칙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의 문제 해결에 도

움을 얻고자 하는 데 있다. 사실(史實)을 해석하는 데는 역사적 사실(事實)도 중요하지만 그 역사적 사

실을 선택할 때의 현재적 요구도 중요하다. 한글이 창제된 일은 사실(史實)이지만, 한글이 가지는 역사

적 의미는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 조선 시대에는 어리석은 백성을 가엾게 여기는 것에 한정되었지

만, 일제 강점기에는 한글을 연구하고 사용하는 것이 독립운동의 일환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사실(史實) : 역사에 실제로 일어난 사실(事實).

(다) 영화 라쇼몽(羅生門)에서 등장인물들은 모두 자기 입장에서 하나의 살인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 사실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해석이 다른 경우가 많다. 독일의 인

지생물학자 야코프 폰 윅스퀼(Jakob von Uexküll)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스스로 임의의 가상세

계를 구성하여 산다고 주장했다. 세상에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파악되는 객관적 세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대신, 각 생물체가 구성하는 다양한 가상세계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역사적 

서술들은 이를 구성하는 자의 것이다. 역사적 서술은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말이

다. 역사서술이 주관적인 구성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주장이다. 나는 무슨 이유로 

우리가 역사책에 기록된 사건을 사실로 인식하는지가 더욱 궁금하다. 

- 10 -

(라) 인간은 역사학이 과거를 심판하고 미래에 도움이 되기를 열망하여 왔다. 그러나 나의 역사서술은 그

러한 허황된 바람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들이 원래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를 알려 할 뿐이

다. 아무리 보기 싫고 추한 사실이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일이 역사서술의 가장 훌륭한 원리

임을 알아야 한다. 역사의 효능은 관련된 정보의 풍부함보다도 확실성에 있는 것이다. 역사서술에는 인

간의 사심 없는 판단이 필요하다.

(마)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방법은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으로 나뉜다. 양적 방법론은 사

회·문화 현상도 자연 현상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탐구할 수 있다고 본다. 계량화나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양적 방법론의 궁극적 목적이다. 

반면, 질적 방법론은 사회·문화 현상이 자연 현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문

화 현상에서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와 의미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질

적 방법론에서는 사회적 맥락과 연구자의 경험이나 지식, 가치 등이 사회·문화 현상을 해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2-1. 제시문 (나), (다), (라)의 핵심 요지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역사학자가 누구인지, 제시문 

(가)에서 각각 찾아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50자±20자) [15점]

2-2. 제시문 (다)와 (라)는 제시문 (마)의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 중 어느 것과 각각 상응하는

지 찾아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50자±20자) [15점]

출제 의도  
  역사적 사실과 역사가 간의 관계 그리고 역사서술을 바라보는 시각은 동일하지 않다. 이 점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것이 이 문제의 출제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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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사회과/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2. 국어과 교육과정

3.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와 문법Ⅰ 관련

성취기준

1

㈏ 독서의 수행
① 사실적 독해
㉮ 단어, 문장, 문단 등 글을 구성하는 각 단위의 내용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다.

㉯ 지식과 경험, 글에 나타난 정보, 맥락 등을 이용하여 글의 중
심 내용을 파악한다.

㉰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적 특성을 파악한다.

② 추론적 독해
㉮ 지식과 경험, 표지, 문맥 등을 이용하여 생략된 내용을 

추론한다.

㉯ 필자의 의도, 목적, 숨겨진 주제 등을 추론한다.

㉰ 글에 묘사된 내용을 근거로 인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장면
과 분위기를 상상한다.

㉱ 글의 내용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종합한다.

㉲ 독서의 목적, 독서 과제, 독자의 상황 등과 연결하여 의
미를 구성한다.

문제2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⑴ 사회 문화 현상의 탐구
사회 과학적 탐구 대상으로서의 사회·문화 현상이 자연 현
상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고, 사회 문화 현상의 탐구에는 
독특한 관점과 접근 방법이 활용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이
러한 관점이나 접근 방법에 따라 사회 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들이 지닌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과학적 태도로 탐구 
절차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을 이해한다.

③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한 양적, 질적 연구 방법의 특성과 
차이점을 이해한다.

문제2

과목명: 독서와 문법Ⅱ 관련
성취기준

1

㈏ 제재에 따른 글 읽기
③ 주제, 필자, 글감, 배경 등 여러 측면에서 관련되는 글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읽고 재구성한다.

제시문

(나)

- 12 -

2. 자료 출처

가. 교과서 내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관련 자료

고등학교 독서와문법Ⅱ 박영목 외
서울 ;

천재교육
2013년 제시문(나)

고등학교 사회 ․ 문화 김영순 외
서울 ;

교학사
2015년 제시문(마)

나. 교과서 외 자료 등을 활용한 경우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관련 자료

역사학의 이해 임희완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1년 제시문(가)

캠퍼스 밖으로 나온 사회과학 김윤태 휴머니스트 2011년 제시문(다)

역사학의 이해 임희완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1년 제시문(라)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관련 자료

고등학교 독서와문법Ⅱ 박영목 외
서울 ;

천재교육
2013년 제시문(가),(다),(라)

문항 해설

제시문 (가)의 A는 실증주의 역사관을, B는 상대주의와 구성주의 및 주관주의 역사관을, C는 절충주의 역
사관을 추구한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과 역사가 간의 균형과 절충을 강조하는 제시문 (나)는 C와 상응하
고, 주관성과 가상세계 및 구성주의를 강조하는 제시문 (다)는 B와 상응한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강조
하는 제시문 (라)는 A와 상응한다. 또한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론 중 질적 방법론은 주관성과 상
대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제시문 (다)와 상응하고, 양적 방법론은 객관성과 사실 및 실증주의를 중시한다
는 점에서 제시문 (라)와 상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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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답안

2-1.제시문 (나)는 역사가 C, 제시문 (다)는 역사가 B, 제시문 (라)는 역사가 A의 주장과 서로 일맥상통한
다. 제시문 (나)와 역사가 C는 역사가와 사실 간의 평등한 관계를 강조하는 절충주의 입장을 지닌다는 
점에서, 제시문 (다)와 역사가 B는 주관적이고 상대주의적이며 구성주의적인 입장을 지닌다는 점에서, 
그리고 제시문 (라)와 역사가 A는 주관적 해석보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우선시하는 실증주의적 입
장을 지닌다는 점에서 서로 동일한 핵심 요지를 지닌다.

2-2.제시문 (다)는 질적 방법론, 제시문 (라)는 양적 방법론과 서로 상응한다. 질적 방법론은 사회문화 현
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행위자의 주관적 의미와 해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역사서술이 주관적이고 구
성적이며 가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제시문 (다)와 상응한다. 양적 방법론은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
하는데 있어 객관성과 과학적 방법론 추구한다는 점에서 역사서술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주관적 해
석이 개입하지 않은 확실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제시문 (라)와 상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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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문·사회계열 3
[부산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þ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 문제 3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독서와 문법Ⅰ, 도덕, 생활과 윤리, 화법과 작문Ⅰ

핵심개념 및 용어 다문화 사회와 다언어 사회

예상 소요 시간 40분 / 전체 100분

문항 및 제시문

【문항 3】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2010년 12월 중동 출신 난민 100여 명을 태운 어선이 호주의 크리스마스 섬 절벽에 부딪혀 산산조

각이 나서 70명이 넘는 난민이 익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서너 살 된 아이들이 부서진 배의 파편

을 붙잡고 울부짖었으나 출동한 호주 구조대는 이 상황을 보고도 구명조끼만 던져 주었을 뿐 구조에 

불성실했다.

 크리스마스 섬은 ‘난민들의 무덤’으로 악명을 떨쳐 왔다. 호주 정부가 이 섬에 수용소를 세워 난민들을 

몰아넣기로 한 것은 2001년 9·11테러 직후였다. 당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존 하워드 호주 총

리는 미군의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버금가는 시설을 호주에도 만들자고 밀약했다. 2003년 호주 정부

는 대규모 난민선 입항을 금지하는 이민 정책을 내놓고 난민들이 밀입국하는 길목에 자리한 이 섬에 

난민 수용소를 설치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이 수용소가 인종차별주의와 반테러리즘, 이슬람 

혐오증 등의 복합품이라고 진단했다. 인권단체들은 이 수용소를 교도소로 규정하고, 과거 원주민들을 

분리 수용하면서 박해하던 백호주의의 잔재라고 비난하고 있다. 

(나) 2006년 봄, 캘리포니아의 여러 도시에서 불법체류자들이 거리 시위를 벌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시위는 특히 극적이었지요. 이때 사람들은 멕시코 국가(國歌)뿐만 아니라 미국 국가(國歌)를 스페인어로 

노래했습니다. ‘nuestro hymno(우리의 국가)’라는 스페인어로 된 미국 국가의 출현은 국민의 복수성, 즉 

‘우리’와 ‘우리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국가는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가요? 누구의 것인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미국 국가가 누

구의 것이냐 하는 소유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이 ‘우리’에 누가 포함되는가 하는 소속 방식의 문제

이기도 합니다. 스페인어로 노래하고 스페인어를 통해 주장되는 바로 이 ‘우리’는 국민과 평등에 대한 

우리의 사고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노

래하는 행위가 복수(複數)의 행동이었고, 복수성의 표현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

이 주장했듯이, 만약 미국 국가를 오직 영어로만 불러야 한다면, 국민은 분명히 언어적 다수집단으로 

한정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누가 국민에 속하고 속하지 않는가를 통제하는 기준이 되겠지

요.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말로 하자면, 이는 국민적 다수집단이 국민을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정의하고, 누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배제의 규범을 설정하거나 통제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존의 국민이라는 관념 속으로 포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평등의 

문제입니다. 만약 평등이 없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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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는 재일조선인 문학자입니다. 조선인이지만 조선어로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하지는 못하지요. 재일

조선인 문학자의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일본어를 모어(母語)로 배웠고, 독자 대다수가 일본어를 국어

(國語)로 사용하는 일본인입니다. ‘조선인인 내가 왜 일본어를 모어로 삼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

게 되면 재일조선인은 자신의 모어가 일본어라는 것에 서먹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디아스포

라(diaspora)*를 포함한 난민들 대부분이 공유하는 언어 경험일 것입니다. 즉 난민은 국민과 단지 언어

를 달리하는 존재가 아니라 언어 경험이 다르고 그 때문에 언어관을 달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전쟁·학살·난민의 시대였던 20세기를 거치면서 인류 전체의 언어 경험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닫힌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그 공동의 성원만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정서를 자명한 전제로 

해서 언어가 교환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정서가 공유되지 못해 서먹하고 어색하며 불안에 

찬 언어 교환의 시대, 무얼 말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는, 말을 다 쏟아 부어 설명하려 하면 할수록 알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피할 수 없이 도래한 것입니다. 이는 근대 국민국가가 하나의 언어에 국

어의 지위를 부여한 결과 그 틀 밖으로 쫓겨났던 사람들, 단일한 국민적 정체성을 지닐 수 없었던 저

와 같은 재일조선인들의 언어 경험이자, 전 지구화 시대라는 21세기에 정치·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이

동하는 무수한 난민들의 언어 경험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가볍게 ‘다언어 공동체’에 거주하는 행복

한 이미지가 아니라, 매우 불편하고 때로는 소모적인 ㉠디스커뮤니케이션(discommunication)의 상황을 

감수하면서 수행되어야 할 언어활동을 요구합니다. 이 곤혹스러운 상황을 함께 감내하고 성찰하는 것

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겠지요. 그러므로 대화를 할 때 삶의 바탕에 자리 잡은 서로의 이질적인 경험

들, 혹은 경험의 단절이라는 것을 얼마나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타

자의 언어에서 자기와 다른 낯선 것이 감지된다면 그것이 어떤 경험에 의해서 초래된 것인가, 그런 타

자의 경험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자신을 열고 이해할 수 있는가, 지금은 그런 노력을 요청하는 시대라

고 생각합니다.

    ＊디아스포라(diaspora) :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 또는 그 집단.

(라) 아우구스티누스에서 헤겔에 이르는 기독교 역사철학은 그리스도의 출현을 세계사의 전환점이자 중

심으로 본다. 하지만 이런 관념은 기독교 신자에게만 타당하다. 한 민족이나 세계의 특정 지역의 역사

적 경험을 기초로 한 단일한 세계사라는 개념을 숨기고 있는 이런 유형의 역사철학에 맞서, 칼 야스퍼

스(Karl Jaspers)는 모든 민족에게 ‘역사적 자기 이해라는 공통적 틀’을 제공하는 경험적으로 특정한 역

사의 축을 발견했다. 이 세계사의 축은 기원전 5세기 내내, 그리고 기원전 8백 년에서 2백 년 사이에 

다양한 곳에서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공자와 노자가, 인도에서는 우파니샤드와 부처가, 

페르시아에서는 자라투스트라가, 팔레스타인에서는 예언자가, 그리스에서는 호머와 철학자, 비극 작가

가 등장했다. 서로 아무런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았던 이들이 위대한 역사적 세계 문명의 기원이 되었

고, 이 기원들이 각기 다른 다양성 속에서 공통성을 지녔다는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인류의 새로운 통일성은 자신의 고유한 과거를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체계, 

즉 기원이 서로 다른 인류가 아주 유사한 동일성을 보이는 체계를 통해 획득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

러나 이 동일성은 획일성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세계제국의 전제정치 하에 살면서 일종의 미화된 에

스페란토어로 말하고 사고하려는 세계시민은 괴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인류의 통합과 연대의 바탕

은 하나의 종교, 하나의 철학, 혹은 하나의 정치 형태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하나의 동일성을 지향하고 동일성 속에서 다양성이 은폐되는 동시에 출현하게 된다는 

믿음에 있다. 

(마) 오늘날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인구 문제, 인권 문제, 환경 문제, 빈곤 문제, 전쟁 문제 등은 국가 수

준의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러한 지구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수준의 국가와 

정부를 상정하고 나의 삶이 국가뿐 아니라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세계시민적 관점이 필요하다. 세계

시민주의에 따르면 세계화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인류 공동체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전 지구적 사고

를 가져야 한다. 전 지구적 사고는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인류의 공동 이익을 생각하고 바람직한 미래

를 설계하여 새로운 생활양식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세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아 인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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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운명공동체로 간주한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에는 세계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를 이

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도덕적 가치는 개인적 삶에서부터 사회 및 국가를 넘어 세계적 측면까지 적

용될 수 있다. 인간 존엄성과 인권은 인류의 이상이자 세계가 운용되어야 하는 기초로서 기능할 궁극

적인 도덕적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동등하게 인

정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물론 세계시민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정 공동체의 인간으로서 가지는 특

수한 가치 역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특정 공동체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보편적 가치와 인류애만 

추구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삶을 지향하는 것 역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3-1. 제시문 (다)의 ㉠이 문맥상 의미하는 바와 대립되는 함의(含意)를 지닌 단어를 제시문 (나)와 

(라)에서 각각 찾아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50자±20자) [15점]

3-2. 제시문에서 밑줄 친 ‘난민’, ‘불법체류자들’, ‘디아스포라’와 같은 존재는 오늘날 국민국가의 경

계를 뛰어넘는 정치적,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문 (나), (다), (라), (마)의 핵심 단어와 표현들을 활용하여 제시하시오.   (350자±20자) [25점] 

출제 의도  
  지구적 차원에서 인구이동이 확산되면서 난민, 불법체류자, 디아스포라 등과 같은 문제들이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와 다언어 사회가 글로벌 이슈로 등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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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2.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와 문법Ⅰ 관련

성취기준

1

㈏ 독서의 수행
① 사실적 독해
㉮ 단어, 문장, 문단 등 글을 구성하는 각 단위의 내용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다.

㉯ 지식과 경험, 글에 나타난 정보, 맥락 등을 이용하여 글의 중
심 내용을 파악한다.

㉰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적 특성을 파악한다.

② 추론적 독해
㉮ 지식과 경험, 표지, 문맥 등을 이용하여 생략된 내용을 

추론한다.

㉯ 필자의 의도, 목적, 숨겨진 주제 등을 추론한다.

㉰ 글에 묘사된 내용을 근거로 인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장면
과 분위기를 상상한다.

㉱ 글의 내용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종합한다.

㉲ 독서의 목적, 독서 과제, 독자의 상황 등과 연결하여 의
미를 구성한다.

문제3

과목명: 화법과 작문Ⅰ 관련
성취

기준

1

㈑ 작문 내용의 조직과 전개
① 작문 맥락을 고려하여 글의 내용을 조직하고 전개한다.

② 글의 통일성과 응집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고 전개한
다.

문제3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

1

(6) 평화와 윤리
㈎ 민족 통합의 윤리적 과제

우리 민족의 통일과 관련된 제반 문제가 민족공동체의 
윤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민족관 및 
통일관을 함양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국제화 
및 세계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단일 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보편타당한 것인가, 바람직한 통일 방향
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 토론한다.

① 지구촌 시대 민족 정체성의 문제와 민족 통합 문제의 
관련성 

문제3

성취기준

2

㈏ 지구촌의 윤리적 상황과 과제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세계가 지구촌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고 지구촌 시대의 윤
리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태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세계화로 인한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조
사·분석하고, 지구촌의 정의 실현과 평화 정착 방안에 
대하여 토론한다.

① 지역화와 세계화의 윤리성 
② 지구촌 시대의 국제 정의

문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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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관련 자료

난민은 사람이

아니었다.-크리스마스

섬, 예고된 비극

오상도 서울신문 2015 제시문(가)

누가 민족 국가를

노래하는가

주디스버틀러

․가야트리

스피박

산책자 2006 제시문(나)

난민과 국민 사이 서경식 돌베게 2006 제시문(다)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 한나 아렌트 문학과 지성사 1983 제시문(라)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관련 자료

고등학교 도덕 김호성외 미래엔 2011 문제3

고등학교 도덕 문용린외 금성출판사 2013 문제3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변순용외 천재교육 2013 문제3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난민 문제를, 제시문 (나)는 불법체류자를, 제시문 (다)는 디아스포라를 설명하고 있다. 그
런데 난민, 불법체류자, 디아스포라 등의 확산은 인종, 민족, 언어, 국가 등과 같은 영역에서 다수자와 소
수자 간의 갈등과 충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갈등과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
로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계시민과 세계시민주의 개념이다. 제시문 (나)의 핵심어
는 평등, 복수성이며, 제시문 (다)의 핵심어는 디스커뮤니케이션, 타자의 경험, 자신을 열고 이해하기 등이
다. 제시문 (라)의 핵심어는 다양성, 동일성이며, 제시문 (마)의 핵심어는 인권, 세계시민, 세계시민주의, 특
수성과 보편성의 공존 등이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와 다언어 사회의 대안은 언어, 민족, 인종, 국가 등 특
정 공통체의 특수성, 평등성, 복수성,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인권 같은 보편성과 동일성을 지향하는 세계시
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요지이다. 획일성을 강요하고 특정 공동체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
은 이러한 요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소수 집단에 강요된 영어와 미화된 획일성을 의미하는 에스페란토어는 
진정한 세계시민주의가 극복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예시 답안

3-1.제시문 다)의 ㉠과 대립되는 함의를 지닌 단어는 (나)의 ‘영어’와 (라)의 ‘(미화된) 에스페란토어’이다. 
(나)의 ‘영어’는 국민의 복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다수집단의 언어를 획일적으로 강요하며, (다)의 ‘에스페
란토어’는 특정 공동체의 경험을 배제하고 하나의(단일한) 보편성만을 추구하는 언어 행위이다. 그러므로 
제시문의 영어와 에스페란토어는 언어 소통의 어려움(디스커뮤니케이션의 상황, 언어불통의 상황)을 불
편하고 소모적이더라도 감내하고 성찰함으로써 진정한 소통을 실현하려는 ㉠의 언어활동과는 대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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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오늘날 전지구적 난제로 등장하고 있는 난민, 불법체류자,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계시민(주의)적 관점이 요구된다. 세계시민(주의)적 관점이란 모든 사람의 인권을 평등(동등)하게 인정하
며 인류가 운명공동체라는 인식 아래,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인류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사유
이다. 이는 언어•민족 등의 규범으로 국민을 설정하거나 통제해온 국민국가적 사고를 넘어 국민의 복수
성을 긍정하는 대안적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시민(주의)적 관점은 보편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획일적 사고가 아니다. 그것은 이질적인 경험과 역사를 가진 공동체들의 특수한 가치를 존중하는 동시에 
인류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며, 다양성을 보유하는 동시에 동일성을 지향하려는 것이다. 

3-2.오늘날 확산되는 난민, 불법체류자, 디아스포라의 문제는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전지구적 난제이
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평등(동등)하게 인정하고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인류를 운명공동체로 인식하는 세계시민(주의)적 관점이 요구된다. 이는 언어•민족 등의 규
범으로 설정된 닫힌 공동체로서의 국민을 넘어 국민의 복수성을 긍정하고, 열린 공동체인 ‘세계시민’으
로 ‘우리’를 다시 사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시민(주의)적 관점이 보편적 가치만을 획일적으로 추구하
는 것은 아니다. 이질적인 경험과 역사를 가진 공동체들의 특수한 가치를 존중하는 동시에 인류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며, 다양성을 보유하는 동시에 인류의 연대(통합)라는 동일성을 지향하려는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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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문·사회계열(국제학부)
[부산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þ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국제학부)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국제학부 논술고사 (영어듣기 30분 + 영어에세이 작성 70분)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영어Ⅱ, 사회·문화, 경제, 한국사

핵심개념 및 용어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한국 경제 상승

예상 소요 시간 100분 / 전체 100분

문항 및 제시문

After listening to the lecture, choose one of the two questions and write down the answer.

Question 1:
You must write a report: state and explain your opinion on whether developed countries should pay 
money to developing countries because of climate change. The best answers add to the points and 
arguments in this lecture. Do not just repeat the lecture. You may abbreviate developed countries as 
DCs and Developing countries as LDCs

Question 2:
1) Discuss the factors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rise of the Korean economy. 
2) Present arguments as to why two(2) of these factors may not be significant reasons for explaining 

Korea's economic rise. 

출제 의도 및 문제 해설  
 
 [제시문 1]
1. Students will consider the best response to climate change’s negative impact on developing 

countries.
2. Students will consider whether the current generation of residents in developed countries should be 

responsible for greenhouse gasses produced by prior generations.
3. Students will learn how to better analyze the ongoing debate over aid to developing

countries.
4. Students will address an issue that will be the subject of the UN’s Paris Climate Conference, in 

November-December 2015. 
[제시문 2]
1. Students will examine the changes in the South Korean economy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Economics & Korean History)
2. Students will examine factors involved in economic development and will assess issues facing the 

Korean economy today.(Economics)
3. Students will employ their understanding of world history to identify flaws in reasons attributed to 

Korea's economic growth.(World History and So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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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14] 영어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영어과 교육과정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영어Ⅱ 관련

성취기준

1

(가) 듣기 (319쪽)

①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①-1. 다양한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한다.

②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②-1. 다양한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 정보를 파악

한다.

③ 논리적 관계를 파악한다.

③-1. 다양한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내용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한다.

④ 맥락을 파악한다.

④-1. 다양한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자의 의도나

말의 목적을 파악한다.

④-2. 다양한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자의 심정이나

태도를 파악한다.

④-3. 다양한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다.

제 시

문 1,

2

성취기준

2

(4) 쓰기(320쪽)

① 중심 내용에 대하여 쓴다.

①-1.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해 듣거나 읽고 요약하는 글을

쓴다.

② 세부내용에 대하여 쓴다.

②-1.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해 듣거나 읽고, 필요한 정보를

기록한다.

③ 의견이나 감정을 쓴다.

③-1. 일반적 주제에 관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쓴다.

③-2. 일반적 주제에 관해 다른 사람의 의견과 비교․대조하는

글을 쓴다.

제 시

문 1,

2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⑹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의 역동적인 측면을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회 변동을 이해하려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한다.

그리고 사회 변동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기 위하여 근대화,

인구와 도시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현대 사회의 중요한 변화

양상인 세계화와 정보화를 이해한다. 아울러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방

안에 대해 알아본다.

⑧ 환경 문제, 전쟁과 테러 등 현대 사회가 당면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

다.

제 시

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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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관련 자료

고등학교 사회·문화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12 제시문1

고등학교 사회·문화 김영순 외 교학사 2012 제시문1

고등학교 한국사 한철호 외 미래엔 2011 제시문2

고등학교 경제 오영수 회 교학사 2012 제시문2

채점 기준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기준

1

4) 국민 경제의 이해

국민 경제의 주요 지표를 활용하여 경제 상황을 총체적으로 파

악하고, 경제의 순환과 함께 경제 변동 양상을 동태적으로 분석

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안정과 성장, 실

업과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고, 재정 금융

정책을 중심으로 그 대책을 이해한다.

③ 경제 성장의 의미와 요인을 알아본다.

제 시

문2

과목명: 한국사 관련

성취기준

1

⑶ 대한민국의 발전

8 15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다룬다. 민주주

의와 인권, 산업화와 경제 발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중

심으로 현대사를 살펴보고, 보다 나은 한국의 미래 건설에 참여

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① 광복과 정부 수립, 분단과 6 25 전쟁을 국내외 정세와 관련지어

파악한다.

②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 변화 과정을 파악한다.

③ 경제 성장과 이에 따른 사회 변동을 이해한다.

제 시

문2

rubric of 1st question

100-90
Substantively, the answer shows full comprehension of the question and all or almost all of the lecture. 
The answer references and uses facts/arguments from the lecture. But, the answer adds to the lecture’s 
basic point that the negative impact of climate change mostly falls on less developed countries (LDCs) and 
industrialization mostly benefited developed countries (DCs), thus justifying DC àLDC compensation. 
Additional points, not covered in the lecture, include the following: 1) The pros and cons of different types 
of payments. Payments which help LDCs reduce pollutants is a ‘global good,’ benefiting DCs as well as 
LDCs. Payments which help LDCs deal with the specific effects of climate change (e.g., flooding) might be 
more acceptable   to DCs than general payments for the negative effects of climate change. 2) Should all 
LDCs be treated the same? What about China and India? 3) What are specific policy solutions for helping 
LDCs deal with the costs related to climate change? Should there be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manage DCs’   payments? How will we ensure that the payments are used for this purpose and not for 
other purposes? Students may have additional, original points. 4) Even if DCs countries only recently 
became aware of climate change and its negative effects, they largely continue ‘business as usual.’ 5) 
Beyond the   LDCs’ right to compensation, there is a moral argument for helping suffering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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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istically, the argument is   clear, logical, practical, and well supported with specifics. The argument   
shows thought and organization before writing, rather than just free-range thinking. Fewer, detailed, 
organized arguments are better than several broad, conclusory statements. The English is average to good, 
relative to our students. But the highest score does not require perfect or even the best English. 
Substance is most important. 
89-80
Substantively, the answer shows a complete or majority comprehension of the question, but it is not clear 
that the student fully understood the lecture or the student has not sufficiently fully integrated the lecture 
into her arguments. The student takes and defends a position, but does not cover enough of the points 
listed in the 100-90 category or fails to add her own original ideas. The argument is not especially clear, 
specific, logical, practical, but is still a good essay. 
Stylistically, a greater effort is required to understand the writing, but the answer is still well organized, 
reveals thought before writing, and is clear. Their English is average or somewhat below average 
compared to our department’s students.

These students will not be the best, but you see potential for them to become very good students in the 
department. 
79-70
Substantively, the answer shows some comprehension of the ques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lecture. 
However, the answer may not reference or barely reference the lecture or it may simply repeat the lecture, 
showing little or no originality. This student is someone who would likely get a C in your classes. 
Stylistically, the student is struggling to communicate and you struggle to understand/follow the argument. 
These answers may be unclear, go off topic, and show little effort to organize the answer before beginning 
to write. The English is below average, though mostly understandable.  
69-60
Substantively, the answer shows little comprehension of the question and does not reference the lecture at 
all. The answer is too short, disorganized, or empty. The student may mention some interesting things, but 
she is off topic – does not answer the question. Even if English or other writing skills are good, the essay 
is so lacking in content that you see no   potential. The student would likely receive a D in your class.  

Stylistically, the student’s   writing skills are neither up to our standards, nor indicate an ability to   
sufficiently improve without great and unlikely effort. Their English is well below that of our   department’s 
students. 
59-0
No response or so little it cannot be evaluated. You lack a basis to make a judgment, or it is clear that 
the student would not be able to complete our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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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ric of 2nd question
The highest score does not require perfect or even the best English.  If a student surprises us with 

a fresh or interesting perspective then we should overlook grammatical or mechanical English errors.

100-90  Shows full comprehension of the two questions and all or most of the lecture. The answers to 
both questions   are clear and logical. It is organized, has excellent to very good English   (relative to 
students in our department), and shows the qualities valued in   our department. They   are 
comprehensive and specific in their writing. Their essays are easy to   read and display the ability to 
articulate original thoughts without simple regurgitation   of lecture wording.

Question 1: The student presents and discusses all six factors presented in   the lecture: 1. Education, 2. 
Government Economic   Planning, 3.Foreign Aid, 4. The Labor Force, 5.The Chaebol-Industrialization 
Organization and 6.The World Economic Climate. Extra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if they also give 
other legitimate economic, political, business, and/or social reasons for Korea’s rise(40 pts)

Question 2:  discusses flaws in two of the six factors given to explain Korea’s economic rise with 
specificity. Refer to the ANSWER KEY for general argument points for each factor. Extra points should be 
allotted for students who add other arguments including: 1) the Government’s over subsidizing certain 
favored companies and industries or 2)The pressures placed on less favored companies and 
small-to-medium-sized companies that have resulted in chaebols   dominating markets and hindering 
greater economic growth (60 pts).
Guideline -Score 30 pts max. for each argument-
89-80  Shows full or majority   comprehension of the questions, 

(They leave a positive impression and you see some potential that   we can work with in our dept.)

Question 1: Student presents all or almost all of the six factors presented. However,   it is not clear if 
they understood the entire lecture. For example, there is   reference to at least 4-5 factors   but they do 
not provide comprehensive answers. 

Question 2: Student 1) has less originality in coming up with   arguments or 2) does not address flaws in 
at least two arguments. The answers   are less specific, more conclusory, not as well supported, and do 
not flow as   well. The writing is clear and most of it is understandable.
79-70  Shows some comprehension   of the questions and limited understanding of the lecture.

(They do not leave any impression at all or somewhat of a negative   impression.  There is little to no 
potential.)  

Question 1:There is incomplete reference to the six factors (i.e., less than 4 stated) and no specificity. 
You find yourself working too hard to understand their writing.

Question 2: Student 1) has less originality in coming up with arguments or 2) does not address flaws in 
at least two arguments. The answers   are less specific, more conclusory, and do not flow as well

69-60 Shows little comprehension of the two questions and provides   limited reference the lecture  at all. 
(They leave a   definite negative impression; you see no potential.)

There is nothing of interest to save their limited writing skills or their writing skills are good but They   
seem to lack English and/or basic conceptual ideas.
59-0  No responses or   so little it cannot be evaluated.    Lacking any basis to make a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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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연계열 1
[부산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þ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수학) / 문제 1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수학, 수학Ⅰ, 수학Ⅱ
핵심개념 및 용어 함수의 극한, 미분, 직선의 내분점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험시간 100분 중 25분

문항 및 제시문

【문항 1】

[문제] 열린 구간  에서 정의된 함수 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1. 구간  에 속하는 임의의    와 ≤ ≤ 인 임의의 에 대하여 부등식 

≤  

      가 성립함을 보이시오. (10점)

 1-2. 함수 가 구간  에서 미분가능하다고 할 때, 이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에 대하

여 부등식

                                  ≥  ′ 
      가 성립함을 보이시오. (20점)

[제시문] 

(가) 열린 구간  에서 정의된 함수 의 그래프 위에 있는 임의의 두 점 PQ
에 대하여 PQ 사이에 있는 그래프 부분이 선분 PQ 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함

수 의 그래프는 구간  에서 아래로 볼록하다고 한다.

(나) 좌표평면 위의 두 점 P   , Q  를 잇는 선분 PQ를 

       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이다.

(다) 두 함수  에 대하여 lim
→
  , lim

→
   ( 는 실수)이

고, 를 포함하는 열린구간 내의 모든 에서 ≤ 이면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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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의도  
본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분점의 정의, 수열, 미분, 삼각함수,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 공간좌

표, 벡터의 내적 등에 관한 단원과 연계하여 출제하였다.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1. 제시문

적용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성취기준

- 교육과정문서 (42쪽)

[수학] ㈐ 기하 -  평면좌표

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② 선분의 내분과 외분을 이해하고, 내분점과 외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 교육과정문서 (61쪽)

[수학Ⅰ] ㈑ 수열의 극한 -  무한수열의 극한

① 무한수열의 수렴, 발산의 뜻을 알고, 이를 판별할 수 있다.

② 무한수열의 극한에 관한 기본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극한

값을 구할 수 있다.

③ 무한등비수열의 뜻을 알고, 그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 교육과정문서 (75쪽)

[수학Ⅱ] ㈐ 삼각함수 -  삼각함수의 덧셈정리

①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이해한다.

② 삼각함수의 배각의 공식, 반각의 공식을 이해한다.

- 교육과정문서 (76쪽)

[수학Ⅱ] ㈑ 함수의 극한과 연속 -  함수의 극한

① 함수의 극한의 뜻을 안다.

② 함수의 극한에 관한 성질을 이해한다.

③ 삼각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④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 최봉대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13

수학Ⅱ 황선욱 신사고 2013

수학Ⅱ 정상권 ㈜금성출판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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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항

(1) 문항 1

문항 1- 문항

[문제] 열린 구간  에서 정의된 함수 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1. 구간  에 속하는 임의의    와 ≤ ≤ 인 임의의 에 대하여 부등식 

≤  

      가 성립함을 보이시오. (10점)

문항 1- 출제의도 및 해설  

제시문(나)에 기술된 좌표평면 위의 두 점을 잇는 선분의 내분점의 좌표를 이용하여 아래로 볼록한 함수의 

그래프의 개념을 설명하는 제시문(가)를 부등식으로 구체적이고 엄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문항 1- 예시답안

1-1.

(i)   ,1 일 때, ≤ , ≤ 이므로 성립한다.       

(ii)      일 때, 편의상 임의의 두 점   가    라고 하자.

제시문(나) (좌표평면에서의 내분점의 관계)에 의하여 좌표평면 위의 두 점  ,  를 잇는 선

분을     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이다. 

따라서 제시문(가) (또는 아래로 볼록하다는 정의 또는 개념)에 의하여  

        ≤   

가 성립한다.                                                

(2) 문항 2

문항 2- 문항

[문제] 열린 구간  에서 정의된 함수 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2. 함수 가 구간  에서 미분가능하다고 할 때, 이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에 대하

여 부등식

                                  ≥  ′ 
      가 성립함을 보이시오.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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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2- 출제의도 및 해설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만족시키는 문제 1-1의 부등식과 세 점 사이의 평균변화율의 관계, 그리고 제시문
(다)로부터 도출되는 부등식을 논리적으로 증명해내는 능력을 평가한다. 이 부등식으로부터 미분가능하고 
아래로 볼록한 함수의 최솟값을 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

문항 2- 예시답안

1-2.

 가 임의의 두 점이므로   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라 하자. 

먼저 ≠인 임의의 ∈  에 대하여 

         
 

≤
 

              (식1) 

임을 보이자.                               

(i)      일 때, ≤
 

 가 성립함을 보이자. 

    
 

 라 하면     
 

 ,    
 

  

이고 문제1.1의 부등식에 의하여

≤  
   

      
 

이다. 따라서     이므로 ≤
 

 이다.     

(ii)     일 때, ≤
 

 또한 성립함을 보이자.

     에 대하여  
 

 라 하면     이고 (i)과 같은 계산과정을 반복하면, 



 
≤

 
  이 성립되어 ≤

 
 이다.  

(i) (ii)에 의해 (식1)이 성립한다.

함수 가 열린구간  에서 미분가능함으로 제시문(다)와 (식1)에 의하여 극한값

 lim
→
 ′≤

 
  이다. 

그러므로 ≥  ′   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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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연계열 2
[부산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þ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수학) / 문제 2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수학Ⅰ
핵심개념 및 용어 수열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험시간 100분 중 35분

문항 및 제시문

【문항 2】

  

[문제] 개의 세포  로부터 시작한 성장모델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의 개수를  이라 하

고,  의 개수와  의 개수,  의 개수의 합을 이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1. 의 값을 구하시오. (15점)

 2-2.    은 짝수일 때, 상수     의 값을 구하시오. (20점)

[제시문] 
생물 세포의 성장을 모방하여 성장모델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다.
성장모델에서 각각의 세포는 매 단계마다 아래의 규칙들을 따라 분열하거나 바뀐다.

아래 규칙에서  ,  ,  ,  는 각각 한 개의 세포를 나타낸다.

  [규칙 1] 세포  는 <그림 1>과 같이 5개의 세포  ,  ,  ,  ,  로 분열한다.

  [규칙 2] 세포  는 <그림 2>와 같이 세포 로 바뀐다.

  [규칙 3] 세포  는 <그림 3>과 같이 2개의 세포  ,  로 분열한다.

  [규칙 4] 세포  는 <그림 4>와 같이 더 이상 분열하지도, 바뀌지도 않는다.

  → 

 

  →    →     →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다음은 세포  의 성장과정을 규칙에 따라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나타낸 것이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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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의도  
본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중 수열과 점화관계에 대한 문항이며, 그 중 패턴이나 규칙성의 개념을 자

연 현상에 적용하는 모델링을 제시하고, 주어진 모델에서 나타나는 패턴이나 규칙성을 타당하게 추론하

여 그 결과를 귀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1. 제시문

적용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성취기준

- 교육과정문서 (60쪽)

[수학1] ㈐ 수열 -  수학적 귀납법

①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해한다.

②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이해한다.

③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자연수 에 관하여 참인 명제를 증명할 수 있다.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Ⅰ 김수환 ㈜교학사 2013

2. 문항

(1) 문항 1

문항 1- 문항

[문제] 개의 세포  로부터 시작한 성장모델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의 개수를  이라 하

고,  의 개수와  의 개수,  의 개수의 합을 이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1. 의 값을 구하시오. (15점)

문항 1- 출제의도 및 해설  

제시문에서 주어진 모델에서 나타나는 규칙성을 타당하게 추론하고, 구체적으로 주어진 항에 대한 값을 

규칙성을 반복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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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 예시답안

2-1.

  이고, [단계]의 세포 가 [규칙 1]에 의하여

[ 단계]에서 그 개수가 3배로 분열되므로   
 이다.

또,   을 구하기 위해

[ 단계]에서의 

  ① 세포  는

     [단계]에서의  가 성장하여 새롭게 나타나는  와 ………… ◯ⅰ
                    가 성장하여 새롭게 나타나는   …………… ◯ⅱ
  ② 세포  는

     [단계]에서의  가 바뀌어 나타나는  ………………………… ◯ⅲ
  ③ 세포  는

     [단계]에서의  가 성장하여 새롭게 나타나는  와 ………… ◯ⅳ
                    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는  ……………… ◯ⅴ
이므로    ◯ⅰ◯ⅱ◯ⅲ◯ⅳ◯ⅴ 이다.

◯ⅰ   , ◯ⅲ◯ⅳ◯ⅴ  이고, ◯ⅱ  [ 단계]에서의  의 개수       이므로 

                             ≥  ………… (*)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을 식 (*)에 차례로 적용하여 구하면

  이다.

(2) 문항 2

문항 2- 문항

[문제] 개의 세포  로부터 시작한 성장모델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의 개수를  이라 하

고,  의 개수와  의 개수,  의 개수의 합을 이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2.    은 짝수일 때, 상수     의 값을 구하시오. (20점)

문항 2- 출제의도 및 해설  

문항 [2-1]에서 추론한 규칙성을 이용하여 규칙성에서 나타난 2개의 수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두 

수열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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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2- 예시답안

2-2.

            ≥ 에서 이 짝수일 때의 관계식을 구하기 위해

[방법 1]

    (는 자연수)일 때

          이고    이므로

에 차례로    ⋯ 를 대입하면

       










        
           

⋮
     

⇒          ⋯   ……… (**) 이다. 

  
 이므로 식 (**)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  

    

 

이고,

같은 방법으로    (는 자연수)일 때는

    

 이다.

[방법 2]

   (는 자연수)일 때

       이고    이므로

에 차례로   ⋯ 를 대입하면

    










        
          

⋮
     

⇒       ⋯    ……… (**) 이다.  

  
 이므로 식 (**)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  

  

 

이고,

같은 방법으로     (는 자연수)일 때는

     

 이다.

[방법 1] 또는 [방법 2]에 의하여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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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다. 따라서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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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연계열 3
[부산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þ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수학) / 문제 3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기하와 벡터

핵심개념 및 용어 벡터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험시간 100분 중 40분

문항 및 제시문

【문항 3】

[문제] 좌표공간에서 원점 O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구 위의 두 점 N   과 

E   에 대하여, 점 N과의 사이각이 


인 구 위의 점들 중에서 좌표가 가장 큰 

점을 P이라고 하고, 점 E와의 사이각이 


인 구 위의 점들 중에서 좌표가 가장 

큰 점을 Q이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1. 두 점 P과 Q의 좌표를 각각 구하시오. (10점)

3-2. 점 P는 P에서 출발하여 축을 회전축으로 하여 일정한 각속도  (  )로 한 바퀴 회

전하고, 점 Q는 Q에서 출발하여 축을 회전축으로 하여 점 P와 같은 각속도로 한 바퀴 회

전한다. 움직이고 있는 두 점 P와 Q의 사이각의 크기의 최솟값을 라 할 때, cos의 

값을 구하시오. ( 단, P와 Q는 동시에 출발하고, 점 P는 출발할 때  좌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점 Q는 출발할 때  좌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25점)

[제시문] 
 

(가) 두 벡터 
     과 

      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 ≤  )

라고 할 때,

    
·         

  cos 
    이다.

(나) 좌표공간에서 원점 O  이 중심인 구 위의 임의의 두 점 A, B에 대하여 두 벡터 

OA , 
OB가

    이루는 각을 두 점 A와 B의 사이각이라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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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의도  
본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공간좌표, 벡터의 내적, 삼각함수 등에 관한 단원과 연계하여 출제하였으
며 문항별 분석은 다음과 같다.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1. 제시문

적용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성취기준

- 교육과정문서 (92쪽)

[기하와벡터] ㈐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  공간좌표

① 좌표공간에서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② 좌표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③ 좌표공간에서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④ 구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 교육과정문서 (92쪽)

[기하와벡터] ㈑ 벡터 -  벡터의 내적

① 두 벡터의 내적의 뜻을 알고, 이를 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고등학교 교과서 기하와벡터 유희찬 ㈜미래엔 2013

2. 문항

(1) 문항 1

문항 1- 문항

[문제] 좌표공간에서 원점 O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구 위의 두 점 N   과 

E   에 대하여, 점 N과의 사이각이 


인 구 위의 점들 중에서 좌표가 가장 큰 

점을 P이라고 하고, 점 E와의 사이각이 


인 구 위의 점들 중에서 좌표가 가장 

큰 점을 Q이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1. 두 점 P과 Q의 좌표를 각각 구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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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 출제의도 및 해설  

공간좌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에서 제시한 구 위의 두 점 사이의 사이각의 정의를 이해

하고 문제에서 제시한 상황에 맞는 점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문항 1- 예시답안

3-1.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구를 라 하자.

구 위의 임의의 점을 P    라 놓고, 제시문 (나)에 의해 두 점 N , P사이의 사이각이 

이므로  

ON과 OP  내적하면 OP·ON  OP ON cos
  이고, OP   ON   이므로,  


이다.       

점 P 는 구  를 평면  


으로 절단하여 평면  


 위에 놓인 원     


에서 좌표가 

큰 점이다.   따라서 P 의 좌표는 

 

 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 Q 의 좌표는 


이다.   

점 Q 는 평면  


 위의 놓인 원     


에서 좌표가 가장 큰 점이므로 

Q   

 


 이다.          

(2) 문항 2

문항 2- 문항

[문제] 좌표공간에서 원점 O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구 위의 두 점 N   과 

E   에 대하여, 점 N과의 사이각이 


인 구 위의 점들 중에서 좌표가 가장 큰 

점을 P이라고 하고, 점 E와의 사이각이 


인 구 위의 점들 중에서 좌표가 가장 

큰 점을 Q이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2. 점 P는 P에서 출발하여 축을 회전축으로 하여 일정한 각속도  (  )로 한 바퀴 회

전하고, 점 Q는 Q에서 출발하여 축을 회전축으로 하여 점 P와 같은 각속도로 한 바퀴 회

전한다. 움직이고 있는 두 점 P와 Q의 사이각의 크기의 최솟값을 라 할 때, cos의 

값을 구하시오. ( 단, P와 Q는 동시에 출발하고, 점 P는 출발할 때  좌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점 Q는 출발할 때  좌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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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2- 출제의도 및 해설  

본 문항에서는 좌표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운동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구하고 제시문 (가)에서 제시한 

내적의 정의로부터 사이각의 기하학적 의미를 파악하고 그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삼각함수 

방정식을 풀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문항 2- 예시답안

3-2.

점 P는 P 

 

 에서  축을 회전축으로 하여 좌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정한 각속도  (양수

인 상수)로 한 바퀴 회전하므로 시각 에서의 위치는

P   
 cos

 sin 
 이다.  (단, P   P  )    

점 Q는 Q 

 


 에서   축을 회전축으로 하여 좌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각속도 로 한 바퀴 

회전하므로 시각 에서의 위치는

Q   



 cos
 sin 이다. (단, Q   Q )     

움직이고 있는 두 점 P , Q의 사이각을  ≤ ≤ 라 하자. 

cos는 구간  ≤  ≤ 에서 감소함수이므로 사이각 의 크기의 최솟값 에 대한 cos을 구하기 위해 

cos 의 최댓값을 구하면 된다.         

OP ·OQ  OP OQ cos   cos 이고,  OP   OQ    이므로

cos  OP ·OQ  

cos sin cos sin 의 최댓값을 구하자.  

cos sin   라 놓으면, ≤  ≤이고 cossin  
  

이다. 

구간 ≤  ≤에서 
  

   의 최댓값은 


이므로

구하는 cos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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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학계열 1 

[부산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þ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의학계(수학) / 문제 1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기하와 벡터

핵심개념 및 용어 공간도형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험시간 100분 중 30분

문항 및 제시문

【문항 1】

 

[문제] 아래 그림의 육면체 PABCD가 (1)~(6)의 성질들을 가진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삼수선의 정리) 평면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와 평면  위에 있는 직선  , 직선  위
에 있는 한 점 H, 평면  위에 있으면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O에 대하여 아래의 
사실이 성립한다.

       (1) PO⊥, OH⊥이면 PH⊥이다.

       (2) PO⊥, PH⊥이면 OH⊥이다.

       (3) PH⊥ , OH⊥ , PO⊥OH 이면 PO⊥이다.

 (1) 점 P는 세 점 A  B 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2) PD는 평면 ACD 에 수직이다.

 (3) ∠ABC는 직각이다. 

 (4) 네 점 ACEF는 한 평면  위에 놓여 있다.

 (5) 직각삼각형 ABC와 삼각형 ACD가 평면 와 

    이루는 각은 각각 


와 


이다.

 (6) BE와 DF는 모두 평면 에 수직이다.



- 39 -

1-1. 삼각형 ABC의 넓이를  라 할 때, 부등식  ≤ 
AC 

가 성립함을 보이시오. (10점) 

1-2. 점 B에서 AC에 이르는 거리를  , 점 P에서 AC에 이르는 거리를 라 하자. 사면체 

PABC와 사면체 PACD의 부피가 같다고 할 때,  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25점)

출제 의도  
제시문에서 고등학교 기하와 벡터 교과서에서 다루는 삼수선의 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공간도형
에서의 기본적인 성질과 문제해결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1. 제시문

적용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성취기준

- 교육과정문서 (92쪽)
[기하와벡터] ㈐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  공간도형

①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 관한 간단한 증명을 할
수 있다. 

② 삼수선의 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정사영의 뜻을 알고, 이를 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고등학교 교과서 기하와벡터 정상권 ㈜금성출판사 2013

2. 문항

(1) 문항 1

문항 1- 문항

[문제] 아래 그림의 육면체 PABCD가 (1)~(6)의 성질들을 가진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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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삼각형 ABC의 넓이를  라 할 때, 부등식  ≤ 
AC 

가 성

립함을 보이시오. (10점) 

문항 1- 출제의도 및 해설  

공간상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이해하여 기본적인 개념을 적용 할 수 있는지 또는 원에 내접하는 직
각삼각형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문항 1- 예시답안

1-1.

∆ABC 가 직각삼각형이므로 AC의 중점을 M , 점 B 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라 하면 

점 M 은 ∆ABC의 외심이므로 BH ≤ BM  AM 이 된다. 

그러므로 S  
 AC ·BH ≤ 

 AC ·BM 이고, BM  

 AC 이므로 대입하면

S ≤ 
 AC · 

 AC 가 되고 따라서 S ≤ 
AC 이다.  

(2) 문항 2

문항 2- 문항

[문제] 아래 그림의 육면체 PABCD가 (1)~(6)의 성질들을 가진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점 P는 세 점 A  B 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2) PD는 평면 ACD 에 수직이다.
 (3) ∠ABC는 직각이다. 
 (4) 네 점 ACEF는 한 평면  위에 놓여 있다.
 (5) 직각삼각형 ABC와 삼각형 ACD가 평면 와 
    이루는 각은 각각 


와 


이다.

 (6) BE와 DF는 모두 평면 에 수직이다.

 (1) 점 P는 세 점 A  B 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2) PD는 평면 ACD 에 수직이다.

 (3) ∠ABC는 직각이다. 

 (4) 네 점 ACEF는 한 평면  위에 놓여 있다.

 (5) 직각삼각형 ABC와 삼각형 ACD가 평면 와 

    이루는 각은 각각 


와 


이다.

 (6) BE와 DF는 모두 평면 에 수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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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점 B에서 AC에 이르는 거리를  , 점 P에서 AC에 이르는 거리를 라 하자. 사면체 

PABC와 사면체 PACD의 부피가 같다고 할 때,  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25점)

문항 2- 출제의도 및 해설  

삼수선의 정리를 잘 이해하여 이를 응용하여 문제에 적용시키고, 공간도형에서 두 평면들의 위치관계를 파
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문항 2- 예시답안

1-2.

AC 의 중점을 M 이라 하면 사면체 PABC 에서

PA PB PC , ∆ABC가 직각삼각형이므로 [그림1]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 

∆PAM  ∆PBM  ∆PCM 에서

점 M 은 ∆ABC의 외심이므로 AM BM CM 이고, PM 은 공통이다.

따라서 ∆PAM ≡ ∆PBM ≡ ∆PCM 이 된다. 그러므로 ∠PMB  

이다. 

PM⊥AM , PM⊥BM 이므로 PM⊥ 평면 ABC 이다.

그러므로 PM 은 사면체 PABC 의 높이이다.

주어진 육면체의 성질(5)에서 평면 ABC와 평면 ACD가 평면 와 이루는 이면각이 

각각 

와 


이므로 평면 PAC와 평면 DAC가 이루는 이면각은 


이다. 

주어진 제시문의 삼수선정리 (2)를 활용하면 

PM⊥AC , PD⊥ 평면ACD 이므로 ∠CMD  

이다.

∠PMD  


이므로 ∆PMD는 PD  MD 인 직각이등변삼각형임을 알 수 있다.

[그림2]에서 PM  이므로 PD  MD  

이다.

사면체 PABC 의 부피를 V  , 사면체 PACD 의 부피를 V 라 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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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AC · , V   

 

·AC ·


 

 이고,

V   V 이므로

구하는  의 관계식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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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학계열 2
[부산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þ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의학계(수학) / 문제 2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수학Ⅱ
핵심개념 및 용어 도함수의 활용, 함수의 극한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험시간 100분 중 30분

문항 및 제시문

【문항 2】

[문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1. 열린 구간   에서 함수 가 미분가능하고 함수 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다고 

할 때, 구간   에 속하는 임의의   (    ) 에 대하여 부등식

 ′≤


≤  ′ 
     가 성립함을 보이시오. (15점)

2-2. 구간 ∞에서 연속이고 구간 ∞에서 미분가능한 함수 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

하고, 모든  ( ) 에서  ′   라고 하자. 아래 <그림 1> 과 같이 두 점 

 와  을 지나는 직선과 곡선    사이의 영역의 넓이를  

라 하고, 아래 <그림 2>와 같이 세 점 A , B , C  를 꼭짓점으로 하

는 삼각형의 넓이를  이라 할 때,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가 성립함을 보이시오. (15

점)  

[제시문]  

(가) 열린 구간   에서 정의된 함수 의 그래프 위에 있는 임의의 두 점 PQ 에 

대하여 PQ 사이에 있는 그래프 부분이 선분 PQ 보다 위쪽에 있으면 함수 

의 그래프는 구간   에서 위로 볼록하다고 한다.

(나) 두 함수  에 대하여 lim
→
  , lim

→
   ( 는 실수)이고, 

를 포함하는 열린구간 내의 모든 에서 ≤ 이면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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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                                <그림2>

출제 의도  
본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도함수의 활용, 함수의 극한 등에 관한 단원과 연계하여 출제하였으며 

문항별 분석은 다음과 같다.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1. 제시문

적용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성취기준

- 교육과정문서 (76쪽)
[수학Ⅱ] ㈑ 함수의 극한과 연속 -  함수의 극한

① 함수의 극한의 뜻을 안다.
② 함수의 극한에 관한 성질을 이해한다.
③ 삼각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④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 교육과정문서 (76쪽)
[수학Ⅱ] ㈒ 미분법 -  도함수의 활용

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② 함수에 대한 평균값의 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이해하고, 이를 판정할 수 있다.
④ 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이해하고, 이를 판정할 수 있다. 
⑤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⑥ 방정식과 부등식에 활용할 수 있다.
⑦ 미분법을 이용하여 속도와 가속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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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Ⅱ 황선욱 신사고 2013

수학Ⅱ 정상권 ㈜금성출판사 2013

2. 문항

(1) 문항 1

문항 1- 문항

2-1. 열린 구간   에서 함수 가 미분가능하고 함수 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다고 

할 때, 구간   에 속하는 임의의   (    ) 에 대하여 부등식

 ′≤


≤  ′ 
     가 성립함을 보이시오. (15점)

문항 1- 출제의도 및 해설  

본 문항은 제시문(가)의 정의를 이용하여, 함수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을 설명할 

수 있는 부등식을 보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분가능성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제시문 (나)에서 제시

한 극한의 성질을 정확히 이용하여 원하는 부등식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문항 1- 예시답안

2-1.

함수   가 위로 볼록하므로, 제시문 (가)에 의하면 에 속하는   일 때,     인 임의의 

에 대하여,

            ≥
 

    ...........................(1)

가 성립한다.  (1)를 이항하여 정리하면,                                             

                                      
 

≤
  

      

가 성립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제시문 (가)에 의하여 에 속하는   일 때,     인 임의의 에 대하여,

            ≥
 

    ...........................(2)

가 성립한다.  (2)를 이항하여 정리하면,                                                          



 
≤

 
 

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1), (2)에 의하면,

                      
 

≤
 

≤
 

 .........(*) 

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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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 에서 미분가능하므로

  ′  lim
→  

 

 와  ′  lim
→  

 

 이 존재하고, (*)와 제시문 (나)에 의하면, 

 ′  lim
→  

 

≤
 

 이고 



 
≤ lim
→  


  
  ′ 이다.     

(2) 문항 2

문항 2- 문항

2-2. 구간 ∞에서 연속이고 구간 ∞에서 미분가능한 함수 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

하고, 모든  ( ) 에서  ′   라고 하자. 아래 <그림 1> 과 같이 두 점 

 와  을 지나는 직선과 곡선    사이의 영역의 넓이를  

라 하고, 아래 <그림 2>와 같이 세 점 A , B , C  를 꼭짓점으로 하

는 삼각형의 넓이를  이라 할 때,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가 성립함을 보이

시오. (15점)     

                                      

                          <그림1>                                <그림2>

           

                           

                

문항 2- 출제의도 및 해설  

본 문항에서는 위로 볼록한 함수의 성질에 관한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문항 [2-1]의 결과가 의미하는 

위로 볼록한 함수의 기하학적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창의적이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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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2- 예시답안

[문항 2-1]에 의하면, 임의의 자연수 에 대하여

                  ′ ≤   ≤  ′≤       ............................ (1)    
가 성립한다.                                                                    

제시문(가)에 의하면 구간  에서 

곡선   은 점과 점  을 지나는 직선보다 위에 있고,       ..............(2)  

[문항 2-1]에 의하면 ≤  ′      이므로,  에서

곡선   은 점  에서의   의 접선 아래에 있고,       ........................(3)

(1)에 의하면 

 ′     ≤         이므로,

          점  에서의   의 접선은 

점   과 점   을 지나는 직선보다 아래에 있다.       ...............................(4)

함수 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므로 (2),(3),(4)에 의하면 

는 점, 점   과 점  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 보다 작

다. .....(5)                                                                                            

한편, 점과 점  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고 점를 지나는

직선을  라 하면 의 방정식은       이다.

직선  와 선분 와 만나는 점을 라 하자.   , 

(1)에 의하면 의 기울기   는 감소한다. 

그러므로, 점  의      는 증가하고,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  ≤⋯≤   이다. 그러므로, 


  

 ∆ 의넓이 ∆의넓이    ..........................(6)       

이다. 

그런데, 점, 점   과 점  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과 삼각형 

  는 합동이므로          ..........................................(7)

                                                                      

(5),(7)에 의하면, 위 그림과 같이  ≤∆  의 넓이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6)에 의하면, 
  



 ≤ 
  

 ∆ 의넓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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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의학계열 3
[부산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þ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의학계(수학) / 문제 3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수학Ⅰ, 수학Ⅱ, 적분과 통계

핵심개념 및 용어 수열, 함수의 극한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험시간 100분 중 40분

문항 및 제시문

【문항 3】

[문제] 모든 실수  (≥ ) 에 대하여   ⋯   ⋯ 를 귀납적으로

          
 ln         



   

       로 정의하고,         ⋯ 이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1. 와  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15점)

 3-2. lim
→∞
ln 


의 값을 구하시오. (20점)

[제시문]  

(가) 수열 에 대하여  으로 정해지는 수열 을 의 계차수열이

라 한다.    

(나) 수열 에 대하여 첫째항과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

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 한다. 예를 들면, 수열 에 대한 귀납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다) 임의의 실수   에 대하여






   ln  
 


 


 ln 


         ⋯ 

이 성립한다.

(라) 등식 lim
 → ∞











ln 
 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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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의도  
본 문항은 수학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학습내용 중 하나인 패턴의 규칙성 개념을 이용하여 주어진 문제

에서 그 규칙성을 수학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고 제시문에 제시된 수식으로부터 일반항을 

구하고 그 극한값을 구하는 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1. 제시문

적용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성취기준

- 교육과정문서 (60~61쪽)

[수학Ⅰ] ㈐ 수열 -  수학적 귀납법

①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해한다.

②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이해한다.

③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자연수 에 관하여 참인 명제를 증명할 수

있다.

㈑ 수열의 극한 -  무한수열의 극한

① 무한수열의 수렴, 발산의 뜻을 알고, 이를 판별할 수 있다.

② 무한수열의 극한에 관한 기본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극한값

을 구할 수 있다.

③ 무한등비수열의 뜻을 알고, 그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 교육과정문서 (76쪽)

[수학Ⅱ] ㈑ 함수의 극한과 연속 -  함수의 극한

① 함수의 극한의 뜻을 안다.

② 함수의 극한에 관한 성질을 이해한다.

③ 삼각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④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Ⅰ 황석근 ㈜교학사 2013

적분과통계 김수환 ㈜교학사 2013

수학Ⅰ 윤재한 더덱스트 2013

수학Ⅱ 정상권 ㈜금성출판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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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항

(1) 문항 1

문항 1- 문항

[문제] 모든 실수  (≥ ) 에 대하여   ⋯   ⋯ 를 귀납적으로

          
 ln         



   

       로 정의하고,         ⋯ 이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1. 와  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15점)

문항 1- 출제의도 및 해설  

제시문을 이용하여 규칙성을 파악하고 파악된 사실로부터 수열의 문제임을 이해하여 구체적으로 주어진 

항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문항 1- 예시답안

3-1.

 와 를 구하기 위하여    을 구하여보자.

제시문 (다)에서         을 대입하면

  











   


 

  

 ln


    식

가 된다. 그러므로       
  


이다. 

식의 결과로부터 제시문 (다)에서      

   


을 대입하면 

  











   


 

  

 

· 

 
 ln 


   

가 된다. 그러므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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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항 2

문항 2- 문항

[문제] 모든 실수  (≥ ) 에 대하여   ⋯   ⋯ 를 귀납적으로

          
 ln         



   

       로 정의하고,         ⋯ 이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2. lim
→∞
ln 


의 값을 구하시오. (20점)

문항 2- 출제의도 및 해설  

문항 [3-1]에서 추론한 규칙성 및 귀납적 정의를 이용하여 점화관계를 구한 후 수열의 극한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문항 2- 예시답안

3-2.

자연수     ⋯에 대하여

           

    ln           식
라 하자. 제시문 (다)에 의해             

   











   

 
   

 
 ln    식     

가 된다. 식의  항은 

       

        ln     식
이다. 식와 식으로부터    ,  ln의 계수를 비교하여

   


,   ,

  
   

 





,        

인 수열을 얻는다. 먼저 제시문 (나)에 설명한 귀납적 정의로 주어진 수열 의 일반항을 구하면 

  


     

이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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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따라서 

      

 
×






×


    식

     

이 된다. ln 


을 계산하기 위하여 우선 을 편의상   라 하자.            

문항 3-1 로부터 얻은 식의    


×


의 양변에  을 곱하면

    


,          

를 얻는다. 이는 제시문 (가)에 설명한 계차수열이 되고 이 계차수열의 일반항은

   

  

  


 

  



 

⋯


 



 

⋯ 



 
  






     ⋯ 

      

이다.  따라서

lim
→∞
ln 


 lim
→∞
ln 

 lim
→∞
ln  
  

 lim
→∞
ln  
 

  





 
이다. 제시문 (라)에 의하여 lim

 → ∞



  






ln  
 이므로

lim
→∞
ln 


 lim
→∞
ln  
 

  




 

 lim
→∞




  






ln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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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외국민 논술
[부산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재외국민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공통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한국지리

핵심개념 및 용어 고령화사회, 노인

예상 소요 시간 60분

문항 및 제시문

【질문】
  제시문을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초고령 사회로의 전환을 눈앞에 둔 오늘날, 우리나라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회 문제 
세 가지를 꼽되, 이 세 가지를 선택한 까닭을 쓰고 각각에 걸맞은 해법을 제시하시오.

< 제시문 >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다. 고령화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세분된다.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명 
중 한 명이 노인인 ‘고령화 사회’에 해당한다. 그런데 2030년쯤에는 인구 4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비하고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다 현실적
인 해결방안 모색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출제 의도  
우리나라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인 여러 가지 인구 문제 중 고령화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고 고령

화 문제로 야기되는 사회문제 및 그 해법을 찾아 봄으로써 국가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 본다.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한국지리 관련
성취기준 ⑻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제시문

- 54 -

2.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관련 자료

한국지리 김주환 외 5명 교학사 2012 문제

문항 해설

고령화 사회의 개념과 실태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며 고령화로 야기되는 사회전반의 문제와

그 대책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예시 답안

초고령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야기 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는 첫째 청·장년층의 부양부담 증가,

둘째 취업구조의 고령화와 경제 활동 참가율 하락, 셋째 질병이나 빈곤, 소외 등의 노인 문제 발생

이 있다.

노인증가로 인한 복지정책 확대 및 사회보장 수요의 증가가 결국 청·장년층의 부양 부담 증가를

가져 올 것이며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연금 제도의 개선이 있다. 노령연금의 지급률을 높이고 연

금의 중복 수령을 가능하게 하여 노인 스스로 경제적 생활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취업 구조의 고령화로 야기되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노인의 경제 활동 참여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노인 일자리 사

업의 다양화 및 안정화가 마련되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령화로 인한 노인문제는 노인 관련 산업의 발달과 연계하여 의료, 레저, 주거 산업

등 실버산업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노인의 의료 혜택을 확대하고 노인 요양보장제도 등을 도입하

여 질병과 빈곤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하지만 고령화사회를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정부차원의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현실적인 제도 마련 및 환경 조성을 통해 출산률을 높이는

것이 향후 초고령화 사회로 야기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토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인 여러 가지 인구 문제(저출산 고령화,

외국인 근로자 유입 등)와 공간적 불평등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자질

을 기르고, 국토 공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①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파악하고,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

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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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면접문항 예시

1. 수시모집 - 지역인재전형
 <예시1> - 의예과

  
1)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적용되고 있는 분야를 아는 대로 설명하시오.
2) 자신이 개발하고 싶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 설명하시오.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소위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IT전문 시장조사기관인 
IDC에 의하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2013년 214억불에서 2017년 
180억불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시장
은 이미 성숙기에 진입한 상태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성장률이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스마트폰 이후를 대비한 차세대 디바이스 분야에 대
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는 사람의 신체에 부착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다양한 형태
의 장치들을 지칭하며 휴대성, 사용편의성, 환경적응성 측면에서 기존의 스
마트폰과 같은 디바이스와는 차별화되는 탁월한 기능을 제공한다.

 <예시2> -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발달해 가는 과정입니다. 신체적으로는 성

장 발달이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는 시기이며, 심리변화로 인한 불안/우울, 과

민, 긴장, 양가감정 등과 같은 급격한 정서적 혼동을 겪게 됩니다. 또한, 청소

년들은 부모, 학교, 사회에 대한 의존적 태도나 보호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대

인관계를 이루고자 하며, 선택적인 교우관계와 연대의식을 형성하게 되고, 사

회갈등과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적절한 대처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본인의 중고등학교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청소년기의 문제에 대하여 한의학

적으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영역들과 각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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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시모집
1) 수능전형Ⅰ(사범대학)
<예시1>

<예시2>

2) 수능전형Ⅱ(의학계열)
<예시1>

 매년 우리나라에서는 3,000명 이상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어 의사 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의 증가는 미미하여 미래에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가 예상 됩니다. 
 또한, 저수가의 의료보험시스템에 의해 도산하는 개인 병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문과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당신이 의사가 된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진
로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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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능전형Ⅱ(의학계열)
<예시2>

위 그림은 영국의 유명 화가 Sir Luke Fildes (1843-1927)가 그린 “The Doctor"라는 

1887년 작품이다.  

1) 스토리 : 이 그림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 메시지 : 당신의 이야기가 전하고자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 

3. 재외국민전형 : ‘ 자기소개 및 수학계획서’를 통한 지원동기 및 전공적합성 확인 면접
 <자기소개 및 수학계획서> 양식

자기소개 및 수학계획서

지원학과(부)
수험번호
생년월일

성  명 한글 영어

자기
소개 

<작성내용> 성장 배경, 성격, 학교 생활, 지원 동기, 취미 및 특기 등을 기재

수학
계획 <작성내용> 입학 시 수학, 생활 계획 및 장래 희망 등을 기재
※ A4용지 기준 워드프로세서 또는 자필로 작성하되, 부족한 경우는 별지 사용  

(1~2장)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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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로 야기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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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술고사 개선 노력

 ○ 2016학년도 논술전형 인원축소(약 64명) 및 지역인재전형Ⅰ 폐지

구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전형명 논술
반영점수

모집인원
(명) 전형명 논술

반영점수
모집인원

(명)

논술포함
전형

논술전형 80점 854 논술전형 80점 814

지역인재전형Ⅰ 80점  24 지역인재전형Ⅰ 폐지

합계 878 814

< 2015~2016학년도 논술 실시 전형 비교 >

 ○ 2016학년도 논술고사 문제 유형 변경 
 - 논술고사 응시생의 사교육 유발 감소 및 학업부담 완화
 - 인문계열 영어지문 폐지, 자연계열 수학과목만 시행

계열
2015학년도 2016학년도

과목명 반영 과목명 반영
인문
계열 국어, 영어, 사회 필수 국어, 사회 필수

자연
계열

수학 필수 수학 필수

과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택1 과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폐지

< 2015~2016학년도 계열별 응시 과목 비교 >

○ 논술고사 대부분의 제시문이 교과서를 활용하였으며, 문제수준 역시 고등

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를 넘지 않았음.

○ 투명한 논술고사 운영을 통한 선행학습 완화 노력

  - 논술관련 자료공개 및 모의논술운영, 논술가이드북 제작 ․ 배포

  - 현직 교사를 활용한 논술위원회 운영 및 논술문항 연구

 ○ 대학입학 전형 공교육 연계지표 전년대비 0.7%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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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전형명
논술

반영점수
모집인원

(명)
전형명

논술
반영점수

모집인원
(명)

논술포함
전형

논술전형 80점 854 논술전형 80점 814

지역인재전형Ⅰ 80점  24 - - -

합계 878 814
전체모집

인원 4,450 4,309

공교육 
연계지표 84.2% 84.9%

< 2015~2016학년도 논술 실시 전형 비교 >

4. 면접고사 관련 (붙임 2 참고)

 ○ 우리대학의 면접고사의 경우 교과지식과 관련이 없는 인성 및 적성확인 

면접 실시함

 ○ 수시 지역인재전형 : 서류검증 및 창의성, 독창성 관련 질문
 ○ 정시 수능Ⅰ,Ⅱ : 사범대학 교직적성 면접 및 의학계열 인성, 창의성 질문
     ⇒ 면접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력이 낮음

《 공교육 연계지표 산출식 》

정원 외 포함 전체 모집인원
정원 외 포함 전체 모집인원∑전형별 모집인원×논술반영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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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대학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노력

1. 대입 논술전형 개선 노력

 ○ 논술전형 모집인원 점진적 축소

  - 2015학년도(854명) ⇒ 2016학년도(814명) ⇒ 2017학년도(798명)

 ○ 논술 점수 반영 비율 축소 및 학생부 성적 반영 증대

  -2015~16학년도(논술 80% + 학생부 20%) 

   ⇒ 2017학년도(논술70% + 학생부 30%)

2. 면접고사 개선 노력

 ○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인․적성 중심의 면접고사 현행 유지 필요 

 ○ 면접고사 정보 제공 및 자료 제공 기회 확대

  - 면접고사 문항 홈페이지 공개를 통한 수험생 부담 완화 

  - 모집요강 제작 시 면접고사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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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부산대학교 입학전형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안)

제정 2015. 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 교육과정에 앞

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

  2. “영향평가”(이하“평가”라 한다)란 대학 입학전형에서 실시되는 「공교육 정상

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10조①항의 대학별 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능)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

행한다.

  1. 입학전형 선행학습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실시 

  2. 선행학습과 관련한 입학전형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

  3. 그 밖에 선행학습영향평가와 관련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입학본부장, 입학부본부장, 입학과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입학본부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임명(위촉)직 위원은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및 외부의 고교교육과정 전문가, 고교

교사, 학부모 중에서 총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원 3분의 1이상은 외부 인사로 위촉한

다.

  ③ 임명(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신규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실무를 위해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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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6조(비밀유지) 위원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나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평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7조(평가 시기) 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시기는 대학 사정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서 정한다.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 위원회는 평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학본부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의 활용 및 공개) 총장은 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할 계

획을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