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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1.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과 각 문항별 해당 교과는 다음 <표 Ⅰ-1>과 같다.

<표 Ⅰ-1>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및 각 문항별 해당 교과

평가대상 입학전형 계열

교과

교과 외 계인문

사회
수학

과학

기타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논술 등 

필답고사

수시 일반전형

인문계열 1 1 - - - - - - 2

자연계열 - 5
5 7 6 5

- - 10~12
4개 과목 중 1개 과목 선택

수시 특별전형(국제인재) 국제학부 1 - - - - - - - 1

면접‧
구술고사

수시 학교장추천전형

인

문

오전 3 - - - - - - - 3

오후 3 - - - - - - - 3

자

연

오전 - - 1 1 2 4

오후 - 1 1 - 1 3

수시 융합형인재전형

인

문

오전 4 - - - - - - - 4

오후 4 - - - - - - - 4

자

연

오전 4 - - 4

오후 4 - 1 5

수시 특별전형(국제인재)

인

문

오전 3 - - - - - - - 3

오후 3 - - - - - - - 3

국제학부 3 - - - - - - - 3

수시 특별전형(과학인재)
자

연

오전 - 2 - - - - - 1 3

오후 - 2 - - - - - 1 3

수시 특별전형(체육인재) 체능계열 - - - - - - - ㅇ

수시 기회균등특별전형 계열공통 - - - - - - - ㅇ

정시 기회균등특별전형 계열공통 - - - - - - - ㅇ

수시 일반전형 자연계 논술 중 수학 교과는 필수이며, 과학 교과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예․체능 실기고사는 적용 배제 대상이며, 교과 지식과 관련 없는 인성면접은 ‘교

과 외’ 항목으로 표기하였고 전형별 대표문항은 보고서의 <부록 1>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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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항 분석 결과 요약

각 전형별 문항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표 Ⅰ-2>과 같다. 

<표 Ⅰ-2> 문항 분석 결과 요약표

평가대상 입학전형 계열 문항번호 고등학교 과목명
교육과정

준수 여부

논술 등 

필답고사

수시 일반전형

인문계열
1 윤리와 사상, 법과 정치 ㅇ

2 경제, 수학 ㅇ

자연계열

수학 1~5 수학Ⅰ, 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ㅇ

물리 1~5 물리Ⅰ, Ⅱ ㅇ

화학 a~g 화학Ⅰ, Ⅱ ㅇ

생명과학 a~f 생명과학Ⅰ, Ⅱ ㅇ

지구과학 a~e 지구과학Ⅰ, Ⅱ ㅇ

수시 특별전형(국제인재) 국제학부 1 생활과 윤리, 사회 ㅇ

면접‧
구술고사

수시 학교장추천전형

인문계열
오전 1~3 세계지리, 한국지리, 사회․문화 ㅇ

오후 1~3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ㅇ

자연계열
오전 1~4 과학, 물리Ⅰ, 독서와 문법Ⅰ, 윤리와 사상 ㅇ

오후 1~3 수학의 활용, 미적분과 통계 기본 ㅇ

수시 융합형인재전형

인문계열
오전 1~4

독서와 문법 I, 화법과 작문 I, 문학 II, 

윤리와 사상
ㅇ

오후 1~4 화법과 작문 I, 독서와 문법 I, 문학 I ㅇ

자연계열
오전 1~4

사회·문화, 생명과학 I, 문학 I, 

(중학교 1학년)수학
ㅇ

오후 1~5 기하와 벡터, 수학 I ㅇ

수시 특별전형(국제인재)
인문계열

오전 1~3 사회․문화 ㅇ

오후 1~3 사회․문화, 사회, 생활과 윤리 ㅇ

국제학부 1~3 생활과 윤리, 사회 ㅇ

수시 특별전형(과학인재) 자연계열
오전 1~3

적분과 통계, 생활과 윤리,

(중학교 1학년)기술․가정, 

(중학교 2학년) 수학 2

ㅇ

오후 1~3 수학Ⅰ, 생활과 윤리 ㅇ

수시 기회균등특별전형 계열공통 -

정시 기회균등특별전형 계열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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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론이란 무엇인가? 현대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한 만큼 정치적 쟁점 또한 복잡하고 다양

하게 나타나고 이런 쟁점들에 대해 개개인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다. 하지만 하나의 쟁점

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비슷한 견해를 갖기도 하는데, 이런 공통된 의견을 여론이라고 한다. 

여론은 찬성과 반대가 균형을 이루기도 하고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정부와 정책 결정자는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론을 정확

히 파악하여 정치에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가 경제 문제라는 점에 대다수 국민이 동의한다면, 정부는 경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듯 민의를 대표해야 하는 정부와 정책 결정자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민주 정치를 

여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에서 여론을 무시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여론에 따라 정치를 하는 일이 늘 쉬운 것은 아니다. 여론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을 파악하는 것인데, 오늘날 여론 조사에 사용되는 과학적 

기법이 잘 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론 조사 결과의 신뢰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

이 되고 있다.

여론의 유동성도 여론 정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정치, 사회, 경제 문제에 대한 국민의 

태도는 그들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과 사건의 영향에 따라서 항상 변한다. 예를 들어 대북 원조 

정책에 대해 호의적인 여론이 우세하다가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나 핵무기 개발 등으로 긴장

3. 대학고사별 분석 결과

가. 논술고사

[고려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모집 일반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항 1~2번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윤리와 사상, 법과 정치, 경제, 수학
핵심개념 및 용어 민주정치, 여론, 공동체, 조세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험시간 100분

문항 및 제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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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분위기가 조성되면 여론은 순식간에 부정적으로 변한다.

특정 쟁점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할 때 어느 쪽 의견을 따라 정책을 결정

할 것인지도 어려운 문제이다. 한쪽의 의견을 선택하여 강제하면 다른 쪽의 반발을 살 것이고, 

이는 사회 갈등을 일으켜 혼란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민주 정치를 구현하려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론

을 수렴하여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대화와 설득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②

직업 정치인이나 어떤 경제적 이익의 대변자, 또는 그 나름의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대중의 의견을 주도하고 조절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들은 정치적 현안에 대한 사람들

의 편견이나 충동, 사적 이해관계 등을 이용할 뿐 아니라 심지어 대중의 의지를 만들기까지 

한다. 우리가 정치 과정의 분석에서 직면하는 것은 대체로 진정한 다수의 일반 의지가 아니라 

그처럼 만들어진 의지이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국민의 의지는 정치적 과정의 산물이지 정치

를 추진하는 힘이 되기 어렵다.

어떤 쟁점에 대한 대중의 의지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상업 광고의 방법에 정확히 대응

된다. 양자는 동일하게 대중의 잠재의식에 접근하려 한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연상을 조성

하는 기법이 동원되며 연상은 덜 합리적일수록 더 효과를 발휘한다. 애매한 비유와 생략

적 화법, 반복적 강조 등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과 결정이 유도된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합리적인 논의와 비판을 일깨우는 위험은 피해야 한다. 그러한 위험을 피하는 정도에 비례

하여 광고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진다.

광고의 기법들은 사적인 생활의 영역을 넘어 공적 영역에서 더 크게 활용된다. 그러나 

최고와 최선을 약속하는 그 어떤 광고도 장기적으로는 상품의 질적 가치를 보장할 수 없는 

것처럼, 정치적 결정의 경우에도 효과적인 보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정치적 결정이 지닌 

효과를 검증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식품의 안전성이나 기능성 의류의 효능은 실험실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적은 비용을 들여서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정치적 결정을 그런 식으로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령 실험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것

이다.

이성에 호소한다고 공언하는 정치 광고는 상업 광고의 술책들을 활용함으로써 타락한

다. 사실과 논증으로 위장되었지만 실제로는 반이성적인 호소들에 대중은 무방비로 노출

될 수 있다. 정치 문제와 관련하여 편견 없는 정보와 논리적으로 정확한 추론을 대중에

게 전달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어렵다. 대중은 그들의 선입관과 연결될 경우에만 정치적

인 정보와 논의를 진지하게 고려한다. 하지만 대중의 선입관조차 가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현실 정치의 논의에 불가피하게 개입한다.

③

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며, 인간의 삶은 사회성과 분리될 수 없

다고 생각한다. 유교 사상에서 ‘나’라는 존재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누구의 부모나 

자식, 혹은 친구와 이웃이라는 관계 맺음을 통해 파악된다.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출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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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자리매김하는 ‘나’는 가족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제대로 파악되기 어렵다. 성장하여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도 ‘나’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회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된다.

이처럼 유교 사상은 다양한 형태의 ‘관계 윤리’를 강조한다. 두 사람 사이의 합당한 

관계를 의미하는 인(仁)을 포함하여, 유교 윤리의 중요 덕목 대부분은 관계 윤리를 강조

한다. 대표적으로 유교에서 강조하는 오륜(五倫)이 바로 이런 관계 윤리를 잘 보여준다. 

오륜은 부모와 자식, 임금과 신하, 남편과 아내, 어른과 아이, 친구 사이의 관계에서 두 

주체 사이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덕목을 제시한 것이고, 상호 간에 지켜

야 할 태도를 제시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륜의 관계 윤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목

해야 할 측면이 있다.

유교에서는 사적 이익보다 공동체의 공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공자가 강조한 인의 

실천 방법으로서 “사욕을 극복하여 진정한 예를 회복함[克己復禮]”이나 유학자들이 자주 

말하는 “공적인 것을 우선시하고 사적인 것을 뒤로 미룬다[先公後私].”라는 말이 유교의 

이런 정신을 잘 보여 준다. 개인보다 공동체의 번영이나 타인과의 합당한 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유교가 공동선을 중시하고, 절제와 겸양의 덕목을 강조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공자가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어버이는 어버이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君君臣臣父父子子].”라고 한 것도 바로 공동체 속에서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정신을 담고 있다. 이는 개인의 덕목 함양과 수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④

한 마을에 총 11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주민들은 각각 0부터 10 사이의 소득을 1씩 

다른 크기로 순차적으로 가지고 있다. 번째 주민의 소득을 로 표기하자. 그러면 첫 번

째 주민의 소득은    , 두 번째 주민의 소득은   , 그리고 11번째 주민의 소득은 

  이다.

(가) 마을 자치회는 소득세를 걷는데, 소득이 인 주민이 의 세율에서 얻게 되는 

만족도는      이다. 단, 은 마을 주민 전체의 평균

소득이며, 는 0과 1 사이의 실수이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세율에 대한 제안이 있으면 각 주

민은 자신의 만족도를 더 크게 하는 세율을 선호한다. 마을 자치회는 과반수의 주민들이 선호

하는 세율을 채택한다. 

(나) 소득세율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해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여론 

조사를 매월 한 번 실시한다. 여론 조사에 응답할 때 번째 주민은 직접적인 만족도

인 뿐만 아니라 지난달 여론 조사에서 그 세율을 선호한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에도 영향을 받는다. 임의의 두 세율 과 에 대해 지난달 여론 조사에서 

을 보다 선호한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라면, 이번 달에 번째 주민이 

을 선호한다고 답할 때 얻는 총 만족도는   이고, 를 선호한다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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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할 때 얻는 총 만족도는    이다. 주민은 여론 조사에서 자신의 총 

만족도를 더 크게 하는 세율을 선호한다고 응답한다. 단, 첫째 달의 값은 임의로 

주어진다.

1. ①, ②, ③을 활용하여, ‘공동체와 여론 형성’에 관해 논술하시오. 

2. ④에 관한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여 답하시오.

1) (가)의 상황에서 소득이 2인 주민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만드는 세율을 구하시오. 

  

2) (가)의 상황에서 두 가지 세율,   과   이 제안되었다고 하자. 어떤 소득 구

간에 속한 주민이   을   보다 선호하게 되는지 설명하시오. 마을 자치회가 

과반수의 여론에 따라 두 가지 세율 중 하나를 결정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지 설

명하시오.

3) (나)의 상황에서   ,   이고 첫째 달의 여론 조사에서 을 보다 선호한다

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이었다고 하자. 둘째 달의 여론 조사에서 을 보다 

선호한다고 답하는 사람들의 비율 ′를 구하시오. 셋째 달의 여론 조사에서 을 보다 

선호한다고 답하는 사람들의 비율 ″를 구하시오. 그 이후 시간이 계속 흐름에 따라 

을 보다 선호한다고 답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설명하시오.

출제 의도  
- 집단 간의 이해가 충돌함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여론이란 이름으로 여

러 주장들이 표출하고 있음. 제시문을 통해 여론의 진정한 의미와 공동체적 가치에 

대해 알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함. 교육과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을 비판적으

로 바라보는 사고력과 추론적・통합적 사고를 평가하고자 함

- 제시문 ④는 언어적 논술을 정확히 해석하고 사회과학적 모형으로 설정한 후 이를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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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
1

⑵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라) 유교 사상의 연원과 전개(16쪽)
유교 사상의 연원과 전개 과정이 시대별로 어떠한 특징을 
보였는지를 이해한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에서 유교 사상이 
어떠한 지역적 전개 양상과 특징을 보였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① 공자, 맹자, 순자를 중심으로 한 선진 유교 사상
② 한대부터 청대까지의 시대별 전개와 특징  
③ 한ㆍ중ㆍ일 삼국에서의 지역적 전개와 특징
 
㈒ 동아시아의 유교 사상(16쪽)
불교, 도교 사상과 다른 유교 사상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한다. 
이를 위해 전근대사회에서 유교 사상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유교 사상이 현대 사회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① 인본주의
② 도덕 지향 
③ 강한 사회성 

제시문
③

과목명: 법과 정치 관련

성취
기준
1

(2)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41~42쪽)
우리나라와 외국 여러 나라의 정부형태, 선거제도, 정당제도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치 현실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민주정치의 
형태와 제도의 방향에 대해서 탐색해 보도록 한다. 동시에 정치 
과정에는 여러 가지 참여주체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고,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또한 바람직한 정치 
참여의 태도를 모색해 보도록 한다.
④ 여론 형성 요인과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의 정치적 기능을 파악한다.
⑤ 현대 민주 정치에서 국민의 정치 참여가 갖는 의의를 

탐색하고, 다양한 정치 참여의 유형을 실제 사례와 관련지어 
파악한다.

제시문
①, ②

성취
기준
2

(1) 민주정치와 법(41쪽)
정치의 의미와 기능, 정치와 법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이념과 유형 및 정치권력 정당성과 법의 
지배에 대한 문제를 고찰해 보도록 한다. 또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호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방안을 찾는다. 
① 정치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치의 기능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탐구한다.
② 정치권력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치권력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한 조건을 탐구한다.

제시문
② 

1. 도덕과 교육과정

2. 사회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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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
기준
1

⑵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50쪽)
가계, 기업 및 정부의 행동 원리를 이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가계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추구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기업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의 생산, 생산 비용의 절감,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또, 정부의 재정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고,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그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⑤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재정 활동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⑥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사회적 인식 및 책임, 문화, 법, 제도 등)을 탐구하고, 
사려 깊은 경제생활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진다.

제시문
④

과목명: 수학 관련

성취
기준
1

(나) 문자와 식 -  이차부등식과 절대부등식(41쪽)
① 부등식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절댓값을 포함한 일차부등식을 풀 수 있다.
③ 이차부등식과 연립이차부등식을 풀 수 있다.
④ 절대부등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간단한 절대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다.

제시문
④

성취
기준
2

(라) 함수 -  이차함수의 활용(43쪽)
①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해한다.
②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해한다.
③ 이차함수와 이차방정식, 이차부등식의 관계를 이해한다.

제시문
④

3. 수학과 교육과정

2. 자료 출처

가. 교과서 내 자료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천재교육 2012 65~66 제시문③ ×

법과 정치 김왕근 외 천재교육 2012 73~74 제시문① ×

나. 교과서 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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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Joseph A. 
Schumpeter

(저),
변상진(역)

한길사 2011 470~472 제시문②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법과 정치 김왕근 외 천재 교육 2012
39~41, 
73~76

제시문② ○

경제
오영수･ 
김진영

㈜교학사 2012 84~98 제시문④ ○

경제
김종호･ 
차조일

도서출판 
씨마스

2012 74~88 제시문④ ○

수학 양승갑 외
㈜금성
출판사

2011
134~145, 
228-239

제시문④ ○

수학 유희찬 외 미래엔 2012
160~166,
282~293

제시문④ ○

문항 해설

- 제시문 ①은 <법과 정치>의 여론과 정치 내용 중 ‘여론 정치와 언론’ 내의 지

문을 활용한 것으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바탕으로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에 대

한 의무, 사익과 공익(공동선)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시문 ②는 현행 교과서 내의 지문을 활용한 것은 아니지만 <법과 정치>에서 여

론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상황에 따라 여론의 유동성이 크며 찬반이 팽팽하게 맞설 

때 어느 쪽 의견을 따라야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교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제

시문의 Joseph A. Schumpeter의 글은 여론 정치가 힘든 이유를 추가적으로 제시한

다는 의미가 있음. 따라서 이 제시문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 있다고 

판단됨

- 제시문 ③은 <윤리와 사상>의 동양과 한국윤리 사상의 일부인 ‘유교 윤리 사

상’ 단원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유교에서 말하는 관계의 윤리는 곧 공동체의 윤

리이며, 추구해야 할 이익은 공적인 이익으로 이러한 공동체의 윤리가 사회에서 

개인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시문 ④는 <경제>의 경제적 상황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선택과 최대의 만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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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함수   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ㄱ)              (ㄴ) 

≤  ′ ≤ 



이때 부등식  ≤  ,  ≤  ,  ≥ ,  ≥ 이 나타내는 영역을 라 한다.

(나) 연속함수   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ㄱ)            (ㄴ) 




  

이때 자연수 에 대하여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얻기 위한 경제적 의사 결정 과정과 연관되는 지문의 내용으로 제시된 문장은 고

등학교 사회, 수학 교육과정 수준이며, 서술형 수학문제를 읽고 수리 모형화 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구성되었음

- 1번 문항에서 수험생들은 여론의 의미와 속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 내

에서의 여론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무엇에 주의해야 하는지 비판적으로 분석

해야 함

- 2번 문항의 첫 번째 상황에서 주민은 자신의 직접적인 만족도에만 근거하여 선호

하는 세율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자신의 직접적인 만족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고려

하여 세율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음. 따라서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하여 해당 

내용을 사회과학적 모형으로 바꾸고 분석해야 함

[고려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모집 일반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수학) / 문항 1~5번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수학Ⅰ,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핵심개념 및 용어
미분, 적분, 부등식, 수열, 함수의 연속, 

조건부확률, 공간도형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험시간 100분 중 50분

문항 및 제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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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가함수   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ㄱ) 함수   는 두 번 미분가능하고, 이계도함수   ″는 연속함수이다.

(ㄴ)   이고    ′  이다.

(ㄷ) 




 ″  이다.
 

(라) 송이와 민준이가 다음과 같은 규칙을 지켜가며 하나의 동전을 반복해서 던진다.

(ㄱ) 송이가 먼저 동전을 던진다.

(ㄴ) 앞면이 나오면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던지고 뒷면이 나오면 다른 사람이 이어서 

던진다.

(ㄷ) 앞면이 번 나오면 동전을 더 이상 던지지 않는다.

단, 은 자연수이다.

(마) 사면체 에 대하여 ∠  ∠  ∠  

이고 

   이다. 삼각형 를 포함하는 평면을 , 삼각형 를 

포함하는 평면을 , 삼각형 를 포함하는 평면을 라 한다. 자연수 에 대하여 

도형 이 아래 성질을 만족한다.

(ㄱ) 은 삼각형  이다.

(ㄴ) 자연수 을 로 나눈 나머지가 이면   은 을 평면  위로 내린 정사영

이다.

(ㄷ) 자연수 을 로 나눈 나머지가 이면   은 을 평면  위로 내린 정사영이

다.

(ㄹ) 자연수 이 짝수이면   은 을 평면  위로 내린 정사영이다.

1. 제시문 (가)에서 영역 가 가질 수 있는 넓이의 최솟값과 최댓값을 구하시오.

2. 제시문 (나)의 수열 에 대하여 무한급수의 합 
  

∞

을 구하시오.

3. 제시문 (다)의 함수   의 역함수를   라 할 때, 적분값 




 를 구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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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교육과정 문서(76쪽)

[수학Ⅱ] - ㈒ 미분법 -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

① 함수의 몫을 미분할 수 있다.

- 교육과정 문서(77쪽)

[수학Ⅱ] - ㈒ 미분법 -  도함수의 활용

③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이해하고, 이를 판정할 수 있다.

④ 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이해하고, 이를 판정할 수 있다. 

적용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교육과정 문서(67쪽)

[수학Ⅱ] - (가) 함수의 극한과 연속 -  함수의 연속(67쪽)

① 함수의 연속의 뜻을 안다.

② 연속함수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4. 제시문 (라)에서 마지막에 동전을 던진 사람이 송이일 확률을 으로 나타내시오. (단, 동

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각각 

이다.)

5. 제시문 (마)에서 의 넓이를 이라 할 때, 무한급수의 합 
  

∞

을 구하시오.

출제 의도  
- 부등식의 영역, 수열, 미분, 적분, 확률 등 고등학교 <수학> 교과 과정에서 중요하

게 다루는 분야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함

- 문제 풀이에 쓰이는 공식을 최소화하여 단순 암기보다는 개념의 이해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학생의 논리적이고 수리적인 분석 능력을 측정하고자 함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1. 제시문 (가)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 Ⅱ 유희찬 외 ㈜ 미래엔 2012 120~127

2. 제시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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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정 문서(83쪽)

[적분과 통계] - (가) 적분법 -  정적분

① 구분구적법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단한 도형의 넓이와 부피를 구할 

수 있다. 

② 정적분의 뜻을 안다. 

③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적분을 구할 수 있

다.

④ 여러 가지 함수의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 교육과정 문서(60쪽)

[수학Ⅰ] - (다) 수열 -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③ 등비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 첫째항부터 제  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

다.

적용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교육과정 문서(76~77쪽)

[수학Ⅱ] - ㈒ 미분법 -  미분계수

① 미분계수의 뜻을 알고,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②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를 안다.

③ 미분가능성과 연속성의 관계를 이해한다.

- 교육과정 문서(77쪽)

[수학Ⅱ] - ㈒ 미분법 -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

⑥ 이계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 교육과정 문서(77쪽)

[수학Ⅱ] - ㈒ 미분법 -  도함수의 활용

③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이해하고, 이를 판정할 수 있다.

- 교육과정 문서(82쪽)

[적분과 통계] - (가) 적분법 -  부정적분

⑥ 치환적분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 Ⅱ 유희찬 외 ㈜ 미래엔 2012 96~105

적분과 통계 유희찬 외 ㈜ 미래엔 2012 36~42

수학 Ⅰ 유희찬 외 ㈜ 미래엔 2012 122~128

3. 제시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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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부분적분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적용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교육과정 문서(84쪽)

[적분과 통계] - (다) 확률 -  조건부확률

① 조건부확률의 뜻을 알고, 이를 구할 수 있다.

② 사건의 독립과 종속의 의미를 이해한다.

③ 확률의 곱셈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적용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교육과정 문서(92쪽)

[기하와 벡터] - ㈐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  공간도형

③ 정사영의 뜻을 알고, 이를 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 Ⅱ 유희찬 외 ㈜ 미래엔 2012

112~119,
158~159,
172~175

적분과 통계 유희찬 외 ㈜ 미래엔 2012 10~18

4. 제시문 (라)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적분과 통계 유희찬 외 ㈜ 미래엔 2012 130~133

5. 제시문 (마)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기하와 벡터 유희찬 외 ㈜ 미래엔 2012 98~100

문항 해설  

- 1번 문항은 <수학Ⅱ>에서 미분의 개념과 <수학>의 부등식 영역에서 넓이의 최적

화를 수학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파악하고자 함

- 2번 문항은 <수학Ⅰ>의 수열, <수학Ⅱ>의 함수의 연속, <적분과 통계>의 정적분을 

무한급수로 연결한 문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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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정한 크기와 방향을 갖는 힘  에 의해 물체가 힘과 같은 방향으로 만큼 이동했

을 때 한 일  는   로 주어진다. 힘과 변위가 서로 반대 방향이면 한 일은 

음수가 된다. 그림 1과 같이 힘이 위치에 따라 변한다면 위치가 에서 로 변하는 

동안 물체에 한 일은 그래프 아래 면적으로 주어진다. 물체에 한 일은 물체의 운동에

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이를 일-에너지 정리로 이해할 수 있다. 

- 3번 문항은 <수학>의 역함수와 <적분과 통계>의 부분적분법과 치환적분법을 적용

하는 수학적인 직관력을 파악할 수 있음

- 4번 문항은 <수학Ⅰ>의 수열, 무한급수, <적분과 통계>의 확률의 직관력과 수학적

인 사고력을 파악하는 문항임

- 5번 문항은 <기하와 벡터>에서 사면체 정사영의 넓이를 무한급수로 융합하는 문

항으로 공간 지각력을 파악할 수 있음

- 1~5번 문항은 모두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 범위 내에 있는 문항으로 충분히 풀

이 가능함

[고려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모집 일반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물리) / 문항 1~5번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물리Ⅰ

핵심개념 및 용어
가속도, 중력, 수직항력, 마찰력, 역학적 에너지 

보존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험시간 100분 중 50분

문항 및 제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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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그림 3 

그림 1

(나) 물체가 수평한 면 위에 놓여 있을 때 면은 물체에 수직항력을 가한다. 물체가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수직항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와 같고 방향은 중력의 방

향과 반대이다. 한편, 물체와 면 사이에는 물체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를 마찰력이라고 한다. 물체가 면에 접촉한 상태로 미끄러지고 있으면 마찰

력은 미끄러지는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작용하고, 그 크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항

력과 접촉면의 성질에 의해 결정되는 마찰계수의 곱으로 주어진다. 

(다) 그림 2와 같이 각각의 질량이 인 세 개의 공을 막대로 고정하여 만든 물체가 탁

자 위에 놓여 있다. 인접한 두 공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이고 고정 막대의 질량은 

무시할 정도로 작다. 이 물체는 탁자 모서리에 설치된 마찰이 없는 도르래를 지나 아

래쪽으로 연결된 줄을 통해 질량이 인 추에 연결되어 있다. 실과 도르래의 질량은 

무시할 만큼 작고, 중력가속도는 이다. 탁자는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면과 마찰계

수가 인 마찰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찰면은 오른쪽 공의 중심에서 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모서리까지 이어져 있다.

움직이지 않도록 물체를 잡고 있던 손을 시간   일 때 놓으면 공들은 탁자 면을 

따라서 회전 없이 미끄러지며 운동한다. 그림 3에서 는 오른쪽 공의 중심이 마찰면

에 진입한 거리이다.

(라) 양쪽 입구의 단면적이 서로 다른 관이 그림 4와 같이 있다. 단면적이 인 좁은 입

구의 위치는   이고   에서 관의 단면적은 로 일정하다. 좁은 입구를 마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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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고 물을 가득 채운 후, 마개를 제거하면 물이 빠져나오기 시작한다. 단면적이 인 

부분에서 수면의 이동 속도 는 마개를 제거한 직후인   에서    이고, 시간 

   일 때 수면이 멈춘다. 를 시간 (     )에 대한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5와 같은 직선이 된다. 물의 밀도는 일정하고, 물과 관 사이에 마찰은 없다고 가정한

다. 중력가속도는 이다. 

그림 4 그림 5

◎ 제시문 (가), (나), (다)를 읽고 다음에 답하시오.

1. 그림 3에서  인 순간 물체의 속력을 구하시오. 

2. 에 따라 물체의 가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논하시오. 

3.   

,   일 때 물체가 멈추게 되는 거리 를 구하시오. 단, 마찰면의 구간이 

충분히 길어 물체가  도르래에 닿기 전에 멈춘다고 하자.

◎ 제시문 (라)를 읽고 다음에 답하시오.

4. 좁은 입구에서 분출된 물이 도달하는 높이가 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논하시오.

5. 단면적이 인 부분에서 수면이 이동하는 동안 관 안쪽의 공기가 공명을 일으키는 현

상을 관찰하였다. 그림 5에 근거하여 수면의 높이 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고, 이를 

이용해 가장 낮은 진동수의 공명을 일으키는 파장이 시간에 따라 어떠한 값으로 측정

되는지 논하시오. 

출제 의도  
- 물리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자연현상 탐구와 일상생활 속 문제 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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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교육과정 문서(11쪽)

 [물리Ⅰ] - (1) 시공간과 우주 - ㈎ 시간, 공간, 운동

① 시간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시간 표준의 의미와 확립과정을 이해

한다. 

② 거리와 위치 측정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알고, 길이 표준의 의미와 확립과정

을 이해한다.

③ 속도, 가속도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1차원 등가속도 운동을 이해

한다.

④ 뉴턴의 운동법칙을 1차원 운동에 적용하고, 스포츠 등에서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의 관계를 이해한다.

⑤ 등가속도 운동에서 일-운동 에너지의 정리를 이해하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

존되기 위해서는 퍼텐셜 에너지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을 안다.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교육과정 문서(11쪽)

 [물리Ⅰ] - (1) 시공간과 우주 - ㈎ 시간, 공간, 운동

① 시간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시간 표준의 의미와 확립과정을 이해

한다. 

② 거리와 위치 측정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알고, 길이 표준의 의미와 확립과정

을 이해한다.

③ 속도, 가속도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1차원 등가속도 운동을 이해

한다.

④ 뉴턴의 운동법칙을 1차원 운동에 적용하고, 스포츠 등에서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의 관계를 이해한다.

⑤ 등가속도 운동에서 일-운동 에너지의 정리를 이해하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물리> 교과 교육과정에 포함된 다양한 현상과 이론

을 폭넓게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1. 제시문 (가), (나), (다)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물리 I 김영민 외 교학사 2012
51~57, 
29~36, 
38~49

2. 제시문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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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되기 위해서는 퍼텐셜 에너지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을 안다. 

- 교육과정 문서(14쪽)

 [물리Ⅰ] - (4) 에너지 - ㈏ 힘과 에너지의 이용

① 지레의 원리를 응용한 힘의 전달을 이해하고, 돌림힘의 정의를 안다.

② 힘과 돌림힘의 평형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③ 유체에서 아르키메데스 법칙과 파스칼 법칙을 이해하고, 실생활과 산업에 

대한 이용을 안다.

④ 베르누이 법칙을 이용하여 양력과 마그누스 힘을 이해하고, 항공기와 구기 

운동에 대한 이용을 안다.

⑤ 열역학 법칙을 정성적으로 이해하고, 열기관의 작동원리와 열효율을 안다.

⑥ 열전달, 물질의 상태변화, 기상현상 등이 에너지의 전환과 이동에 의해 일어

남을 이해한다.

⑦ 전동기, 조명기구, 전열기 등의 작동원리를 이해한다.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물리 I 김영민 외 교학사 2012
29~36, 
329

문항 해설

- 속도와 가속도로 표현되는 물체의 운동은 <물리Ⅰ>의 가장 기초적 현상이며, 이

러한 운동 상태의 변화를 힘과 에너지로 기술하는 것은 고등학교 물리 교육과정

에서 필수적으로 다루는 내용임

- 유체의 흐름을 역학적 운동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과 소리의 공명 현상을 이해

하는 것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으로 교육과정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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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탄소 원자의 수가 4개 이상이 되면 긴 사슬 모양 외에도 가지가 달린 사슬 모양의 

탄화수소가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긴 사슬 모양의 뷰테인을 노말-뷰테인이라고 하

고, 가지가 달린 사슬 모양의 뷰테인을 아이소뷰테인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뷰테인

은 분자식은 같지만 녹는점이나 끓는점과 같은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르다. 이와 같

이 분자식은 같으나 구조가 달라서 성질이 다른 화합물을 구조 이성질체라고 한다. 

탄소 화합물의 구조식에서 탄소-수소의 결합을 생략하고, 탄소와 수소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원자들만 원소 기호로 나타낸 구조식을 결합선 구조식이라고 한다.

[고려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모집 일반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화학) / 문항 (a)~(g)번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화학 Ⅰ,Ⅱ

핵심개념 및 용어
탄소 화합물, 화학반응, 환원평형, 분자, 

화학결합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험시간 100분 중 50분

문항 및 제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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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휴대 전화, 노트북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등에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

수한 리튬 이온 전지가 사용되고 있다. 리튬(Li) 원소는 물과 반응하여 기체 분자 X

를 발생시키고 두 가지의 원자 종류로만 이루어진 고체 분자 Q를 생성한다. 충전된 

리튬배터리는 꺾이거나 구멍이 뚫리게 된 후 물과 접촉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는데, 

이는 리튬이 물과 반응하여 생성된 기체 분자 X가 공기 중에 존재하는 기체 분자 Y

와 격렬히 반응하여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기

기에 내장된 리튬배터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흑연과 다이아몬드처럼 구성 원소는 같지만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홑원소 

물질을 동소체라고 한다. 탄소의 동소체인 흑연과 다이아몬드가 서로 다른 성질을 나

타내는 것은 서로 다른 탄소 결합 구조를 가지기 때문이다.

(a) 포화 탄화수소 헵테인(C7H16) 분자의 모든 구조 이성질체를 결합선 구조식으로 그리

시오.

(b) 리튬(Li)과 물의 화학반응식을 쓰고, 화학반응식에 있는 모든 원자의 산화수를 표시하

시오. 또한 제시문 (나)의 고체 분자 Q 내에서의 원자(이온)들의 전자배치를 각각 쓰시

오.

(c) 0.1 몰의 고체 분자 Q를 1 M의 아세트산(CH3COOH, Ka = ×  ) 수용액 1 리터

(L)에 녹였다. 용액의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이 용액의 pH는 약 얼마인

가? (예를 들어 pH 8~9와 같은 방식으로 pH 구간을 표시하시오.)

(d) 포화 탄화수소 헵테인(C7H16) 분자는 기체 분자 Y와 고온에서 격렬히 반응하여 기체 

분자 Z와 물을 생성한다. 이 반응의 화학반응식을 쓰시오.  

(e) 증류수(pH = 7)를 유리병에 거의 가득 채우고 남은 공간을 기체 분자 Z로 채운 후 병

의 마개를 닫았다. 유리병 속의 기체 분자 Z의 압력은 3 기압 이상이다. 이때, 유리병 

속 용액의 pH가 7보다 작은지, 큰지, 또는 7과 같은지를 결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

시오. 또한 병마개를 열어 놓았을 때, 이 용액의 pH가 대기압 하에서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시오.  

(f) 생석회(CaO)는 기체 분자 Z와 반응하여 고체 화합물 T를 생성한다. 증류수(pH = 7)에 

고체 화합물 T를 최대한 많이 녹여서 얻는 용액의 pH가 7보다 작은지, 큰지, 또는 7

과 같은지를 결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또한 고체 화합물 T는 산성, 염기성 또

는 중성 수용액 중 어디에서 가장 잘 녹는지 예측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g) 기체 분자 Y의 동소체는 대기 중에 존재하며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도달하는 자외선

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 동소체는 무엇인가? 또한 루이스 점전자식과 전자쌍 반

발원리를 이용하여 이 동소체의 분자구조를 예측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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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교육과정 문서(25쪽)
 [화학Ⅰ] - ⑶ 아름다운 분자 세계
① 흑연과 다이아몬드, 풀러렌과 나노 튜브 등의 다양한 분자의 구조를 

이해하고, DNA 이중나선 구조의 특성과 기능을 이해한다.
② 물과 용융 NaCl의 전기분해 비교 등을 통해 화학 결합의 전기적 성질을 

설명할 수 있다.
③ 비활성 기체의 전자 구조를 통해 옥텟 규칙을 이해하고, 옥텟 규칙으로 화학 

결합을 설명할 수 있다. 
④ 간단한 분자들의 루이스 구조를 통해 공유 결합의 성질과 쌍극자 모멘트와 

관련된 결합의 극성을 설명할 수 있다.
⑤ 전자쌍 반발 이론을 통해 분자의 구조를 설명하고, 분자의 극성과 끓는점 

등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분자 구조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⑥ 탄소화합물의 다양성과 구조적 특징을 이해한다.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교육과정 문서(25~26쪽)
 [화학Ⅰ] - ⑷ 닮은꼴 화학반응
① 광합성과 호흡, 철광석의 제련과 철의 부식이 산소에 의한 화학적 산화‧환원 

반응임을 이해한다.
② 질소와 수소의 반응에 의한 암모니아의 합성이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임을 이해한다.

출제 의도  
- 특정분야에 국한시키지 않고 고등학교 <화학> 교육과정 전반에서 언급되는 기본 

개념 및 정의에 대한 이해와 적용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 산염기의 정의 및 평형, 원자모형과 전자배치, 화학 결합, 분자의 구조 등 화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문제

를 출제하였음 

출제근거  
 1. 제시문 (가)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화학 I 노태희 외 천재교육 2012 168~174

2. 제시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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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산화탄소, 물, 메탄, 암모니아에서 화학 결합을 하고 있는 원자들 사이의 
전기 음성도 차이로부터 각 원소의 산화수를 설명할 수 있다.

④ 산과 염기가 원소의 산화와 환원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⑤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을 이해한다. 
⑥ 암모니아, 아미노산, 핵산과 같은 산과 염기의 화학적 특성을 이해한다.
⑦ 확장된 옥텟 규칙으로 DNA에서 인산의 구조와 역할을 설명하고, A, T, G, 

C 염기의 수소 결합을 설명할 수 있다.

- 교육과정 문서(31쪽)
[화학 Ⅱ] - ⑶ 화학 평형
①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화학 평형을 자유 에너지의 변화가 없는 상태로 

설명할 수 있다.
② 가역 반응에서 동적 평형의 상태를 이해하고, 평형 상수를 이용해서 반응의 

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③ 농도, 압력, 온도가 변함에 따라 화학 평형이 이동함을 관찰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④ 고체, 액체, 기체 사이의 동적 평형과 증기압의 의미를 이해하고 온도와 

압력에 따른 물질의 상태를 도표로 나타낼 수 있다.
⑤ 용해 평형에서 용해도를 열역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온도와 압력에 따라 

용해도가 변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⑥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를 설명할 수 있고, 공통이온 효과, 염의 

가수 분해에 의해 만들어진 용액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⑦ 이온화도와 이온화 상수를 이용하여 산과 염기의 상대적 세기를 설명할 수 

있다.
⑧ 화학 전지, 연료 전지, 전기 분해의 원리를 산화-환원 반응으로 설명하고, 

전기량과 반응의 진행 정도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⑨ 자유 에너지를 통해 산화-환원 반응의 전위차를 설명할 수 있다.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교육과정 문서(25쪽)
 [화학Ⅰ] - ⑶ 아름다운 분자 세계
① 흑연과 다이아몬드, 풀러렌과 나노 튜브 등의 다양한 분자의 구조를 

이해하고, DNA 이중나선 구조의 특성과 기능을 이해한다.
② 물과 용융 NaCl의 전기분해 비교 등을 통해 화학 결합의 전기적 성질을 

설명할 수 있다.
③ 비활성 기체의 전자 구조를 통해 옥텟 규칙을 이해하고, 옥텟 규칙으로 화학 

결합을 설명할 수 있다. 
④ 간단한 분자들의 루이스 구조를 통해 공유 결합의 성질과 쌍극자 모멘트와 

관련된 결합의 극성을 설명할 수 있다.
⑤ 전자쌍 반발 이론을 통해 분자의 구조를 설명하고, 분자의 극성과 끓는점 

등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분자 구조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화학 I 노태희 외 천재교육 2012 183~189

화학 Ⅱ 노태희 외 천재교육 2012 175~183

3. 제시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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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탄소화합물의 다양성과 구조적 특징을 이해한다.

(가) 어떤 생물 집단에서 대립 유전자의 종류와 빈도가 변하지 않는 유전적 평형 상태가 

대를 거듭하여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라고 한다.

(나) 전염병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왔다. 천연두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던 남아메리카 

원주민은 스페인 군대가 옮겨온 천연두에 굴복하였다. 반면 말라리아 저항성 유전자

를 가지지 못한 유럽인은 한동안 아프리카를 점령할 수 없었다. 말라리아는 모기를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화학 I 노태희 외 천재교육 2012 124~127

 문항해설

- 구조 이성질체, 결합선 구조식, 산화수, 원자의 전자배치, 동소체, 화학평형, 산염기 

평형, 산성, 염기성, 중성, 루이스 점전자식, 전자쌍 반발원리 등 고교 교과과정에

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이해 및 활용을 평가하는 문항임

- 제시문 (가)의 <화학Ⅰ> 탄소화합물 내용, 제시문 (나)의 <화학Ⅰ> 산화환원 반응 및 

<화학Ⅱ> 산화환원 평형 내용, 제시문 (다)의 <화학Ⅰ> 화학결합은 교육과정에 포

함된 개념으로 제시문을 바탕으로 지원자의 문제파악능력과 설명능력을 판단하는 

문항임

[고려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모집 일반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생명과학) / 문항 (a)~(f)번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생명과학Ⅰ, Ⅱ
핵심개념 및 용어 멘델 유전, 집단 유전, 생명공학, 호흡 및 순환계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험시간 100분 중 50분

문항 및 제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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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매개체로 이용하는 말라리아 병원충에 의해 전염된다. 말라리아 병원충은 최종 숙주

인 사람의 적혈구 내에서 증식한다. 

(다)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하여 일어난다. 헤모글

로빈의 야생형 대립유전자는 HB A로, 헤모글로빈의 돌연변이 대립유전자는 HB S로 

표시한다. 동형접합자 HB S/HB S의 경우 적혈구 내에서 헤모글로빈 단백질들은 비정

상적으로 응집하여 적혈구를 낫 모양으로 변형시킨다. 

(라) 그림 1은 말라리아 유행 지역에서 영유아의 말라리아 감염률 분포와 대립유전자 HB 
S의 빈도를 보여준다. 그림 2는 말라리아 유행 지역에서 HB A/HB A, HB A/HB S, 또
는 HB S/HB S 유전자형을 가진 영유아들의 생존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2

(마) 순환계는 심장과 혈관, 혈액 등으로 구성된다. 심장은 수축과 이완을 통해 혈액 순환

의 원동력을 제공하고, 혈관은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인간의 심장은 2

개의 심방(좌심방, 우심방)과 2개의 심실(좌심실, 우심실)로 이루어져 있다.

 

(바) 세포에서 ATP는 해당과정, TCA 회로,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 의해서 생성된다. 이렇

게 생성된 ATP는 동화작용, 능동수송, 세포의 이동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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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말라리아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비해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대립유전자 

HB S 의 집단 내 빈도가 높은 이유를 설명하시오. 

(b) 아래 그림과 같이 HB A/HB S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의 적혈구 모양은 고도에 따라서 

변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HBS 헤모글로빈이 비정상적으로 응집되는 조건을 유추하고, 

적혈구 모양의 표현형에 대해서 대립유전자 HB A와 HB S 사이의 우열 관계를 비교하

여 서술하시오. 

(c) 말라리아가 발병하지 않고 인구 유동이 전혀 없는 작은 섬에서 의학의 발달로 낫 모

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의 생존율이 정상인과 같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집단에서 대

립유전자 HB A와 HB S는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을 이루게 되겠는가? 단, 이 집단에는 

HB A와 HB S의 두 대립유전자만이 존재한다. 

(d)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유전자 치료법을 사용한다면 어떤 단계들

을 거쳐야 할지 서술하시오. 

(e) 환경과 조직 사이의 기체 교환은 순환계와 호흡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 대

정맥에서 폐의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이동하는 경로를 기술하고 혈액이 한쪽 방향으로

만 순환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f) 뉴런의 활성이 증가한 뇌 영역에서, 산소가 결합되지 않은 헤모글로빈의 양이 산소가 

결합된 헤모글로빈의 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와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출제 의도

- 하나의 생명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생명과학 분야의 여러 원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여러 분야의 지식들을 얼마나 통

합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함

-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멘델 유전(생명과학I), 집단 유전

(생명과학II), 생명공학(생명과학II), 호흡 및 순환계(생명과학I) 등 다양한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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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교육과정 문서(45쪽)
 [생명 과학Ⅱ] - ⑶ 생물의 진화 - ㈏ 진화의 원리
① 개체군 내의 다양한 변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쟁과 자연선택으로 진화를 

설명할 수 있다.
② 집단의 유전적 평형과 유전자 풀의 변화로 진화를 설명할 수 있다.
③ 종의 분화 과정을 이해한다.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교육과정 문서(45쪽)
 [생명 과학Ⅱ] - ⑶ 생물의 진화 - ㈏ 진화의 원리
① 개체군 내의 다양한 변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쟁과 자연선택으로 진화를 

설명할 수 있다.
② 집단의 유전적 평형과 유전자 풀의 변화로 진화를 설명할 수 있다.
③ 종의 분화 과정을 이해한다.

적용하여 넓은 주제를 고루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함

출제 근거  
1. 제시문 (가)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생명과학 Ⅱ 심규철 외 비상교육 2012 287~288

2. 제시문 (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생명과학 Ⅱ 심규철 외 비상교육 2012 281~293

기타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

McNeil 
William 
H.(저), 
허정(역)

한울 2009 220~240

3. 제시문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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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

- 교육과정 문서(37쪽)
 [생명과학Ⅰ] - (2)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 ㈏ 유전
① 멘델 법칙을 바탕으로 유전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② 사람의 여러 가지 유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③ 염색체 이상과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현상을 이해한다.

- 교육과정 문서(45쪽)
 [생명 과학Ⅱ] - ⑶ 생물의 진화 - ㈏ 진화의 원리
① 개체군 내의 다양한 변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쟁과 자연선택으로 진화를 

설명할 수 있다.
② 집단의 유전적 평형과 유전자 풀의 변화로 진화를 설명할 수 있다.
③ 종의 분화 과정을 이해한다.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교육과정 문서(37쪽)
 [생명과학Ⅰ] - (3) 항상성과 건강 - ㈎ 생명활동과 에너지
① 세포의 생명활동을 안다. 
② 소화, 순환, 호흡, 그리고 배설의 의미를 양분의 흡수 및 에너지 출입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각 기관계의 작용을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교육과정 문서(43~44쪽)
 [생명과학Ⅱ] - ⑴ 세포와 물질 대사  - ㈏ 세포와 에너지
①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구조와 기능을 안다.
② 세포 호흡의 해당 과정, TCA 회로, 광합성의 암반응이 효소에 의한 

화학반응임을 이해한다. 
③ 세포 호흡의 전자전달계와 광합성의 명반응이 생체막을 통한 에너지 전환 

과정임을 이해한다.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생명과학Ⅰ 박희송 외 ㈜교학사 2011 113~114

기타 생명과학 Ⅱ 이준규 외 천재교육 2015 241, 243

4. 제시문 (마)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생명과학Ⅰ 이길재 외
㈜상상
아카데미

2012 122

5. 제시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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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효를 실생활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생명과학Ⅱ 심규철 외 비상교육 2012 75~91

문항 해설

- (a) 문항은 <생명과학Ⅱ>의 ‘진화의 원리’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

시문 (다)~(라)를 통해 HB S 빈도가 말라리아 저항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통해 

자연선택의 원리를 설명하는 문제임. 그림 2로부터 HB A/HB S 의 이형접합자가 

정상형에 비해서 생존율이 높다는 점에서 자연선택에서 대립유전자 HB S 가 이

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서술하고, 유전자 빈도에 대한 고찰을 서술할 수 있

는지를 알아보고자 함

- (b) 문항은 해발 고도에 따른 산소 농도의 변화와 헤모글로빈의 산소 결합 능력을 

주안점으로 헤모글로빈의 비정상적 응집이 일어나는 조건을 유추해 보고, 멘델 

의 유전 법칙 중 예외적인 유전 형태의 예로서 적혈구 모양의 표현형을 적용시

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함

- (c) 문항은 <생명과학Ⅱ>의‘진화의 원리’ 단원에서 배우는 하디-바인베르크 평

형의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제임

- (d) 문항은 생명과학 교과에서 배우는 유전자 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함

- (e) 문항은 <생명과학Ⅰ>을 통해 배우는 순환계에서 혈액이 순환하는 과정과 심장

의 구조와 판막의 기능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문제임

- (f) 문항은 <생명과학Ⅰ>에서 배우는 여러 지식들을 통합하여 사고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임. 뉴런이 활동전위를 발생시킬 때 어떤 분자적(생리적) 기전

에 의하여 에너지가 소모되며, 이를 보충하기 위한 세포 호흡과 산소의 기능을 

서술하고, 이에 따른 뇌 영역에서의 산소분압 변화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

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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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주공간의 가스와 먼지가 밀집되어 원시별이 만들어진다. 이후, 별의 밀도와 온도가 

상승하여 별의 중심 온도가 약 1000만 K에 이르면 수소(H) 원자 4개가 융합하여 헬륨

(He) 원자 1개가 만들어지는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고,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하여 방

출하는 “주계열성” 단계의 별이 된다. 태양의 핵융합 반응이 계속되면 지금부터 약 

50억 년 후 수소가 모두 고갈되어 헬륨만 존재하게 된다. 이때 태양의 광도는 지금의 

약 1000배, 반지름은 100배까지 증가할 것이다.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지구 생명체의 근원적인 에너지원으로 생물의 광합성, 대

기와 해수의 순환, 지표의 풍화와 침식 등 지구의 변화 과정에 관여한다. 중심별 주위

를 공전하는 행성에 생명체의 존재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를 “생명 가능 지대”라 한다.

지구형 행성은 규소(Si), 산소(O), 철(Fe) 등이 풍부한 단단한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

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에는 대기가 거의 없으며, 표면 온도는 낮에 430°C까

지 올랐다가 밤에는 -180°C까지 떨어진다. 수성의 표면에는 약 30~40억 년 전에 형성

된 수많은 충돌 크레이터가 분포한다. 금성의 반지름은 지구의 0.95배로, 주로 이산화

탄소(CO2)로 이루어진 약 95 기압의 대기가 존재하며, 표면 온도는 약 470°C이다. 또

한 비교적 최근의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측되는 금성의 표면에는 거대 화

산이 160여 개 이상 존재한다. 화성은 반지름이 지구의 0.53배이며, 95% 이산화탄소로 

구성된 약 0.01 기압의 대기가 있다. 과거 표면을 흐르던 물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과 

물에서 침전된 광물이 발견되며, 토양에는 산화철이 포함되어 있어 붉게 보인다.

지구의 원시 대기에 풍부하던 이산화탄소는 바닷물에 녹아들어 탄산염의 형태로 지

각에 저장되었다. 원시  대기에 없던 산소(O2)는 광합성 생명체의 등장으로 약 25억 

년 전부터 생성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이렇게 만들어진 산소는 곧 해수 속의 철과 반

응하여 산화철의 형성에 사용되어 지구 곳곳에 대규모 철광층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산소가 지구의 대기에 대량으로 축적되기는 어려웠다.

(나) 중생대에 온난하던 지구는 신생대 후기부터 한랭해지기 시작하여, 제4기에 4번의 빙

[고려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모집 일반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지구과학) / 문항 (a)~(e)번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지구과학Ⅰ, Ⅱ
핵심개념 및 용어 지구와 우주, 고체 지구, 유체 지구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험시간 100분 중 50분

문항 및 제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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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와 3번의 간빙기가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약 18,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

면서 시작된 간빙기에 살고 있다. 한반도의  남해안과 서해안은 해안선이 극도로 복

잡한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을 이루는 반면, 동해안은 해안선이 매우 단순하며 해안

을 따라 침식 지형인 해안 단구가 분포한다. 한반도의 하천은 대부분 황해와 남해로 

흘러 들어가며, 하천 하류에는 운반된 자갈, 모래, 진흙이 퇴적되어 김포 평야(한강)나 

김해 평야(낙동강) 같은 충적평야가 만들어진다. 백두산에서 시작하는 높은 산맥들은 

한반도의 동쪽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뻗어 내려가 태백산을 지나 한반도 남서쪽의 

지리산에 이르는 백두대간을 형성한다.

(다)

그림 1
자전하는 지구의 전향력에 의해 남북 방향 바람이 동서 방향으로 편향되기 때문에 

위의 그림 1과 같이 북반구와 남반구에 이상적으로 각각 3개의 대기 대순환 세포를 형

성한다. 연중 일정한 방향과 속력으로  지속되는 바닷물의 흐름을 해류라 하며, 표층 

해류는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심층 해류는 수온과 염분 변화에 따른 밀도 차이로 발생

한다. 무역풍과 편서풍은 표층 해류의 순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a) 태양계는 약 50억년 전에 형성되었다. 앞으로 50억년 후 태양계의 “생명 가능 지

대”가 오늘날보다 태양으로부터 더 가까워질지 또는 멀어질지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b) 태양계 형성 후 금성, 지구, 화성의 대기 성분은 지금까지 각각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오늘날 이들 세 행성 중 온실효과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행성부터 작게 일어나

는 순서로 나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c) 화성의 표면에 산화철이 존재하는 이유를 지구와의 비교를 통해 추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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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교육과정 문서(49쪽)
 [지구과학Ⅰ] - ⑴ 소중한 지구 - ㈎ 행성으로서의 지구
①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살기 위한 조건을 갖춘 유일한 행성으로서 지구의 

소중함을 이해한다. 
② 지구계를 구성하는 각 권 내의 현상들(오존층, 자기권 등)이 생명 유지에 

기여함을 이해한다. 
③ 에너지의 순환 및 물질 교환의 관점에서 지구계를 구성하는 각 권의 

상호작용을 이해한다.

(d) 제시문에 소개된 한반도의 지형과 해안선이 한반도 지각의 어떤 운동으로 형성되었는

지 논하시오.

(e) 약 2억 4천만 년 전에는 모든 대륙들이 한 덩어리로 모인 초대륙 판게아가 존재했다. 

당시 북반구 표층 해류의 거대 순환이 오늘날과 어떻게 달랐을지 설명하고, 이러한 해

류의 순환이 당시 지구 기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지 논하시오. (단, 기후변화의 천

문학적 요인은 없다고 가정한다.)

출제 의도  
- <지구과학> 교육 목표에 맞추어 지구와 우주에 대한 기본 개념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며,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길러 지구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과학적

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능동적인 태도와 과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음

- 지구와 우주 및 주변 환경의 변화, 인간의 탐구 노력과 지식의 발달 과정 등을 이해하여 

지구과학의 기본 개념을 유추하고 통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출제근거  
1. 제시문 (가)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지구과학 Ⅰ 이태옥 외 ㈜ 교학사 2015
14~16, 
23~27

지구과학 Ⅰ 최변각 외 천재교육 2015
14~17, 
23~30

2. 제시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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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교육과정 문서(50~51쪽)
 [지구과학Ⅰ] - (2) 생동하는 지구 - ㈏ 유체 지구의 변화
① 고기압이나 저기압이 통과할 때 날씨의 변화 양상과 그 원리를 기단과 

전선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② 태풍의 발생, 이동, 소멸 과정과 태풍에 따른 날씨 변화를 대기의 운동, 해양 

및 육지와의 상호 작용 등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③ 뇌우, 국지성 호우 등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과 그 생성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다.
④ 여러 기상 현상을 대기와 해양의 대순환과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⑤ 대기와 해양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이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⑥ 태풍, 뇌우, 토네이도, 해일 등의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교육과정 문서(59쪽)
 [지구과학Ⅱ] - (3) 대기와 해양의 운동과 상호작용 - (가) 대기의 운동과 순환
① 단열변화의 과정을 이해하고, 건조단열변화와 습윤단열변화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② 기온의 연직 분포와 대기의 안정도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안개 및 구름의 

발생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③ 정역학 평형을 이용하여 대기압 및 대기를 움직이는 힘을 정량적으로 

이해한다. 
④ 지균풍, 경도풍, 지상풍의 발생 원리와 관련된 힘의 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
⑤ 대기 대순환을 지구의 에너지 평형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지구 규모의 

풍계와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⑥ 편서풍 파동과 제트류의 발생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지상의 전선 

저기압 주변의 날씨를 설명할 수 있다.
⑦ 편동풍 파동의 발생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열대성 저기압과 태풍 주변의 

날씨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교육과정 문서(50쪽)
 [지구과학Ⅰ] - (1) 소중한 지구 - ㈐ 아름다운 한반도
① 한반도의 유명 관광지에서 볼 수 있는 지형과 지질학적 현상을 이해한다. 

(지층과 습곡, 단층, 암석, 지표의 평탄화 과정, 퇴적 작용, 화산 활동, 변성암 
생성 과정 등)

② 한반도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지형을 심미적인 관점에서 감상하고 소중함을 
인식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지구과학 Ⅰ 이태옥 외 ㈜ 교학사 2015 54~59

3. 제시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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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지구과학 Ⅰ 이태옥 외 ㈜ 교학사 2015 145~146

지구과학 Ⅰ 최변각 외 천재교육 2015 143~147

지구과학 Ⅱ 이태욱 외 ㈜ 교학사 2011 190~194

지구과학 Ⅱ 최변각 외 천재교육 2015 218~221

문항 해설

- (a) 문항은 <지구과학Ⅰ>에서 나오는 별의 진화 단계와 생명 가능 지대 변화를 이해하

고, 이를 통합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음

- (b) 문항은 태양계 구성원에 대한 물리적인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

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음

- (c) 문항은 고체 지구의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우주에 관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

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음

- (d) 문항은 한반도의 지질과 지형 생성과정을 고체 지구의 변화 과정에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음

- (e) 문항은 고체 지구와 유체 지구의 변화를 이해하고, 에너지 순환 및 물질 교환의 관

점에서 지구계를 구성하는 각 권의 상호작용을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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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
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의미함

(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용하는 자원 중에서 에너지 자원은 산업발달과 경제성장에 없

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지만 세계의 모든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석탄은 애팔래치아 산맥, 그레이트디바이딩 산맥 등에 많이 매장되어 있

고, 석유는 신생대 제3기 배사구조의 지층에 많이 매장되어 있다. 에너지 자원의 매

장과 생산의 지역적 편재성이 클수록 국제적 이동이 활발해진다.

(나) 우리나라는 50여 년 전부터 급속한 경제개발로 인해 이촌향도가 진행되면서 도시인

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일자리, 주택, 각종 시설 등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

고 있다. 연도별 도시지역 인구비율의 추이는 아래 그래프와 같다.

                         

< 도시지역 인구비율 추이 >

(년도
)

(%)

나. 면접고사

[고려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모집 학교장추천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오전) / 문항 1~3번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세계지리, 한국지리, 사회ㆍ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쏠림, 치우침, 편중

예상 소요 시간 답변 준비 시간 포함 18분

문항 및 제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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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한국영화의 스크린 점유율은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5년 8월 현재 세 

편의 블록버스터 영화의 점유율은 85%에 가까운 반면, 같은 시기에 개봉한 17편의 

영화는 나머지 약 15%를 놓고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영

화사나 배급사의 영화는 개봉 첫 주 관객몰이에 실패하면 간판을 내리는 것이 일반

화되었고 도전적인 영화 제작은 더욱 더 어려워졌다. 이같은 쏠림 현상은 다양한 소

재의 영화를 찾아보기 힘들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고, 우리 영화 발전에 걸

림돌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스크린 독점을 정

부가 규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한 적이 있으나 영화계 안팎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1. 제시문 (가)~(다)에서 설명하는 쏠림 현상이 지원 전공분야에서 나타나는 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부작용은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 자유전공학부 지원자 

: 관심 분야에서의 예와 그것의 부작용을 말해보시오.)

2. 우리 사회에서 쏠림 현상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해보시오.

3. 우리나라 외국어 교육에서 쏠림에 의해 나타나는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해보시오.

출제 의도  

- 세 개의 제시문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쏠림’, ‘치우침’, ‘편중’의 

현상을 지원자의 지원 전공분야에 적용하여 적절한 예를 찾고, 그 부작용을 예측 

또는 진단할 수 있을 만큼 지원 전공에 대한 사전이해가 충분한지, 전공에 대한 

준비자세가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함

- 쏠림 현상이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가능성을 모색하게 함으로써, ‘쏠림’은 오

로지 부정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선입견 내지 사전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사태의 여러 가지 면을 고루 볼 수 있는 균형적 사고력과 선입견에 치우치지 않

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음

- 고등학생으로서 자신이 교육받고 있는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국어 교육의 쏠

림 문제에 대해 정확히 진단내리고 그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함

출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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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사회ㆍ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3) 문화와 사회(58쪽)
세계화와 더불어 문화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대 사회
의 여러 가지 문화적 특징을 비판적 안목으로 파악하고 타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가진다.
⑤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을 이해하고, 문화 변동에 따른 문제

점을 파악하여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
⑥ 세계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

하고,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른다. 

제시문
(다)

1.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세계지리 관련

성취
기준
1

⑷ 경제 활동의 세계화(24쪽)
① 세계 주요 농산물과 에너지 자원의 생산과 소비를 통해 

국제적 이동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둘러싼 국제 갈등과 
지역 변화를 파악한다.

제시문
(가)

성취
기준 
2

⑸ 세계화 시대의 인구와 도시(24쪽)
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성장과 구조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인구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② 국제 인구 이동의 흐름을 양적, 질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인구 
이동과 관련된 주민 갈등과 지역 변화를 사례 지역을 통해 
조사한다.

제시문 
(나)

과목명: 한국지리 관련

성취
기준
1

⑸ 생산과 소비의 공간(17쪽)
산업 구조의 변화가 생산･소비 활동의 입지, 지역 구조 및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이해한다. 산업 구조 변화의 한 요인인 교통･통신의 발달이 
국토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규모에서 조사하고, 국토 
공간의 미래상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② 우리나라의 농업 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농산물의 지역적 특화 
및 장소 마케팅 등과 관련지어 제시한다.

제시문
(나)

성취
기준 
2

⑻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18쪽)
우리 국토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인 여러 가지 인구 
문제(저출산･고령화, 외국인 근로자 유입 등)와 공간적 불평등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고, 국토 공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①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파악하고,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한다. 
②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 및 농촌 청년들의 국제결혼 배경을 

이해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영향을 파악한다.
③ 지역 개발에 따른 지역 갈등 및 공간적 불평등 문제를 

이해하고, 지역의 관점에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제시문 
(나)

1. 교육과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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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
기준 
2

(4) 사회 계층과 불평등(58쪽)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다
양한 사회 계층과 불평등 현상을 살펴본다. 그리고 사회 불평등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적 시각을 이해하고, 사회 불
평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① 사회 불평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 불평등 

현상을 살펴본다.

제시문 
(다)

2. 자료 출처

가. 교과서 내 자료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세계지리 권동희 외 천재 교육 2012 140~142 제시문(가) ○

세계지리 최원회 외 ㈜ 교학사 2012 136~139 제시문(가) ○

한국지리 서태열 외 금성출판사 2012 137, 230 제시문(나) ○

세계지리 권동희 외 천재 교육 2012 182~185 제시문(나) ○

세계지리 최원회 외 ㈜ 교학사 2012 194~207 제시문(나) ○

나. 교과서 외 자료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뉴스플러스] 대박 
아니면 쪽박, 1천만 
영화의 명과 암

(http://imnews.imbc.com/
replay/2015/nwdesk/artic
le/3760228_17821.html)

신지영, 
전종환

MBC 
NEWS

2015.8.28. - 제시문(다)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사회･문화 박선웅 외 금성출판사 2012
111~117,
137~138

제시문(다) ○

사회･문화 구정화 외 천재 교육 2012
118~125,

136
제시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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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 콘서트 공연 소개》

이 콘서트의 취지는, 국악과 양악의 어울림을 통하여 흥겨움과 경쾌함을 돋보이게 

하고 시각과 청각을 만족시키는 종합예술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1. ‘소리와 몸짓’: 대북, 모듬북, 외북과 관현악이 어우러져 역동적인 합주가 이루어

진다.

2. ‘소리의 어울림’: 가야금의 빠른 템포로 시작을 알리고 관현악과 태평소가 한바탕 

어우러진 뒤 피리의 아름다운 멜로디 부분에서는 태평소 2대가 선율을 이끌어간다.

3. ‘소리와 놀이’: 사물놀이 악기와 피아노가 우리의 전통 리듬 속에 주제선율을 연

(가) 

문항 해설

- 본 문항은 고등학교 <세계지리>, <한국지리>, <사회․문화>에서 나오는 다양한 

‘쏠림’, ‘치우침’, ‘편중’현상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고교 교육과정 범위

와 수준 내에서 문항을 구성하였음

- 세계화,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 문화적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자신이 지원한 전공분야에 적용하여 적절한 예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똑같은 

현상 또는 과정이 부정적인 면만이 아닌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가능성을 모색하

게 함으로써 선입견 내지 사전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사태의 여러 가지 면을 

고루 볼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임

[고려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모집 학교장추천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오후) / 문항 1~3번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사회ㆍ문화,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어울림, 조화

예상 소요 시간 답변 준비 시간 포함 18분

문항 및 제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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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다. 관현악과 피아노의 선율, 사물놀이의 자유분방한 음악성이 휘몰아치는 타

악 연주로 이어지고, 사물놀이의 쇠잡이와 피아노가 주고받는 짝드름, 소리의 조화

와 만남 속에 어울림을 통하여 전체적인 소리의 장과 놀이의 장이 전개된다.

(나)‘비빔밥’은 ‘섞어 비빈 밥’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

로, 밥에 갖은 나물과 쇠고기, 고명을 올려 약고추장에 

비벼 먹는 음식이다.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각기 

다른 맛과 특성을 갖는다. 매운 고추장을 밥과 다양한 

재료에 넣고 비비면 매운맛은 사라지고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 생겨난다. 비빔밥은 각각의 재료가 자기의 맛을 주

장하지 않고 모든 재료가 서로 잘 어우러지는 음식으로서, 영양학자에 따르면 탄수화

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은 물론 식물성 지방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몸에 필수적인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웰빙식품이다. 화이부동(和而不同), 즉 조화를 

이루되 개성이 살아 있다는 이 말은 재료 고유의 맛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서도 각

자 살아 있는 비빔밥을 소개하기에 가장 적합한 말이다. 비빔밥은 그저 하나의 음식

일 수도 있지만 그 한 그릇 속에는 우리의 문화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1. 두 제시문에 공통된 ‘어울림’이나 ‘조화’의 개념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지원 전

공분야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2. 두 제시문에서와 같이 ‘어울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보시오.

3. 인간관계에서 잘 어울리기 위해 필요한 덕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섯 가지

를 말해보시오.

출제 의도  
- 제시문에서 등장하는 ‘어울림’, ‘조화’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지

원 전공분야와 관련된 적절한 예를 들고 설명하게 함으로써 지원 전공에 대한 사

전 이해도, 준비 상태와 전공 적합도를 측정하고자 함

- ‘어울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다름’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하여 일방의 강요나 희생 없이 서로 잘 어우러지거

나 어울리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

을 추론해낼 수 있는지 측정하고자 함

- 타인과 어울려 사는 사회적 삶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원만한 사회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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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사회ㆍ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2) 개인과 사회 구조(57쪽)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다양한 집단과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작용하면서 유기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이

러한 사회적 관계망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

과 집단이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하는지 이해한다. 

④ 일상생활 속에서 협동, 경쟁, 갈등과 같은 사회적 상호 작용

의 유형을 탐색하고 그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⑧ 사회 구조의 의미를 파악하고, 일상생활에서 개인 및 집단이 

사회 구조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음을 이해한다.  

제시문

(나)

성취

기준 

2

(3) 문화와 사회(58쪽)

세계화와 더불어 문화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대 사회

의 여러 가지 문화적 특징을 비판적 안목으로 파악하고 타 문화

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가진다.

③ 문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

문화 및 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가진다.

④ 지역 문화, 세대 문화, 반문화 등의 하위문화와 대중문화에 

나타나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양상을 파악한다.  

제시문

(가),(나)

1. 사회과 교육과정

2.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1

(6) 평화와 윤리(10쪽)

(다) 지구촌의 윤리적 상황과 과제

교통ㆍ통신의 발달에 따라 세계는 ‘지구촌’화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고유한 문화 가치와 세계적인 문화 가치의 융화를 모

색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세계화로 인한 다양한 윤리

적 문제들을 조사ㆍ분석한다. 

① 지역화와 세계화의 윤리성 

② 다문화의 수용

제시문

(가)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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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출처

가. 교과서 내 자료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사회･문화 박선웅 외
금성 

출판사
2012 127 제시문(나) ○

나. 교과서 외 자료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전주시립국악단의 
어울림콘서트 소개

http://sorifestival.com/2015ht
ml/korean/SubPage.html?CID
=pages/int03view.php&&ssel
ect=pr_title&stext=%EC%96%
B4%EC%9A%B8%EB%A6%BC
&pr_year=&pr_category=&pa
ge=1&pr_id=209

-

전주세계

소리축제

홈페이지

2006 - 제시문(가)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사회･문화 박선웅 외
금성 

출판사
2012 61~62, 70

제시문
(가),(나)

○

사회･문화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12
62~64,
102~125 

제시문
(가),(나)

○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12 296~299 제시문(가) ○

문항 해설

- 본 문항은 구체적인 현상이나 대상을 기술한 제시문들로부터 핵심적 의미자질을 

파악해내고, 이를 추상적인 개념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정의내릴 수 있는지를 평

가함으로써 추상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임

-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의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된 문제로, 세계화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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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응자들. 반항자들. 사고뭉치들. 네모난 구멍에 박힌 둥근 말뚝 같은 이들. 세

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은 규칙을 싫어합니다. 또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을 인용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동의하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한 가지는 그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가) 다음은 어떤 광고 문구의 일부이다.

(나) 무인자동차는 운전자의 조작 없이도 스스로 도로 상황을 파악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자동차이다. 무인자동차에는 유리창 안쪽에 도로표지판 인식이 가능한 영상카메

라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의 장치가 장착된다. 자동차 지붕에 레이저 스캐너

가 부착되어 있어 고속주행 시 차간 거리를 조정하거나 도로, 차선 등을 인식할 수 

있다.

(다) 자연현상 중에 어떤 현상은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처

럼 수학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1. 제시문 (가)에서 묘사된 특성을 가진 인물의 예를 수학 및 자연과학에서 하나 들고 그

문화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문화적 특징을 다양

한 관점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문화 및 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과 태도를 보기 위한 문항임. 또한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다양한 집단과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작용하면서 유기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원

만한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를 제시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임

[고려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모집 학교장추천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오전) / 문항 1~4번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과학, 물리Ⅰ, 독서와 문법Ⅰ, 윤리와 사상
핵심개념 및 용어 자연과학, 전자기 센서, 수학 방정식

예상 소요 시간 답변 준비 시간 포함 18분

문항 및 제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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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업적을 설명하시오.

2. 제시문 (가)에서 묘사된 특성이 지원한 전공분야에서 연구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로서 

어떤 장단점을 갖는지 설명하시오.

3. 만약 지원자가 제시문 (나)에서 소개된 무인자동차의 운행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아래

와 같은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설명하시오.

상황 :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무인자동차가 운행 중 행인과 부딪칠 수도 있는 상황

에 처하게 되었다. 행인과 부딪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차 안에 타고 있는 사

람이 다칠 수밖에 없다.   

4. 사회현상을 기술할 때 수학식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해 제시문 (다)를 

참고하여 설명하시오.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국어과 교육과정 문서(33쪽)

[독서와 문법Ⅰ] - (2) 국어와 삶 - (나) 매체 언어

-문법-

⑵ 국어와 삶

㈏ 매체 언어

출제 의도  
- 수학 및 과학사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룬 인물을 인지하고 있는지와 자연과학을 

탐구하는 학자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소양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전공적합성을 알아보고자 함

- 이공계 전공자로서 접하게 될 다양한 선택 상황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통해 지원자의 인성을 파악하고자 함

- <수학> 및 <과학> 교과를 학습하며 배운 수학적(또는 이론적) 모델링의 장단점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출제 근거  
1. 제시문 (가)



- 45 -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교육과정 문서(4~5쪽)

[과학] - 제2부. 과학과 문명 - (1) 정보통신과 신소재

① 빛, 힘, 소리, 온도 변화, 압력 변화, 탄성파, 전자기파 등 자연계의 물리적 

정보 발생 과정을 이해하고, 아날로그 정보와 디지털 정보의 의미와 차이를 

이해한다. 

② 정보를 인식하는 여러 가지 센서의 기본 작동 원리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휴대전화, 광통신 등 첨단 정보 전달기기를 통하여 정보가 다른 형태로 

변환되어 전달되는 과정을 이해한다.

③ 하드디스크 등 여러 가지 디지털 정보 저장 장치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고, 

㉮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 나타난 매체 언어의 표현 원리와 효과를 이해한다.

㉯ 매체 언어활동에서 언어에 대한 태도가 중요함을 이해한다. 

-도덕과 교육과정 문서(21쪽)

[윤리와 사상] - ⑷ 사회 사상 - ㈏ 다원주의와 관용

현대의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자신과는 다른 상대방의 의견이나 가치관을 포용하

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나’와 ‘너’의 의견이 다를 때의 

해결 방법에 대해 토론하고 관용의 중요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한다.

① 최선을 다하더라도 ‘나’의 판단이나 가치관이 잘못될 수 있다는 오류가능

성의 원리나 시행착오의 원리

② 독선의 부정적 결과, 집단 따돌림 등 가치일원주의의 폐해

③ 관용이 다원주의를 꽃피게 하는 구체적 사례

참고) 나. 교수ㆍ학습 운용

⑺ ‘문법’을 지도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교수ㆍ학습을 전개한다.

 ㈑ 단편적인 단어나 문장보다는 실제 국어 생활 속의 담화를 통하여 지도한다. 

이 경우에 학습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 우편, 휴대 전화, 광고의 

표현 등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독서와 문법 Ⅰ 이남호 외 비상교육 2012 322~327

윤리와 사상 박효종 외 ㈜교학사 2012 220~225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천재교육 2012 218~221

기타 스티브 잡스
Walter 

Isaacson (저), 
안진환(역)

민음사 2011 521~522

2. 제시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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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기록 카드 등의 전자기적 원리와 활용 방법을 이해한다.

④ 눈에서 색을 인식하는 세포의 특성과 빛의 3원색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LCD 등 영상표현 장치와 디지털 카메라 등 영상 저장 장치의 

원리와 구조를 과학적으로 이해한다.

⑤ 고체에 대한 에너지 띠구조를 바탕으로 도체, 부도체, 반도체의 차이를 

이해하고, 초전도체와 액정 등 새로운 소재의 물리적 원리를 이해한다.

⑥ 반도체의 도핑과 반도체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통해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고집적 메모리의 구조와 활용 방법을 이해한다.

⑦ 고분자 물질의 구조와 특성을 바탕으로 합성섬유, 합성수지, 나노 물질 등 

다양한 첨단 소재의 원리와 활용 방법을 이해한다.

⑧ 중요한 광물 자원의 생성 과정과 유형, 분포와 탐사 방법을 이해하고, 광물 

자원의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을 안다.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교육과정 문서(12쪽)

[물리Ⅰ] - (1) 시공간과 우주 - ㈏ 시공간의 새로운 이해

① 행성의 운동에 대한 케플러 법칙이 뉴턴의 중력 법칙을 만족하는 것을 

이해한다.

② 빛의 속도일정, 시간지연, 길이수축, 동시성, 질량-에너지 동등성 등 

특수상대성이론의 기본원리에 대해 이해한다.

③ 가속좌표계와 등가원리 등 일반상대성이론의 기본 원리에 대해 이해한다.

④ 항성의 질량이 크면 중력이 강해서 중력 렌즈 효과가 일어나고 블랙홀이 

형성될 수 있음을 정성적으로 이해한다. 

⑤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현대의 우주 모형을 정성적으로 이해한다.

⑥ 4가지 상호작용과 기본입자에 대한 표준모형을 이해한다.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과학 정완호 외 ㈜교학사 2012 207~212

과학 전동렬 외 ㈜미래엔 2012 230~235

과학 조현수 외 천재교육 2012 190

기타
무인자동차기술 및 개발 동향
(주간기술동향 2012.1.18.)

전황수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2012 1~2

3. 제시문 (다)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물리 Ⅰ 곽성일 외 천재교육 2012 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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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 10억의 ‘수익’을 올릴 확률이 90%이고, ‘수익’을 올리지 못할 확률이 10% 

[ B ] : 8억의 ‘수익’을 올릴 확률이 100%   

(가) 기댓값이란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전체에 대하여 각각의 사건이 일어날 때의 이득과 

그 각각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한 값을 모두 합한 값이다.

(나)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 B ]를 선택한다고 한다.

문항 해설

- 1번과 2번 문항은 자연계 지원자로서 관련 분야의 중요한 업적이나 인물을 파악

하고 있는지,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에 대해서는 생

각해보았는지 등 지원 전공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온 학생이라면 충

분히 답할 수 있는 문항임

- 3번 문항은 고등학교 <과학>에 나오는 ‘전자기 센서’에 대해 이해하고, ‘정보

통신과 신소재’를 접함에 있어 이공학도로서 선택해야 하는 다양한 윤리적 상황

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임

- 4번 문항은 고등학교 <물리Ⅰ>에서 나오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아인슈타

인의 상대성이론 외에도 다양한 수학적(또는 이론적) 모델링의 장단점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이를 통해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함

[고려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모집 학교장추천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오후) / 문항 1~3번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수학의 활용, 미적분과 통계 기본
핵심개념 및 용어 수익과 손실, 안정성, 이득

예상 소요 시간 답변 준비 시간 포함 18분

문항 및 제시문



- 48 -

[ C ] : 10억의 ‘손실’을 입을 확률이 90%이고, ‘손실’을 입지 않을 확률이 10%

[ D ] : 8억의 ‘손실’을 입을 확률이 100%   

(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 C ]를 선택한다고 한다.

1. 제시문 (나)와 (다)에서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보이는 경향에 대해 제시문 (가)와 관련

하여 설명하시오. 

2. 과학과목 또는 자연현상에서 제시문 (나) 또는 (다)와 유사한 예를 제시하시오.

3. 다음 중 환자에게 어떤 신약을 처방할지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 E ] : 치료율이 높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신약

  [ F ] :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치료율도 낮은 신약 

적용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교육과정 문서(52쪽)

[수학의 활용] - ㈑ 확률과 통계 -  통계와 그 활용

① 확률변수와 확률분포의 뜻을 안다.

② 기댓값과 분산을 구할 수 있다.

③ 이항분포의 뜻을 이해하고 실생활 문제해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정규분포의 뜻과 그 성질을 이해한다.

⑤ 간단한 통계 조사의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출제 의도  

- 제시문을 통해 관찰되는 현상과 그 원인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지 파악하여 

전공적합성을 알아보고자 함

- 과학 과목 또는 자연현상에서 위험을 피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현상을 적절히 찾

아낼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함

- 전공분야에서 갈등요소가 발생할 때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지 파악하여 인성을 

알아보고자 함

출제 근거  
1. 제시문 (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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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문서(69쪽)

[미적분과 통계 기본] - ㈒ 통계 -  확률분포

① 확률변수와 확률분포의 뜻을 안다.

② 이산확률변수의 뜻을 알고, 기댓값(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다.

③ 이항분포의 뜻을 알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다.

④ 연속확률변수의 뜻을 알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다.

⑤ 정규분포의 뜻과 그 성질을 이해한다.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의 활용 이강섭 외 ㈜지학사 2011 118~121

미적분과 통계 기본 유희찬 외 ㈜미래엔 2015 177~182

문항 해설

- 제시문은 수학과 교육과정 중 <수학의 활용>의 ‘확률과 통계’ 영역 내 ‘통계

와 그 활용’과 <미적분과 통계 기본>의 ‘통계’ 영역 내 ‘확률분포’  에서 

나오는 ‘기댓값’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본 문항은 ‘기댓값’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시문을 충분히 파악하여 ‘수익과 

손실’ 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보이는 경향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수학 교과에서 배운 개념을 과학 교과와 접목하여 종합적 사고

를 통해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전공 분야에서 갈등요소가 발생할 때 어떠

한 선택을 할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함

[고려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모집 융합형인재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오전) / 문항 1~4번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독서와 문법I, 화법과 작문I, 문학 II, 윤리와 사상 
핵심개념 및 용어 의심, 이론, 실천

예상 소요 시간 답변 준비시간 포함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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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글자를 가르칠 때는 맑을 청(淸) 자로 흐릴 탁(濁) 자를 깨우치게 하고, 가까울 근(近) 

자로 멀 원(遠) 자를 깨우치며, 가벼울 경(輕) 자로 무거울 중(重) 자를 깨우치고, 얕을 

천(淺) 자로 깊을 심(深) 자를 깨우친다. 이렇게 두 글자를 들어 대조해 밝히면 두 가

지의 뜻을 알게 되지만, 한 글자씩을 들어 말하면 두 글자의 뜻을 함께 모르게 된다. 

(나) 씻어 버려야 할 불명예, 바로잡아야 할 부정, 고쳐야할 무분별한 일, 개선해야 할 폐

단과 해결해야 할 부채가 있는 이상 하루라도 지체하는 건 세상에 대한 손실이라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의지를 실천에 옮기는 데 더 이상 머뭇

거리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무더운 7월의 어느 날, 채 동 트기도 전에 그는 로시난

테에 올라탔다. 자기 생각을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돈키호테는 조잡한 투구

를 쓰고, 싸구려 방패를 들고, 어설픈 창을 거머쥔 채 마당 뒷문을 통해 들판으로 씩

씩하게 나갔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진 게 무척이나 만족

스럽고 기뻤다. 이제 마음이 평온해지자 어느 길로 갈 것인가는 운명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여 말이 가는 곳으로 재촉했다.

(다) 새로운 논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논리를 의심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의심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문장에 의문부호를 붙이는 것이 아니다. 의심한다

는 것은 하나의 행위이며 구체적인 실천이다. 의심하는 곳까지 도달하려면 시간-공

간-상황 등에 대한 의문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하며, 실행의 효과와 가치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의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심하고

자 하는 곳까지 도달할 수 없다. 문이 열리거나 닫히려면 경첩이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고 의심을 표명하여 실천에 이르기 위해서는 몇몇 사실

들이 의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야만 한다.

(라) 핵분열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을 두고 사람들은 ‘지식인’이라고 부르지는 않는

다. 그들은 그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연구자’일 뿐이다. 이 ‘연

구자’들이 ‘지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지식을 이용하여 탄생하게 될 

핵무기의 파괴적인 능력을 인지하고, 이 핵무기가 가져올 반인류적인 재앙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핵무기의 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폐해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후, 어느 순간 고

민하기를 멈추고 그 위험성을 모두에게 알리는 일에 직접 동참해야만 한다. 인권이

나 반핵사상을 공고하는 선언문을 작성하여 서명을 하는 등의 직접적인 행동을 취

했을 경우에만 ‘연구자’는 비로소 ‘지식인’이 되는 것이다. 

1. (다)에 나타난 ‘의심’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나)의 ‘자신의 의지를 실천에 옮긴 

행위’를 자유롭게 논해보시오.

2. (가)의 요지를 설명하고, 여기서 유추하여 (라)의 ‘연구자’와 ‘지식인’의 차이를 말해

문항 및 제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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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오. 

3. (라)의 ‘지식인’과 (나)의 ‘돈키호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보시오.

4. 이론과 실천의 관계에 대해 제시문 각각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시오.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화법과 작문 Ⅰ 관련

성취
기준
1

⑵ 기능 
㈎ 수용과 생산(4쪽)
① 내용 구성
㉰ 담화 유형, 화제 특성, 상황에 알맞게 내용을 조직한다.
㉱ 배경 지식, 경험, 추론을 바탕으로 담화의 내용을 

재구성한다.
㉲ 화법이 의미의 교섭 과정임을 알고 협력적으로 의미를 

구성한다.

제시문
(가)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Ⅱ 관련

성취
기준

(1) 문학의 위상 
㈏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58쪽)
① 세계 문학의 양상과 흐름을 개괄적으로 이해한다.
②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의 관련 양상을 이해한다.
③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이해한다.

제시문
(나)

2. 도덕과 교육과정

 

출제 의도

- ‘의심’과 ‘실천’이라는 키워드를 각 제시문의 내용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사고력, 

추론력, 논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 각 제시문의 요지를 활용하여 ‘이론’이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조

건은 ‘의심’이라는 것을 제시문을 통해 종합적으로 추론하여 구술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논리력, 창의력, 응용력을 확인하고자 함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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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
1

⑶ 서양 윤리 사상
㈑ 경험주의와 이성주의(19쪽) 
경험주의와 이성주의 철학의 특징과 장단점을 서로 
비교ㆍ평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험주의와 이성주의는 각기 
어떤 세계관 및 인간관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조사한다.
②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사상의 특징과 그 윤리적 

함의 

제시문
(다)

성취 
기준 
2

⑶ 서양 윤리 사상
㈘ 생철학과 실존주의 윤리(20쪽)
근대 이성주의 철학의 한계 및 생철학과 실존주의의 대두 
배경을 이해한다. 이를 위해 생철학과 실존주의 사상이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다듬는 데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① 쇼펜하우어, 키에르케고르, 하이데거, 사르트르의 문제의식
② ‘삶에의 맹목적인 의지’, ‘신 앞에 선 단독자’, ‘한계 

상황’, ‘주체성’, ‘실존’ 등의 윤리적 의미

제시문 
(라)

     

2. 자료 출처

가. 교과서 내 자료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문학 Ⅱ 이승원 외
좋은책 
신사고

2015 64~65 제시문(나) X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천재 
교육

2015 160 제시문(다) ○

나. 교과서 외 자료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여유당전서 정약용
다산학솔
문화재단

2012 353 제시문(가) ○

다산 정약용 일일수행① 
다산에게 인생을 묻다

박석무
생각의 
나무

2011 22 제시문(가) X

지식인을 위한 변명
Jean Paul 
Sertre(저), 
박정태(역)

이학사 2007 14~15 제시문(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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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화법과 작문Ⅰ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15 70~81 제시문(가) ○

윤리와 사상 박효종 외 교학사 2012 182~187 제시문(라) ○

문항 해설

- 1번 문항: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에서 다루는 데카르트 사상의 내

용으로 충분한 숙고와 성찰을 통한 의심의 필요성과 이러한 의심이 실천으로 이어

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에 기술된 

돈키호테의 행동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자 함

- 2번 문항: 제시문 (가)는 글자를 가르칠 때 서로 대립되는 두 개념을 짝지어 설명

해야 온전히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는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I>에서 다루는 국어구조의 이해에 관련된 내용임. 제시문 (가)의 내용을 제시

문 (라)와 관련지어 이론과 실천의 상호 필요성을 유추해 내고, 이를 통해 ‘연구

자’와 ‘지식인’의 차이를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자 함

- 3번 문항: 제시문 (라)에 기술된 ‘지식인’의 특성을 이론과 실천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논리적으로 답변해내는 능력과 이를 제시문 (나)와 관련지어 종합적인 관점

에서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4번 문항: 제시문 (나), (다), (라) 각각의 요지를 활용하여 이론이 실천으로 이어지

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추론하여 구술하는 능력을 평가함

[고려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모집 융합형인재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오후) / 문항 1~4번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화법과 작문I, 독서와 문법I, 문학I 
핵심개념 및 용어 언어의 특성, 사회적 통념, 윤리

예상 소요 시간 답변 준비시간 포함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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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밥이 쓰다

  달아도 시원찮을 이 나이에 벌써

  밥이 쓰다

  돈을 쓰고 머리를 쓰고 손을 쓰고 말을 쓰고 수를 쓰고 몸을 쓰고 힘을 쓰고 

억지로 쓰고 글을 쓰고 안경을 쓰고 모자를 쓰고 약을 쓰고 관을 쓰고 쓰고 

싶어 별루무 짓을 다 쓰고 쓰다 

  쓰는 것에 지쳐 밥이 먼저 쓰다

(나) 동물의 소리가 한 가지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은 동물의 언어가 고정되어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는 그렇지 않다. 우리말로 ‘희다’는 영어로 

‘화이트(white)’라고 하고 프랑스어로 ‘블랑(blanc)’이라고 한다. 또한 하나의 

낱말은 그것이 처한 맥락에 따라 뜻을 다르게 부여받을 수 있다. 한 낱말의 값은 

그 낱말 주위에 있는 다른 낱말들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a. 그는 바보다. 왜냐하면 1+1=2인 것을 모르니까.

b. 그는 바보다. 왜냐하면 가난한 거지를 보면 옷을 벗어 주니까.

    위의 a, b 두 문장에서 ‘바보’라는 낱말의 값은 각각 다르다. ‘바보’라는 낱말

의 값을 부여하는 것은 ‘바보’라는 낱말을 둘러싼 나머지 낱말들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특성을 언어의 자의성(恣意性)이라고 한다. 이처럼 언어는 형식과 의미가 

아무런 체계 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나름의 체계를 갖

고 있다. 무엇보다도 언어는 한 사회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언어는 관습과 규약, 통

념과 상징으로서 그 사회 집단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저울’이

라는 낱말은 ‘공정함’이나 ‘정의로움’을, ‘붓’이나 ‘펜’은 ‘무력’보다는 

‘정신적인 힘’을 한 사회의 언어 사용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  

      

(다) 샤일록 : 이제 공증인에게 가서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증서에 기록된 대로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액수의 금액을 갚지 않으면 위약금 대신 당신의 

살점 일 파운드를 주시기 바라며, 그 살점은 제가 좋아하는 부위에서 잘라내도록 

허락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안토니오 : 그 증서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니 지금 날인하겠소. 

(...)

문항 및 제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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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 자, 어서 살을 떼어낼 준비를 하라. 그러나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도려내는 살점은 정확히 일 파운드이어야만 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된다. 일 파운드 이상 또는 그 이하의 살을 도려낼 시, 그 무게가 일 

파운드에서 만분의 일이라도 벗어나거나 저울이 머리카락 한 올만큼이라도 기울

면, 그대는 사형이다. 그리고 전 재산도 압수할 것이다. 

(라) 아무도 쥐를 보고 후덕하다고 생각은 아니할 것이요 할미새를 보고 진중하다고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돼지를 소담한 친구라고는 아니할 것이다. 토끼를 보고 방정

맞아는 보이지마는 고양이처럼 표독스럽게는 아무리 해도 아니 보이고, 수탉은 걸

걸은 하지마는 지혜롭게는 아니 보이며, 뱀은 그림만 보아도 간특하고 독살스러워 

구약(舊約) 작가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개는 얼른 보기에 험상스럽지마는 간교한 

모양은 조금도 없다. 말은 깨끗하고 날래지마는 좀 믿음성이 적고 당나귀나 노새는 

아무리 보아도 경망꾸러기다. 족제비가 살랑살랑 지나갈 때 아무라도 그 요망스러

움을 느낄 것이요 두꺼비가 입을 넓적넓적하고 쭈그리고 앉은 것을 보면 아무가 

보아도 능청스럽다.

1. (가)의 ‘쓰다’의 활용을 (나)를 통해 설명하시오. 이를 바탕으로 (다)의 재판관의 판

결을 비판해보시오.

2. (나)에 나타난 언어의 사회성을 (라)와 관련지어 설명해보시오.

3. (다)의 샤일록과 안토니오 간의 계약은 유효한가? ‘예’/‘아니오’ 중 하나를 선택하

여 대답하고, 질문 2의 답변을 토대로 그 이유를 설명해보시오. 

4.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떤 약속도 할 수 있는가? 제시문 각각을 참조하여 자

유롭게 이야기해보시오. 

출제 의도  
-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다른 제시문의 내용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추론능력

과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함

-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지원자의 판단 기준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

력을 평가하며, 이 과정에서 지원자의 인성을 파악함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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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문학 Ⅰ 관련

성취
기준

⑴ 문학의 성격
㈐ 문학의 갈래(51쪽)
① 문학 갈래의 개념과 그 특징을 이해한다.
② 문학 갈래의 전개와 구현 양상을 이해한다.

제시문
(다)

과목명: 화법과 작문 Ⅰ 관련

성취
기준

(2) 기능
(가) 수용과 생산(4쪽)
② 언어적ㆍ반언어적ㆍ비언어적 표현
㉮ 언어적ㆍ반언어적ㆍ비언어적 표현에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며 듣는다.
㉯ 언어적ㆍ반언어적ㆍ비언어적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듣는다.

제시문
(가)

⑵ 기능
㈎ 수용과 생산(4쪽)
① 내용 구성
㉮ 개인적, 사회적 관심 분야에서 다양한 화제를 수집하고 

탐구한다.
㉯ 의사소통의 목적과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생성한다.
㉰ 담화 유형, 화제 특성, 상황에 알맞게 내용을 조직한다.
㉱ 배경 지식, 경험, 추론을 바탕으로 담화의 내용을 

재구성한다.
㉲ 화법이 의미의 교섭 과정임을 알고 협력적으로 의미를 

구성한다.

제시문
(라)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

⑷ 사회 사상
㈎ 자율과 책임(21쪽)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 및 권리의 개념이 인간의 존엄성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이해한다. 이를 위해 권리와 책임의 관계에 대해 
토론한다.
①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

제시문
(다)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와 문법 Ⅰ 관련

성취
기준

- 문법 -
(1) 국어와 앎
(가) 언어의 본질(32쪽)
② 언어의 특성
㉮ 언어의 기호적, 규칙적, 창조적 특성을 이해한다.
㉯ 언어의 사회성, 역사성을 이해하고 실제 언어생활에서 

실례를 탐구하여 설명한다.

제시문
(나)

2. 도덕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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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간의 기본적 권리
③ 자율 및 권리의 개념과 ‘선(善)’의 과의 일치
④ 권리와 의무, 권리와 책임의 상호보완성

2. 자료 출처

가. 교과서 내 자료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독서와 문법 I 윤여탁 외 ㈜미래엔 2012 28~37 제시문(나) ○

문학 I 김윤식 외 천재교육 2012 100~107 제시문(다) ○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천재교육 2012 213~217 문항 4번 ○

나. 교과서 외 자료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밥 – 정끝별의 밥시 
이야기

정끝별
마음의 
숲

2007 184~185 제시문(가) X

다시 읽는 명수필: 우덕송 이광수 지방행정 1997 144-147 제시문(라) X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화법과 작문 Ⅰ 박영목 외
천재
교육

2015 70~91
제시문
(가),(나)

○

문항 해설

- 1~2번 문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 낱말의 값이 그 낱말 주위에 있는 다른 낱말

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언어의 자의성과 언어는 사회적 협약이며 일종의 약속이라

는 언어의 사회성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함. 이는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I>, <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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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떨어지는 1보다 큰 양의 정수이다. 이를테면, 

2, 3, 5, 7, 11, 13, 17, 19, 23, 29, 31,… 등은 모두 소수이다. 모든 자연수는 유한개

의 소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소수의 곱으로 표현되는 수를 합

성수라고 한다.

(나) 구성원은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공동체의 목표 달성에 관련된 개개인을 말한

다. 이러한 구성원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호 작용을 하며, 그 집단에 대한 소속

감 혹은 공동체 의식이 있을 때 그 공동체를 사회 집단이라고 한다. 단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사회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구성원 간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며 같은 가족이라는 소속감이 있기 때문이다.

(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주변 환경과 상호 관련을 맺고 있다. 온도, 빛, 물과 

같이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은 생물의 생존과 생장에 영향을 미친다. 생물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얻으며,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되지 않도

록 스스로를 보호한다. 이와 같이 생물은 주변 환경은 물론 다른 생물과 영향을 주

고받으며 조화롭게 살아가는데, 이를 생태계라고 한다.

(라) 화학 반응에 참여하여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지만 반응 전후에 그 자신은 원래대로 

남아 있는 물질을 촉매라고 부른다. 화학 반응이 진행되려면 반응 물질이 활성화 상

과 작문I>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임

- 3~4번 문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서로의 합의에 의해 자유롭게 체결한  

계약이라도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없음을 이

해하여야 함. 이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임

[고려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모집 융합형인재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오전) / 문항 1~4번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중학교 1학년)수학, 사회·문화, 생명과학I, 
화학I, 문학I

핵심개념 및 용어 개인, 집단, 역할
예상 소요 시간 답변 준비시간 포함 27분

문항 및 제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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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거쳐야 한다. 활성화 상태는 반응 물질이나 생성 물질보다 에너지가 높은 상

태이므로 반응이 일어나려면 반응 물질이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화학 반응에서 촉매가 하는 일은 반응 물질이 활성화 에너지보다 낮거나 높은 경

로를 통해서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마)

때 : 현대, 여름

곳 : 남해안에 있는 조그만 어촌

등장인물 

곰치 : 49세. 어부

구포댁 : 48세. 그의 아내

도삼 : 30세. 그들의 아들

슬슬이 : 19세. 그들의 딸

성삼 : 47세. 곰치의 친구, 어부

연철 : 28세. 도삼의 친구, 어부, 슬

슬이의 애인

임제순 : 60세. 선주(船主)

범쇠 : 50세. 주막의 주인

마을 어부 A, B

제3막

구포댁  (마당을 서성대며) 흥! 그 꼴로 에미를 보다니……. 눈은 희멀겋게 

뜨고는 머리는 산발하고는, 옷은 믓을 입었드라? 옳제! 생모시 저

고리 바지를 입고는……. 그 옷은 해주지도 않았었는디 으디서 빌

려 입었단 말잉가? 연철이 옷이등가?

곰치  믓이라고? 믄 소리여?

(하략)

(가) 소수 곱 합성수

(나) (       ) (       ) (       )

(다) (       ) (       ) (       )

1. (가)의 소수, 곱, 합성수에 상응하는 단어들을 (나)와 (다) 각각에서 찾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2. (라)와 (마)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단어를 말하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3. (가), (나), (다)와 연관된 수학 또는 과학적 개념을 말하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4. 질문 2에서 찾아낸 단어와 (나)와 (다)를 활용하여 ‘나(我)’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시오.

출제 의도  
- 각 제시문에서 유사한 역할을 하는 단어와 공통으로 해당하는 단어를 유추해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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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교육과정 문서(29쪽)
[중학교 1학년 수학] - ㈎ 수와 연산 -  자연수의 성질
① 거듭제곱의 뜻을 안다.
② 소인수분해의 뜻을 알고, 자연수를 소인수분해 할 수 있다.
③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다. 
④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⑤ 십진법과 이진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연수를 십진법과 이진법의 

전개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⑥ 십진법과 이진법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교육과정 문서(57쪽)
[사회․문화] - ⑵ 개인과 사회 구조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다양한 집단과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작용하면서 
유기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과 집단이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하는지 
이해한다. 아울러 일탈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① 사회화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회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이론적 시각을 
탐색한다.

② 여러 가지 사회화 기관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특징과 기능을 이해한다. 
③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의미를 파악하고, 역할 갈등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④ 일상생활 속에서 협동, 경쟁, 갈등과 같은 사회적 상호 작용의 유형을 

탐색하고 그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사회 실재론과 사회 명목론으로 

구분하여 이해한다. 
⑥ 사회 집단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회 집단의 유형별 특징을 비교, 분석한다.

과정을 통해 지원자의 융합적 사고능력을 평가함

- 제시문과 연관되는 수학 또는 과학적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지원자의 전공

적합성을 평가함

- 제시어를 이용한 지원자의 이야기 전개 과정을 통해 창의성과 인성을 평가함

출제근거  
1. 제시문 (가)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교과서 중학교 수학 1 금종해 ㈜에듀왕 2008 27

2. 제시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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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사회 조직의 개념을 이해하고, 관료제와 탈관료제적 조직의 다양한 특징을 
살펴본다. 

⑧ 사회 구조의 의미를 파악하고, 일상생활에서 개인 및 집단이 사회 구조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음을 이해한다. 

⑨ 개인과 사회 구조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일탈 행동의 원인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교육과정 문서(38쪽)
[생명과학Ⅰ] - (4) 자연 속의 인간 – (가) 생태계의 구성과 기능
① 생물과 환경과의 상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② 개체군과 군집의 특성을 이해한다.
③ 생태계에서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교육과정 문서(51~52쪽)
[문학Ⅰ] - ⑵ 문학 활동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교육과정 문서(24쪽)
[화학Ⅰ] - (1) 화학의 언어
⑤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원자량과 분자량 

등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를 알 수 있다.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문화 박선웅 외 금성출판사 2012 79

3. 제시문 (다)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생명과학Ⅰ 박희송 외 교학사 2011 201~203

4.  제시문 (라)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화학 I 노태희 외 천재교육 2012 43

5. 제시문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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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의 수용
① 내용, 형식, 표현의 유기적인 연관을 고려하며 작품을 수용한다.
② 섬세한 읽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③ 이해와 감상 및 평가의 결과를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내면화한다.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문학 Ⅰ 이숭원 외
좋은책 
신사고

2012 311~317

문항 해설

- 1번 문항은 제시문 (가)에 기술된 소수-곱-합성수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제시

문 (나)의 사회현상, 제시문 (다)의 자연현상에 연관지어 답변해야 함. 이는 각각 

중학교 1학년 <수학> 자연수의 성질, 고등학교 <사회·문화>의 개인과 사회구조, 

<생명과학I>의 생물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임

- 2번 문항은 제시문 (라)에 기술된 화학반응에서 촉매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제

시문 (마)의 문학작품과 관련지어 공통어를 유추해내어야 함

- 3번 문항은 각 제시문과 연관된 수학 또는 과학적 개념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

며, 4번 문항은 각 제시문에서 유추해 낸 단어와 주어진 제시어를 함께 활용하여 

답변을 구성해야 함

[고려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모집 융합형인재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오후) / 문항 1~5번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문학Ⅰ, 기하와 벡터, 수학I, (초등학교)음악 4
핵심개념 및 용어 되돌리다, 반복

예상 소요 시간 답변 준비시간 포함 27분

문항 및 제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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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나), (다)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하나의 단어를 말하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2. (다)와 (라)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하나의 단어를 말하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3. (다)와 (라)의 다른 점을 말하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4. 질문 1과 질문 2에서 찾아낸 두 단어에 해당되는 과학적 개념을 생각나는 대로 나열하

고 설명하시오. 

 

(가)

이곳까지 오는 길 험했으나

고향에 접어드니 마냥 고요하여라

비가 내리다 개이고

개이다 눈이 내리고

눈이 내리다 폭설이 되고

폭설이 되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홍수가 되다 가뭄이 되고 

가을 겨울이 되면서 

만남과 이별이 세월이 되고

마른 눈물이 이곳이 되면서

지나온 주막들 아련히

고향은 마냥 고요하여라

아, 어머님 안녕하셨습니까.  

(나) 직선   에 대한 대칭변환을 라 하면   가 된다. 이 변환을 이용

하여 증가함수   의 그래프     를 직선   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곡선   가 생기는데 이 곡선은 어떤 함수   의 그래프가 된

다. 이때 이 함수   는 함수   의 역함수가 된다.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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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문 1과 질문 2에서 찾아낸 두 단어를 활용하여 ‘일상의 가치’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시오.

적용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교육과정 문서(91쪽)
[기하와 벡터] - ㈎ 일차변환과 행렬 -  일차변환의 합성과 역변환
① 일차변환의 합성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② 일차변환의 역변환의 뜻을 안다.
③ 일차변환의 역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교육과정 문서(91쪽)
[기하와 벡터] - ㈎ 일차변환과 행렬 - <교수․학습 상의 유의점>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교육과정 문서(51쪽)
[문학Ⅰ] - ⑵ 문학 활동 - ㈎ 문학의 수용
① 내용, 형식, 표현의 유기적인 연관을 고려하며 작품을 수용한다.
② 섬세한 읽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③ 이해와 감상 및 평가의 결과를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내면화한다.

출제 의도  
- 각 제시문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단어들을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융합적 사고 능력

을 평가함

- 주어진 단어와 연관되는 과학적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전공적합성을 평가함

- 제시어를 이용한 지원자의 이야기 전개 과정을 통해 창의성과 인성을 평가함

출제근거  
1. 제시문 (가)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문학 Ⅰ 정재찬 외 천재교과서 2012 258

문학 Ⅰ 고형진 외 천재문화 2012 260~261

문학 Ⅰ 김윤식 외 천재교육 2012 135

기타 고요한 귀향 조병화 시와시학사 2001 13

2. 제시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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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환의 합성에서는 복잡한 경우는 다루지 않는다. 

적용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교육과정 문서(61쪽)
[수학Ⅰ] - ㈑ 수열의 극한 -  무한급수
①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의 뜻을 알고, 이를 판별할 수 있다.
② 무한등비급수의 뜻을 알고, 그 합을 구할 수 있다.
③ 무한등비급수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교육과정 문서(61쪽)
[수학Ⅰ] - ㈑ 수열의 극한 - <교수․학습 상의 유의점>
① 수열의 극한에 관한 정의와 성질은 직관에 의하여 이해하는 수준으로 다룬다.
② 무한수열의 수렴이나 발산은 그래프를 통해 직관적으로 예측해 보게 한다.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음악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교육과정 문서(30쪽)
[초등학교 4학년 음악] - (1) 이해 - (가) 다양한 악곡의 구성 요소를 이해한다. 
① 리듬: 4/4, 9/8박자, 세마치 장단, 리듬꼴
② 가락: 가락의 흐름, 동형 진행, 바장조, 민요 음계, 시김새 
③ 화성: 2성부의 어울림, 바장조의 주요 3화음, 마침꼴 화음 
④ 형식: 같은 가락/다른 가락, 끝나는 느낌, 메기고 받기, ABA형식, 동요/전래 

동요/민요 등의 성악곡, 사물놀이/행진곡 등의 기악곡
⑤ 셈여림: 세게, 여리게
⑥ 빠르기: 빠르게, 느리게
⑦ 음색: 다양한 음원에 의한 소리, 개인과 그룹의 목소리, 현악기의 소리, 연주 

형태에 따른 소리의 조화(합창, 관악 합주 등)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기하와 벡터 정상권 외 금성출판사 2012 16~20

3. 제시문 (다)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교과서 초등학교 음악 3~4 석문주 외 동아출판 2015 42~43

기타 옹달샘(어린이 필수 인기 동요 4) 윤석중
다날 

엔터테인먼트
2015.5.27.
(발매)

2번 트랙

4. 제시문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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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국적 기업의 화려한 상품목록 이면에는 제3세계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그들의 

희생, 환경오염이 숨어 있다. 국제 금융자본은 투기를 통해 제 이익만을 챙기며 각 

나라의 기업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노동자를 거리로 내몬다. 발전된 기술과 자본을 가

진 선진국은 싼 값에 농・축산물을 대량으로 수출해 많은 이윤을 남기지만 그럼으로 

인해 가난한 나라의 영세 농민들은 설 곳을 잃는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말리는 해

마다 100톤이 넘는 목화를 생산해 온 아프리카의 최대 목화 생산지이지만 목화 재배

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점점 늘고 있다. 그 이유는 값싼 미국산 목화가 세계 시장에 

쏟아져 목화 값이 폭락한 데 반해 목화 재배에 필요한 비료 값은 크게 올랐기 때문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 Ⅰ 황선욱 외
좋은책 
신사고

2011 174

문항 해설

- 1~3번 문항은 제시문 (가)에 기술된 시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고 제시문 (나)의 

역함수의 성질, 제시문 (다)에 제시된 악상기호의 의미, 제시문 (라)의 시어핀스키 

삼각형의 특성을 파악하고 각 제시문의 연관성을 찾아내어 답변해야 함. 역함수

의 성질은 고등학교 <기하와 벡터>, 반복기호의 의미는 초등학교 <음악>, 시어핀

스키 삼각형의 특성은 고등학교 <수학I>의 무한급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임

- 4번 문항은 각 제시문에서 유추해 낸 단어와 연관된 수학 또는 과학적 개념을 찾

아낼 수 있어야 하며, 5번 문항은 이에 더하여‘일상의 가치’라는 주어진 제시

어를 함께 활용하여 답변을 구성해야 함

[고려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모집 특별전형(국제인재)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오전) / 문항 1~3번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세계화, 영향, 해결방안

예상 소요 시간 답변 준비시간 포함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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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⑹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59쪽) 제시문

1. 사회과 교육과정

이다. 

(나) 오늘날 지구상에서 사용되는 7천여 개의 언어 중 많은 수는 수 십년 내에 소멸할 것

이라는 전망이 있다. 특히 아마존 강 유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은 가축사육을 위한 

개간, 공장부지 확보, 도로건설이라는 명목으로 벌어지는 무차별한 삼림벌채 때문에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보금자리에서 쫓겨나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 과정에

서 생태환경이 급속도로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현지에 거주하는 토착어 사용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토착어 자체도 점점 더 생명력을 잃어가고 결국 사멸에 이르

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2005년에 문화 다양성 협약을 채택하였으나 

이 협약의 실질적인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1. 제시문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가 무엇인지 밝히고, 그 배경에 대해 설

명하시오.

2. 1번 문항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의 또 다른 예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3. 두 제시문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기업, 국가, 세계기구의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

하시오.

출제 의도  

- 세계화가 지닌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영향을 인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

하고자 함 

- 세계화로 인해 발생한 약자와 소외계층의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하며, 이

를 극복할 수 있는 세계시민역량과 인성을 판단함. 또한 여러 차원에서 해결방안

을 모색할 수 있는지 평가하며, 이 과정에서 창의성과 전공적합성을 파악할 수 

있음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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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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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④ 도시화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문제
점과 대책을 탐색한다. 

⑥ 세계화의 의미와 특징을 파악하고, 세계화 시대에 대
비하는 우리 사회의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 

⑧ 환경 문제, 전쟁과 테러 등 현대 사회가 당면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가), (나)

2.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사회․문화 박선웅 외 금성 2012 256~258 제시문(가) ○

사회․문화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12 232 제시문(나) ○

문항 해설

- 두 제시문 (가), (나)에 묘사된 현상들은 공통적으로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으

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임. ‘발전’과 ‘성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하는 일부 거대기업에 의해 개발도상국의 영세농민이나 자본을 갖

지 못한 사회적 약자가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세계화’의 과정임

- 세계화 시대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내

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에 대해 인식

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고등학교 <사회․문화>에서 다

루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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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접변이 발생할 경우, (a) 유입된 새로운 문화요소가 기존의 문화 내부에서 독립

성을 유지하며 함께 존재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b) 고유 문화가 외래 문화와 

접촉한 결과 전에 없던 새로운 제3의 문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c) 기존의 문화

가 외래 문화에 완전히 흡수되어 해체되거나 소멸되어 문화 고유의 성격을 잃어버리

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끝으로 (d) 기존의 문화가 외래 문화를 거부하거나 배척하

고 고유성을 보존하려 하거나 복고 또는 저항 운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나) 인도네시아에서 온 근로자 A씨는 이슬람교도로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장에서 회

식이 있을 때마다 매우 곤혹스러웠다. 이슬람 율법 상 돼지고기를 금하고 있기 때문

에 A씨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직장상사는 그에게 먹을 것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장상사는 최근 타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하여 A씨의 문화를 이해해주고 돼

지고기를 더 이상 강요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문화 갈등이 줄어들면서 A씨는 안도하

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국내에서 할랄(Halal) 식품을 찾기 힘들었으나 지금

은 예전보다 쉽게 이태원 등지에서 구할 수 있게 되었다. 

1. 제시문 (가)의 문화접변 현상 (a)~(d)가 각각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일정한 기준에 따

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시오.

2. 제시문 (가)의 문화접변 현상 (a)~(d)가 각각 어떤 조건에서 전개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

하시오.

3. 제시문 (나)에서 엿볼 수 있는 타문화에 대한 세 가지 수용 태도를 제시문 (가)의 관점

에서 설명하시오.

[고려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모집 특별전형(국제인재)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오후) / 문항 1~3번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문화 변동, 다문화

예상 소요 시간 답변 준비시간 포함 18분

문항 및 제시문

출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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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⑶ 문화와 사회(58쪽) 

문화의 의미와 속성을 이해하고, 각 사회마다 문화가 다양

할 뿐만 아니라 같은 문화도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임을 파악한다. 또, 문화가 개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측면에서 파악한다. 특히, 세계화와 더불

어 문화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대 사회의 여러 가

지 문화적 특징을 비판적 안목으로 파악하고, 타 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가진다. 아울러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을 이

해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⑤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을 이해하고, 문화 변동에 따

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

제시문

(가)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1

(6) 평화와 윤리(10쪽)

㈐ 지구촌의 윤리적 상황과 과제

교통ㆍ통신의 발달에 따라 세계는 ‘지구촌’화 되

고 있음을 인식하고, 고유한 문화 가치와 세계적인 문

화 가치의 융화를 모색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

해 세계화로 인한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조사ㆍ분석

한다. 

② 다문화의 수용

제시문

(나)

1. 사회과 교육과정

2. 도덕과 교육과정

- 문화접촉에 의한 문화변동의 양상으로써 문화공존, 문화융합, 문화동화, 문화저항

에 대한 각각의 개념을 이해하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현상을 포괄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세계시민역량과 창의성, 전공적합성을 평가하고자 함

- 타문화에 대처하는 수용 태도의 변화 추이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통해 

인성을 파악함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2.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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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most pressing problems, if not the most pressing problem, in the 

world today is the great economic inequalities that exist among societies. These 

inequalities not only raise enormous moral and ethical concerns(for example, 

how can we live with the fact that so few are so rich and so many are so 

poor?), but they also represent a major source of instability and conflict in 

many areas of the world. Inequality among societies is not only a problem in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사회․문화 박선웅 외 금성 2012 112 제시문(가) ○

사회 이동환 외 법문사 2013 182 제시문(나) ○

문항 해설

- 제시문 (가)는 서로 다른 문화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변동의 양상을 설명

하고 있으며 제시문 (나)는 사례를 통해 문화변동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 본 문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문화변동의 요인과 양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다문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문화변동의 양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함. 이는 고등학교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에서 가르치는 내용임

[고려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모집 특별전형(국제인재)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국제학부(오전) / 에세이 1번, 면접 문항 1~3번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생활과 윤리, 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세계화, 다문화

예상 소요 시간 에세이 30분, 면접 답변 준비시간 포함 18분

문항 및 제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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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elf, but there is also the issue of whether or not globalization contributes to 

greater inequality in the world. Some experts actually perceive globalization as 

the great hope for reducing much of that inequality. Complicating the issue is 

that establishing a link between globalization and inequality is fraught with 

difficulty.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one is that the link between two may 

vary depending on how globalization is defined and how inequality is measured; 

second,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globalization forces and domestic 

factors that are causes of inequality. However,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o 

conclude that contemporary processes of globalization have been accompanied 

by a rise in global inequality and vulnerability.

<Essay Question>

What do you think are the aspects of globalization that perpetuate or worsen 

the poverty of poor countries? And what can be some of the domestic factors 

or problems that keep poor countries from achieving economic development?

<Interview Question>

1. It is commonly said that both poverty and inequality are serious problems, 

but some distinguish between the two, on the grounds that global inequality 

results mostly from the gains made by the “winner” compared to the 

relatively stagnant “losers,” and therefore may be a sign of overall 

increases in human welfare. Is this a valid point? Would inequality still 

matter as much as it does today if most of humanity achieved at least South 

Korea’s standard of living?

2. If world society would commit to eradicating poverty in a few decades, what 

should be its first steps?

3. Can poor countries ever become developed in a globalized world? If so, how? 

If not, why not? If you wish, you can talk about the case of South Korean 

development and discuss whether its experience can serve as a model that 

can be duplicated in today’s economic climate. 

출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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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교육과정

 1.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2.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2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1

(6) 평화와 윤리
㈐ 지구촌의 윤리적 상황과 과제(10쪽)
교통ㆍ통신의 발달에 따라 세계는 ‘지구촌’화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고유한 문화 가치와 세계적인 문화 가치의 융화를 
모색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세계화로 인한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조사ㆍ분석한다. 
① 지역화와 세계화의 윤리성 
② 다문화의 수용
③ 부유한 나라의 약소국에 대한 원조 의무

제시문

과목명: 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12) 국제 경제와 세계화(2010 개정 3쪽 / 2011 개정 26쪽)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2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내에서는 <생략>으로 표시되어 있고, 2011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7])에서는 26쪽에 
자세히 기술하고 있음.

국제 경제의 기본 특징을 이해하고, 국제 거래의 발생 요인과 
국제 거래의 양상을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국제 거래의 확대에 
따라 국가 간 상호 의존이 증가하는 현상을 세계화와 관련지어 
파악한다.
① 국제 거래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국제 거래의 발생 

제시문

1. 도덕과 교육과정

2. 사회과 교육과정

- 오늘날 세계 사회가 당면한 주요 문제 중 하나인 세계화로 인한 빈부격차에 대해 

학생들의 관찰력을 평가하고자 함

- 지원자의 주제에 대한 이해력과 깊이, 날카로운 시각과 분석력 등을 알아보고자 

하며, <생활과 윤리>의 세계화 및 다문화의 개념을 연결하여 논리적・창의적 사고

를 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 불평등과 빈곤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계화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표현하는지 판단하고자 함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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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인식한다.
② 국제 거래를 환율과 국제 수지를 심으로 이해한다.
③ 국제 경제 협력과 경쟁, 상호 의존이 증대하는 현상을 

세계화와 관련지어 분석한다.

2. 자료 출처

가. 교과서 내 자료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12 296~297 제시문 ○

생활과 윤리 남궁달화 외 ㈜교학사 2012 314~315 제시문 ○

사회 김종욱 외 ㈜교학사 2012 290~295 제시문 ○

사회 허우긍 외 ㈜교학사 2012 344~345 제시문 ○

사회 이동환 외 법문사 2012 306~311 제시문 ○

문항 해설

- 세계화와 경제 불평등과 같은 현재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문제를 주제로 <사회>

와 <도덕> 교과에서 다룬 개념과 용어를 활용하여 구성한 제시문임

- 에세이: 제시문에서 세계화가 세계의 불평등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찬성, 반대의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음. 에세이 문항은 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생활

과 윤리>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인 globalization과 economic development의 관계를 설

명하는 것을 통해 지원자의 논리적 사고를 판단함

- 면접: 사고력을 평가하는 동시에 고등학교 <사회> 교과 과정 범위의 ‘한국의 경제발

전 과정’내용을 ‘개발도상국’개념 및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음. 면

접 문항은 교육과정 범위 내의 개념을 활용하여 답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동시

에 지원자가 poverty와 inequality의 차이를 추론할 수 있는지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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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림과 같이 원주 위에 서로 다른 네 점 A, B, C, D가 있다. 철수는 앞면이 나올 확

률이  , 뒷면이 나올 확률이  인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시계방향으로, 뒷면

이 나오면 반시계방향으로 원주 위의 인접한 점으로 이동한다. A에서 시작하여 동전

을 번 던진 뒤 철수가 점 A, B, C, D에 있을 확률을 각각  ,  ,  , 이라고 

하자. 단, 은 자연수이다.

                                
 

(나) 우리는 위험한 작업, 자동차 조립, 복강경 수술과 같은 다양한 작업에 로봇을 유익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사람의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등장하여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 최근 2만 명이 일하던 중국의 한 공장에 로봇을 투

입하면서 근로자의 수가 100여 명으로 줄었다고 보도되었다. 이렇듯 로봇의 활용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1. 제시문 (가)를 읽고   을 구하시오.

2. 제시문 (가)에서   

  
 과  의 관계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되는 를 

모두 찾으시오.

3. 제시문 (나)를 읽고, 유익한 목적으로 자신이 개발할 과학적 연구 결과물이 사회적 부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할 때 본인은 어느 쪽의 입장에 설 것인지와 그 이유를 제

시하시오.

[고려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모집 특별전형(과학인재)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오전) / 문항 1~3번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적분과 통계, 생활과 윤리,
(중학교 1학년)기술․가정, (중학교 2학년)수학 2

핵심개념 및 용어 확률, 행렬, 과학 탐구와 윤리
예상 소요 시간 답변 준비시간 포함 18분

문항 및 제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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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교육과정 문서(84쪽)
[적분과 통계] - (다) 확률 -  확률의 뜻과 활용
①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의미를 이해한다.
② 확률의 기본 성질을 이해한다. 
 
- 교육과정 문서(84쪽)
[적분과 통계] - (다) 확률 -  조건부확률
① 조건부확률의 뜻을 알고, 이를 구할 수 있다.
② 사건의 독립과 종속의 의미를 이해한다.

적용 교육과정
1.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별책 10]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기술․가정 교육과정 문서(8쪽)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 - ⑶ 기술의 발달과 미래 사회
㈎ 기술의 개념과 특성을 알고, 기술의 발달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 우리나라 전통 기술에 대한 이해와 기술적 체험 활동을 통하여 전통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바람직한 태도를 갖는다.
㈐ 기술의 발달과 미래 사회와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현재의 생활과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출제 의도  
-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 나오는 전반적인 기초 지식을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출제하였으며, 향후 과학도로서 개발할 연

구 결과물이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본인의 입장과 이유를 밝히도록 하여 

인성을 파악하고자 함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1. 제시문 (가)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교과서

적분과 통계 우정호 외 두산동아 2012
134~135, 
154~155

중학교 수학 2 이강섭 외
도서출판 
지학사

2009 12~21

2. 제시문 (나)



- 77 -

- 도덕과 교육과정 문서(6쪽)
[생활과 윤리] - ⑶ 과학ㆍ생태ㆍ정보 윤리 - ㈎ 과학 탐구와 윤리 
과학 기술의 본질과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구현 및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을 
인식한다. 이를 위해 올바른 과학 탐구의 자세에 대해 토론한다. 
① 과학, 기술의 본질 파악 및 과학 기술에 대한 다양한 시각
② 현대 과학 기술 지상주의 문화의 특징과 문제점
③ 인간 존엄성 회복과 행복 추구를 위한 과학 탐구의 윤리적 과제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교과서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 양정열 외 원교재사 2009
116~117, 
150~151

생활과 윤리 남궁달화 외 ㈜교학사 2012 140~141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12 129

기타

2만 명 근무하던 중국 공장, 로봇 
투입 뒤 100명만 남아 
(http://news.joins.com/article/17
351739)

곽재민, 
이철재

중앙일보 
신문기사

2015.
3.14

-

문항 해설

- 제시문 (가)는 <수학>의 연립방정식, 이차방정식, 고차방정식, <수학Ⅰ>의 행렬과 

그래프, 수열, <적분과 통계>의 확률 등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포괄하여 출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주어진 1, 2번 문항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함

- 3번 문항은 과학자로서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와 그 이유에 대

해 물어봄으로써 <생활과 윤리>에서 강조하는 과학 탐구와 윤리에 대한 학생의 

견해를 보고자 함

[고려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모집 특별전형(과학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오후) / 문항 1~3번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수학Ⅰ,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유한소수, 순환소수

예상 소요 시간 답변 준비 시간 포함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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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교육과정 문서(33쪽)
[수학] - (가) 수와 연산 -  유리수와 순환소수
① 순환소수의 의미를 이해한다.

(가) 참인 명제 A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명제 B가 있다.

• 명제 A: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 유한소수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 명제 B: 실수 보다 작은 임의의 유한소수가 실수 보다 작으면 ≦ 이다.

(나) 순환소수 는 수열   
  







의 극한값으로 정의되며, 보다 작은 임의의 

양의 유한소수는 소수점 아래의 자리에서만 이 아닌 숫자를 가진다.

(다) 1974년  과학자 서머린은  흰 쥐의 피부 일부를 검게 칠하고 마치 검은 쥐의 피부를 

이식한 실험에 성공한 것처럼 발표하였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대중적 주목을 끌었던 

데이터 조작 사례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 제시문 (가)의 명제 A를 활용하여 명제 B가 참임을 보이시오.

2. 제시문 (가)의 명제 B와 제시문 (나)를 활용하여   임을 보이시오. (단, 등비수열

의 합의 공식은 사용할 수 없다.) 

3. 제시문 (다)의 예와 같이  과학자가  연구부정을 저지르게 되는 이유를 개인적인 인성

과 사회적 분위기의 측면에서 생각해보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

하시오.

문항 및 제시문

출제 의도  
- 주어진 제시문 내용만을 갖고 필요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사고력 및 논리

력을 측정하고, 연구 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인

성과 태도를 파악하고자 함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1. 제시문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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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리수와 순환소수의 관계를 이해한다.

- 교육과정 문서(61쪽)
[수학Ⅰ] - (라) 수열의 극한 -  무한급수
①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의 뜻을 알고, 이를 판별할 수 있다.
② 무한등비급수의 뜻을 알고, 그 합을 구할 수 있다.
③ 무한등비급수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교육과정 문서(6쪽)
[생활과 윤리] - ⑶ 과학ㆍ생태ㆍ정보 윤리 - ㈎ 과학 탐구와 윤리 
과학 기술의 본질과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구현 및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을 
인식한다. 이를 위해 올바른 과학 탐구의 자세에 대해 토론한다. 
① 과학, 기술의 본질 파악 및 과학 기술에 대한 다양한 시각
② 현대 과학 기술 지상주의 문화의 특징과 문제점
③ 인간 존엄성 회복과 행복 추구를 위한 과학 탐구의 윤리적 과제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Ⅰ 김수환 외 ㈜교학사 2011 165~168

수학Ⅰ 우정호 외 두산동아 2014 203~207

수학Ⅰ 김해경 외 더텍스트 2012 182~185

수학Ⅰ 황선욱 외
좋은책 
신사고

2011 175~179

2. 제시문 (다)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생활과 윤리 남궁달화 외 ㈜교학사 2012 140~141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12 129

기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발간 등록번호 11-1350000-005
601-01]

기술혁신평가
국 평가정책과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
신 본부

2011
142,
163

문항 해설

- 유한소수와 순환소수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자 함. 

제시문 (가), (나)의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중학교 2학년 <수학>에서 다루는 내용

이며 제시문 (나)의 수열과 극한값은 고등학교 <수학Ⅰ>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고

등학생이라면 두 내용을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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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 계열 고등학교 과목명

수시 

일반전형

인문계열

◦ 제시문의 출처와 문항의 구성이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적합함

◦ 일부 제시문의 출처가 교과서 외의 내용이지만 고교 교육과정

을 성실히 수행한 수험생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난이도로 구

성됨

자연

계열

수학

◦ 특정 공식을 암기해서 푸는 문제보다 고교 교육과정 전반적 내

용의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풀 수 있는 좋은 문제임

◦ 제시문과 문항 모두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됨

◦ 학생들의 수학적인 직관력과 창의력을 평가하기에 적절함

물리

◦ 난이도와 문항 배치, 제시문의 발제는 교육과정 내의 요소를 이

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출제됨

◦ 등가속운동의 개념, 마찰력, 일과 에너지의 관계 등의 문제는 

교육과정으로부터 추출한 근거가 타당함

화학

◦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적합한 제시문과 문항으로 출제됨

◦ 문항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출제의도가 잘 드러나 

있어 응시자가 답안을 작성하는데 수월했을 것으로 판단됨

생명

과학

◦ 전반적으로 고교 교육과정에 맞추어져 있으며 출제 범위도 비교

적 고르게 출제되었고 제시문과 문항에 대한 분석도 적절해 보임

◦ 단, 생명과학Ⅱ에서 출제된 내용은 생명과학Ⅰ만 선택한 학생들

에게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지구

과학

◦ 고교 교육과정에서 추출한 근거가 타당함

◦ 다양한 지구과학적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

주와 지구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그 근

거가 타당함

수시 

학교장

추천전형

인문

계열

오전

◦ 모든 제시문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으며 교육과정상 

해당내용의 성취 기준에 부합함

◦ 출제문항은 창의적 응용 능력과 사고의 유연성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문항임

오후

◦ 제시문과 문항 모두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으며, 교육

과정 성취기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됨

◦ 제시문 (가)에서 ‘어울림 콘서트’를 소개하는 안내문의 내용 중 

낯선 음악 용어의 경우 문제 풀이에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도 교

육적 차원에서 하단에 ‘범례’로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해준

다면 더 좋을 것이라는 의견임

자연

계열
오전

◦ 교육과정상 해당 분야의 중요 인물과 업적을 이해하는지 묻는 

내용으로 출제 의도가 타당하며 고교 수준에서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문구들로 제시문이 이루어짐

◦ 문항은 수학적 지식을 과학적 현상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논리

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에서 추출한 근거가 타당함

4. 자문위원 분석 결과 요약

각 대학고사별 문항카드를 외부위원에게 전달하여 자문을 의뢰한 결과를 요약한 

내용은 다음 표 <Ⅰ-3>과 같다. 

<표 Ⅰ-3> 외부위원 자문 결과 요약표



- 81 -

오후

◦ 제시문과 문항 모두 고교 교육과정 속에서 추출한 근거가 타당함

◦ 수학적 지식을 과학적 현상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논리력을 측

정하는 문항이라고 평가함

수시 

융합형

인재전형

인문

계열

오전

◦ 제시문이나 문항의 범위와 수준은 고교 교육과정을 열심히 이

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

◦ 제시문과 문항의 내용과 형식, 분석도 적절함

오후

◦ 제시문과 문항의 출처 및 내용 또한 고교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에 적합함

◦ 문항 구성에 있어 교육과정상의 성취기준과 1:1의 대응점보다

는 1:多의 연결점을 가질 수 있는 복합적 문항들로 구성을 하였

다고 볼 수 있음 

자연

계열

오전

◦ 전반적으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적합한 제시문과 

문항으로 출제됨

◦ 문제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출제의도와 다른 다양

한 답이 나올 수 있으므로, 출제의도에 맞추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제시문의 제시나 출제의도가 잘 나타나는 문항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있음

오후

◦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으며 제시문과 문항에 대한 분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함

◦ 제시문 (가)의 작품은 고교 수준의 문학 작품이지만 일부 교과

서에만 수록되어 있다면 공부한 학생과 하지 않은 학생들이 의

미 파악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수시 

특별전형

(국제인재)

인문

계열

오전

◦ 세계화와 문화변동이라는 일반적인 주제의 내용임

◦ 대체로 난이도가 높지 않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준비할 

수 있음

오후

◦ 사회․문화 과목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

되었음

◦ 제시문에서 문화공존, 문화융합, 문화동화, 저항 및 복고운동의 

개념을 적절히 소개하였다고 평가함

국제학부

◦ 세계화와 경제 불평등과 같은 보편적 문제를 사회, 윤리적 관점

에서 기술한 것으로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됨

◦ Essay와 면접 문항은 논리성과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경제학적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소 유리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의견이 있음

수시 

특별전형

(과학인재)

자연

계열

오전
◦ 특정 공식을 암기해서 풀기보다 고교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내

용과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음

오후

◦ 전반적으로 고교 교육과정 내의 요소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

는 문항을 출제하였으나,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고민해야 해결 

가능한 수준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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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향후 대학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1.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반영 계획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분석을 토대로 2018학년도 고려대학교 입학전형을 다음

과 같이 개선할 계획이다.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수시모집 일반전형의 제시문과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대부분 충족하지만, 논술고사 자체가 고교에서 준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술고사

의 적절성과 지속 여부에 대한 논의 결과, 2018학년도부터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수

시 일반전형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특기자전형인 수시모집 특별전형은 전

형의 특성과 모집단위 간의 선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을 축

소하기로 하였다. 

수시모집 일반전형과 특기자전형에서 발생한 인원은 학생부위주전형의 선발인원

에 각각 배분되어 더해질 예정이다. 면접고사는 다른 전형 요소에 비해 사교육의 

도움 없이 학교 내에서, 혹은 스스로 준비하기가 용이하다. 모집인원이 늘어나는 전

형은 모두 면접고사를 실시하고 면접고사의 비중이 확대되기 때문에, 면접고사의 

제시문과 문항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출제하고 선행학습 유발 요

소를 억제하기 위해 2절과 같이 개선할 예정이다.

2. 2017학년도 입학전형 개선 노력

본교 입학전형 대학고사를 운영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한

다. 

첫째, 전형별 면접 유형 및 방식을 사전에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입학설명회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여 학생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둘째, 면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모의면접을 전년도보다 확대 실시하여 학

생들이 실제 면접 장소에서 고려대학교 면접 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자 한다. 또한 모의면접 후 설문조사를 통해 당해년도 면접 제시문 및 문항의 수

준을 조정할 예정이다.

셋째, 출제 시 대학입시에서도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각 대학고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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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하나 이상 출제한다. 전공적합성을 확인하는 문

항에서도 가급적 교과서 이외의 자료는 지양하고 교과서 내의 자료를 활용하여 교

육과정 성취기준에 맞게 출제하도록 한다. 선택과목에서 출제할 경우 학생들의 선

택과목에 따라 유리함과 불리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선택과목을 공부하

지 않은 학생들에게 너무 불리하지 않도록 적절한 난이도의 문항을 출제한다. 그리

고 모르는 개념이나 단어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아 학생들이 제시문만 보고도 충분

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넷째, 창의력을 요구하는 면접고사의 경우 학생들의 답안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

으므로 출제의도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이에 맞게 채점기준을 설정하도록 한다. 특

히 융합형인재전형의 경우 답안이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예시답안과 채점기준을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여 채점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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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역량 면접 문항

인성

1.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은 무엇인가?

2. 타인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3. 싫어하는 사람과 한 학기 동안 팀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4.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5. 학업 이외에 자신이 도전한 경험 중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

는 경우를 말해보시오.

6. 지원자는 사회적 통념(通念)에 도전해본 경험이 있는가?

7. 인간의 가장 큰 잠재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전공

적합성

1. 지원하는 모집단위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 또는 과목을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지원 전공 분야가 인간과 사회에 가져올 기여를 말해보시오.

3.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한 동기를 장래희망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4. 학업을 마치고 졸업했을 때 지원자는 지금과 어떻게 달라져 있을 것

같은가?

5. 자신의 전공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인간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6.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

창의성

1. 세계의 모든 언어가 하나로 통일된다고 가정했을 때 국가, 민족,

문화의 개념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2. 지원자가 시각장애인에게 빨간색을 설명해야하는 경우 어떻게 하

겠는가?

3.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들이 삶에서 지니는 가치를 말해보시오.

4. 현재 지원자가 갖고 있거나 착용한 물건을 통해 자신의 특성을 표

현해보시오.

5.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언제로 가고 싶은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부록1> 교과 외 출제 면접고사 문항 일체

1. 2016학년도 수시 기회균등특별전형 면접 문항

수시 기회균등특별전형의 대표문항은 여러 문항 풀에서 면접위원이 각 역량별로 

2~3개씩 골라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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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역량 면접 문항

인성

1. 의사소통 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원활한 의사소통의 결과로 나타나는 좋은 점을 말해보시오.

2.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3. 삶의 지표로 삼는 좌우명 또는 글귀가 있다면 말해보시오.

전공

적합성

1. 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무엇인가?

2. 지원 전공분야에서 수학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꼭 만나보고 싶은 인물은 누구인가?

창의성
1. 출신 지역 또는 고교의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해보시오.

2. 매일 조금씩 노력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해보시오.

1. 체육교육과에 지원한 동기를 이야기해 보시오.

2. 활동증빙서류에 기재된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시오.

3. 고교 재학 중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발생한 갈등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

한 과정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2. 2016학년도 정시 기회균등특별전형 면접 문항

정시모집 기회균등특별전형의 대표문항은 다음과 같다. 

3. 수시모집 특별전형(체육인재) 면접

수시모집 특별전형 체육인재 면접은 별도의 제시문이 없으며 교과 지식과 관련 

없이 제출서류 내용을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지원자 5명씩 1조를 이뤄 

10~15분 내외로 면접을 실시했다.

대표적인 사례 문항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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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연법칙은 자연의 사물과 현상 사이의 객관적이고 필연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법

칙이다. 예를 들어 물체는 현재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는데 이

를 관성이라 하고 외부에서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작용한 모든 알짜힘이 0

이면 물체는 정지해 있거나 현재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이것을 관성 법칙

이라 한다. 

나) 사회법칙은 사회과학이론에서 특성 간의 다양하고 불가피한 관계를 말하는 일반

적인 명제이다. 예를 들어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상품 가격의 결정과 변화에 대한 법칙이다. 수요 법칙은 가격이 상승(하락)하면 수

요량이 감소(증가)하는 법칙이고, 공급 법칙은 가격이 상승(하락)하면 공급량이 증

가(감소)하는 법칙이다.

다) 국제법은 국제 사회를 규율하는 법으로 국가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국

제 행위 주체들의 관계를 규율하고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규범이다. 국제법의 종

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가장 보편적인 것이 조약이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 간

에 맺어진 합의로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만 구속하게 되며 국내법과는 달리 강제집

행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는 ‘핵 확산 금지 조약(NPT)’으로 핵보

유국이 핵무기를 다른 나라에 제공하거나 비핵보유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체결되었다.

1. 제시문 가), 나)에 나타난 법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2.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서의 법칙 혹은 규칙의 예를 나열하고 설명하시오.

3. 제시문 다)의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강제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지원자

의 의견을 말하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부록2> 2016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면접 및 수학 필기고사

1. 재외국민특별전형 인문계 면접

1) 제시문 및 문항

2) 제시문 수준의 적절성

재외국민특별전형은 사회, 과학 교과의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하여 

국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유사한 교육을 받지 않은 해외 학교 출신의 지원

자도 제시문만 이해하면 풀 수 있는 수준에서 출제하였다. 제시문에서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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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합성은 잎의 기공을 통해 흡수한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재료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때 태양 에너지는 포도당이라는 물질에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된다. 빛은 식물의 엽록체 안에 있는 광합성 색소에서 흡수

된다. 광합성 색소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엽록소a와 엽록소

b이다.

나)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물은 열에너지를 얻어 수증기가 된다. 이 수증기가 

대기 중으로 올라가면 열에너지를 잃고 구름이 된다. 구름 속의 수증기는 위치 에

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수증기가 비가 되어 내리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운

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

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결혼이주민과 노동이주민의 증가 등으로 다양한 문화

가 유입되고 새로운 사회적 공간이 형성되는 등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

는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4년 한국의 총인구 수 

대비 체류 외국인 수의 비율은 3.6%로 2007년과 비교할 때 54.5% 증가하였다. 이 

중 결혼이민자의 수는 2007년 110,362명에서 2014년에는 150,994명으로 36.8% 증가

하였다.

는 관성법칙, 수요법칙, 국제관계와 관련된 개념은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서 다루는 내용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기본적인 개념을 이

해하는 학생은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3) 제시문 범위의 적절성

제시문 가)의 경우 과학 교과의 ‘운동에너지’, ‘관성의 법칙’등 중・고

등학교 교과 수준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나)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

서 다루는 ‘수요 공급의 법칙’에 대한 글로 고등학교 수준의 사회 및 경제 

수업을 성실히 받은 학생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

다. 제시문 다)는 사회교과에서 다루는 ‘국제관계의 이해’ 및 ‘국제 조약’

의 내용 중에서 핵 확산 금지조약의 사례로 발전시킨 제시문이다. 

      

2. 재외국민특별전형 자연계 면접

1) 제시문 및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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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문 가), 나), 다)에서 공통으로 유추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를 말하고, 그 단어

와 관련된 다른 자연현상의 예를 들고 자세히 설명하시오.

2. 문제 1에서 말한 단어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시오. 

3. 제시문 다)와 관련하여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해보고, 

부정적인 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2) 제시문 수준의 적절성

제시문 가)는 광합성을 설명하고 있다. 광합성의 과정에서 빛 에너지가 화학

적 에너지로 변환되어 저장된다. 제시문 나)는 물이 증발하여 구름을 형성하고 

비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의 변환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한국사

회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세 제시문에서 유추할 수 있

는 공통어는 ‘변환’, ‘변화’ 등이 될 수 있다. 해외의 고교 과정에서도 충

분히 다뤄지는 개념을 위주로 구성한 제시문으로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지원자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3) 제시문 범위의 적절성

낙하하는 물체에서 위치에너지의 운동에너지로의 변환, 화학반응에서의 물질

의 변환, 상변환(기체↔액체↔고체, 기체↔고체) 등의 내용은 일반과학과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현상에 대

한 제시문 역시 국내・외 사회과목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개념으로 보인다.

3. 재외국민특별전형 자연계 수학 필기고사

1) 문제

(1) 



일 때 을 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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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차방정식  의 두 근  에 대하여 








 의 값

을 구하면?

① 

 ② 

  
③ 

  ④ 



(3)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수를 각각 과 이라 할 때, 다음을 만족할 확

률을 구하면?




cos cos   

① 

  ② 



③ 

  ④ 



(4) 함수   


가   에서 극댓값을 갖고  에서 

극솟값을 갖도록 하는 모든 정수 의 합을 구하면? 

①  ② 

③  ④ 

(5) 에 대한 무리방정식 



   가 서로 다른 6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의 값의 범위를 구하면?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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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열 은  이고 점화식

    ≥ 

  을 만족한다. 이때

lim
→∞











 

  의 값을 구하면?

① 

 ② 


③ 
 ④ 

 

(7) 다음 그림과 같이 ,  이고

  ∠ 


인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한없이 그릴 

때, 모든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면?

① 

 ② 



③ 

 ④ 



(8)  




  (≤ ≤ )일 때 함수 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합을 

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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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9) 좌표평면 위의 두 점  와   는  을 만족한다. 실수 가 구간 

 위를 움직일 때, 선분 가 쓸고 지나가는 영역이 직선  


과 만나서 

생기는 선분의 길이를 구하면? (단, 는 음이 아닌 실수이다.)

① 

 ② 


③ 

 ④ 


(10) ≤ ≤ 


인 실수 에 대하여 평면벡터 

   ,   cos sin,   



 
    이 있다. 이때 벡터의 크기   의 최솟값을 구하면?

①  ② 

③  ④ 

(11) 좌표평면 위에 정의된 일차변환 가 ∘  를 만족하고 점   를 점 

 로 옮긴다. 일차변환 를 나타내는 행렬을 라 할 때 행렬  의 모

든 성분의 합을 구하여라.

(12) 두 함수    ≥ 
  

,   에 대하여 함수 가 

∘   를 만족시킬 때 의 값을 구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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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로그부등식 
 log ≤




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값의 합을 구하여라.

(14) 함수 가 다음 조건들을 만족할 때 의 값을 구하여라.

(ㄱ)  ′   
   

  

(ㄴ)   



(ㄷ) 는  에서 연속이다.

(15)  ,      을 만족하는 함수   에 대하여 

lim
→



의 값을 구하여라.

(16) 좌표평면 위의 한 점   에서 원    에 두 접선을 

그렸을 때, 두 접선이 원 와 만나는 두 접점을 라 하자. 이때  의 

값을 구하여라.

(17) 좌표공간의 점   과 평면 상에 있는 원   위의 점 

에 대하여  의 최댓값을 구하여라.

(18) 모든 실수 에 대하여 함수

   lim
→∞






    가 연속이 되도록 상수  를 정할 때, 의 값을 구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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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수열 에 대하여 lim
→∞

 일 때 lim
→∞



의 값을 구하여라.

(20) 구   위의 점에서 직선 





 에 이르는 

거리의 최댓값을  , 최솟값을 이라 할 때  을 구하여라.

2) 답안

문항 번호 정답

1 ④

2 ③

3 ①

4 ①

5 ③

6 ②

7 ③

8 ④

9 ②

10 ②

11 0

12 3

13 36

14 5

15 6

16 7

17 98

18 1

19 3

2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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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제기준

국내외 고교교육과정을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는 전형의 특성상 수학 필기고

사의 출제범위를 고등학교 수학교과의 범위 내 문제로 구성되었다. 지원자의 수

학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의 난이도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B

형을 기본으로 조정하였다. 중고등학교 수학교과의 기본 개념을 충실히 이수한 

지원자라면 손쉽게 문제를 이해할 수 있으며, 문제해결과정에 있어 논리적 접근

이 가능한 문제들로 출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