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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Ⅰ. 선행학습 영향평가 개요

1.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의 목적

  2014년 9월 12일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는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필답고

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

나 평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대입전형을 설계·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해당 법

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학의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대학 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는 대학이 대학별 고사를 시행함에 있어 고등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 운영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선

행학습 유발 요인은 없는지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대입전형

에 반영토록 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2. 문항 총괄표

평가대상 입학전형 계열

교과
교과 

외
계인문

사회
수학

과학
기타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논술 등 

필답고사

논술우수자
인문Ⅰ 3 3
인문Ⅱ 3 3
자연 1 2 3

재외국민
인문 50 50
자연 30 20 50

면접‧
구술고사

학생부

(종합/교과)
인문/자연 1 1

재외국민 인문/자연 1 1

특기자(체육) 예체능 1 1

실기‧
실험고사

특기자(어학) 인문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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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학습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Ⅱ.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1.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첨부 1> 참조

2.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 우리대학은 부총장 직속으로 「자체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입학관

리실 및 입학사정관실에서 기획·지원하는 모든 대학별 고사에 대하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입학전형에 반영

[그림 1] 동국대학교 자체영향평가 구성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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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영향평가위원회」역할

○ 「자체영향평가위원회」구성 - <첨부 2> 참조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위(급) 비고

1 위원장 양영진 사회학과 교무부총장 교내

2 부위원장 강삼모 경제학과 입학처장 교내

3 위원 곽문규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교무처장 교내

4 위원 김성훈 교육학과 교수 교내

5 위원 고진호 교육학과 교수 교내

6 위원 원치승 영석고등학교 교사(국어) 교외

7 위원 지석우 마포고등학교 교사(수학) 교외

8 위원 이주현 수원영복여자고등학교 교사(영어) 교외

9 위원 김정래 연송고등학교 교사(과학) 교외

10 위원 및 간사 이경식 입학관리실 입학관리실장 교내

11 위원 김광희 입학사정관실 입학사정관실장 교내

○ 「자체영향평가위원회」위원별 역할

역 할 활동 내용 시 기

자체 영향평가
대학별 고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준수 여부 검토, 개선방안 마련 
수시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 반영 자체영향평가결과 차년도 계획에 반영 연 1회

위원구분 위원별 검토 고사

김성훈 면접고사 (학생부, 재외국민, 특기자)

김승호 면접고사 (학생부, 재외국민, 특기자)

원치승 논술고사(인문Ⅰ,Ⅱ) / 필답고사(재외국민-국어)

지석우 논술고사(자연) / 필답고사(재외국민-수학) / 면접고사 (학생부, 재외국민, 특기자)

이주현 실기고사(특기자-어학) / 필답고사(재외국민-영어)

김정래 논술고사(자연) / 면접고사 (학생부, 재외국민, 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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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 진행절차

[그림 2] 동국대학교 2016학년도 자체영향평가 진행절차

[그림 3] 동국대학교 자체영향평가 진행 체제



❙ 8 ❙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진행일정

일정 세부내용
영항평가 

대상여부

2015. 7. 19 재외국민 특별전형 필답고사 운영 해당

2015. 7. 28 재외국민 특별전형 면접고사 운영 해당

2015. 9. 19~24 수시 특기자(연기) 실기고사(기초실기) 운영 해당없음

2015. 10. 9 수시 특기자(어학/문학) 실기고사 운영
(어학) 해당

(문학) 해당없음

2015. 10. 10 수시 논술고사 운영 해당

2015. 10. 16~18 수시 특기자(연기) 실기고사(종합실기) 운영 해당없음

2015. 10. 17 수시 특기자(체육) 면접고사 운영 해당

2015. 11. 14~15 수시 학생부(종합) 면접고사 운영 해당

2015. 11. 22 수시 학생부(교과) 면접고사 운영 해당

2016. 1. 3 정시 학생부(교과) 면접고사 운영 해당

2016. 1. 3~8 정시 연극학부 실기고사 운영 해당없음

2016. 1. 13 정시 미술학부 실기고사 운영 해당없음

2016. 1. 14~16 정시 체육교육과 실기고사 운영 해당없음

2016. 3. 7 ~ 자체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및 자체영향평가 시행 -

~ 2016. 3. 中 자체영향평가 결과 및 반영계획 수립 -

2016. 3. 31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결과 공개(홈페이지) -

2015. 4. 차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필요시) -

○ 자체영향평가 대상 현황

모집시기 전형유형 고사유형

재외국민 재외국민(인문/자연) 필답고사, 면접고사

수시

학생부 위주(종합/교과) 면접고사

논술 위주(인문/자연) 논술고사

실기 위주(어학) 실기고사(에세이)

실기 위주(체육) 면접고사

정시 가군 학생부 위주(교과) 면접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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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영향평가 제외 대상 현황

모집시기 전형유형 고사유형 제외사유

수시
실기 위주(문학) 실기고사 시제제시 창작형 실기

실기 위주(연기) 실기고사 예체능 실기

정시

수능 위주(연극학부) 실기고사 예체능 실기

수능 위주(체육교육과) 실기고사 예체능 실기

수능 위주(미술학부) 실기고사 예체능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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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항 분석 결과

Ⅲ. 문항 분석 결과

1. 문항 분석 결과 요약표

평가대상 입학전형 계열 문항번호 고등학교 과목명
교육과정

준수 여부

논술 등 

필답고사

논술우수자

인문Ⅰ

문제 1 독서와 문법, 사회・문화 준수

문제 2, 3
윤리와 사상, 사회, 도덕, 

법과 정치, 세계사
〃

인문Ⅱ

문제 1 사회, 법과 정치 〃

문제 2 사회, 사회・문화, 법과 정치 〃

문제 3 국어, 사회 〃

자연

문제 1 수학, 적분과 통계, 수학Ⅱ 〃

문제 2 과학, 생명과학Ⅰ, 화학Ⅰ 〃

문제 3 과학, 물리Ⅰ 〃

재외국민

인문

영어 30문항 영어, 영어Ⅰ, 영어Ⅱ 〃

국어 20문항
국어, 화법과 작문Ⅰ, 

독서와 문법Ⅰ, 문학Ⅰ
〃

자연
영어 30문항 영어, 영어Ⅰ, 영어Ⅱ 〃

수학 20문항 수학 〃

실기‧
실험고사

특기자(어학) 인문 문제 1 사회・문화 〃

※ 면접고사(학생부/재외국민/특기자 전형)는 교과 지식과 관련 없는 인성면접, 학생부・
자기소개서 기재 내용 확인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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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항별 분석 결과 

○ 논술고사

가. 논술고사(인문 Ⅰ)

 문항카드  1 

[동국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Ⅰ / 문제 1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독서와 문법,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성 역할 고정관념, 성차별, 사회언어학, 성별에 

따른 언어변이 특성, 양성평등

예상 소요 시간 25분 / 전체 100분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성 역할 고정관념은 여성과 남성의 본질에 관하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신념이다. 그것은 과학적 검증을 받지 않은 채 사회 구성원에 의해 폭넓게 받아들여진

다. 성 역할 고정관념은 여성과 남성이 실제 어떻게 다른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관념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여자는 시집을 잘 가려고 대학에 간다.”라거나 “남자는 아내가 자기보다 소득수준이 높

으면 부담을 느낀다.”라는 인식이나 태도 등이다. 성 역할 고정 관념은 사회 구성원에게 

너무나 익숙하여, 사람들은 특정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태도를 보이는 것을 그 사

람의 성 때문이라고 종종 단정짓곤 한다. 이처럼 성 역할 고정관념은 개인의 행동과 태

도 및 생각을 지배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은 자신의 성에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려

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타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행동하므로,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면 개인의 주체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나] 성별에 따라서도 언어의 변이가 나타난다. 성별에 따른 변이는 남성과 여성의 생리

적·심리적·문화적 차이가 언어에 반영된 결과이다. 사회 언어학에서 남녀 대화의 대표적 

특성으로 지적된 것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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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제시문 [가]와 [나]를 참고로 하여, ‘남녀 대화의 대표적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

는 요인에 대해 서술하시오. 

<11∼12줄 (330∼360자)> [30점]

출제 의도 및 문항 해설  
  문제의 주제는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이다. 제시문은 사회・문화 교과

에서 나오는 성 역할 고정관념이라는 개념, 그리고 독서와 문법 교과에 나오는 

성별에 따른 언어 변이 양상, 즉 〔표〕 남녀 대화의 대표적 특성이 나오는 내용을 

발췌했다. 문제에서는 성 역할 고정관념과 남녀 대화의 특성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향후 남녀 대화의 특성이 변화할 수 있는 요인을 서술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개념에 대한 이해력과 그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성

평등에 대한 인식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 ․ 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사회적 불평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능론과 갈등론의 

관점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152쪽)

제시문(가) 

문제 1

-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Ⅰ

남성 여성

과묵성, 경쟁적 대화 다변성, 협동적 대화

동시 발화나 말 가로채기가 많다 동시 발화나 말 가로채기가 적다

맞장구치기나 찬사가 적다 맞장구치기나 찬사가 많다

단정 어법, 직접 명령이 많다 애매 어법, 간접 명령, 청유법이 많다

정중법을 지향한다 공손법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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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사회・문화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12 152
제시문(가)

문제 1
×

독서와 문법 윤여탁 외 ㈜미래엔 2012 308
제시문(나)

문제 1
×

채점 기준

[문제 1] (배점 30점) 

2.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와 문법 관련

성취

기준

1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에 필요한 화법과 작문의 윤리를 

알 수 있다. (308쪽)

제시문(나) 

문제 1

상

S

1)【가】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와의 연관성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2) 3개 이상의 변화 요인에 대한 적절한 서술

3) 정확한 문장구사력과 어휘력을 발휘한 최적의 답안 

A

1)【가】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와의 연관성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2) 2개 이하만 변화 요인을 서술한 경우

3) 정확한 문장구사력과 어휘력을 발휘한 경우 

중

B

1)【가】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으나 【나】와의 연관성을 적절하지 못한 경우 

2) 2개 이하만 변화 요인을 서술한 경우

3) 정확한 문장구사력과 어휘력을 발휘한 경우 

C

1)【가】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나】와의 연관성을 적절하지 못한 경우 

2) 변화 요인을 잘못 서술한 경우

3) 문장구사력이 다소 떨어진 경우

하
D

1) 【가】와 【나】를 참고하지 않은 경우 

2) 변화 요인을 잘못 서술한 경우

3) 문장구사력이 다소 떨어진 경우

E 질문 의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의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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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답안

  사회적인 성 역할의 내용은 사회화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 차이가 때때로 차별 요인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

런 고정관념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너무나 익숙하여 개인의 행동과 태도 그리고 사

고를 지배한다. 〔표〕에서 제시된 남녀 대화의 대표적 특성도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라는 고정관념이 사회화된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언

어의 변이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가족 친화적인 기업 환경의 개선, 

‘남녀평등고용법’ 등과 같은 법체계 정립, 보육 등과 관련한 사회 기반 시설 확

충,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양성평등 가치 체계의 정립을 통한 사회구조와 문화의 

변화,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인들의 주체적인 노력 등에 의한 남

녀 관계를 둘러싼 사회 심리적・문화적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과

거와 달리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남녀평등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별에 따른 언어 변이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 평가위원 분석결과

제시문 및 질문 문항 분석

  본 문항은 ①‘제시문 [가]와 [나]를 참고하라’와 ②‘남녀 대화의 대표적 특

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제시하라’로 질문을 구분할 수 있다. ①은 제시

문[가]와 [나]의 정확한 독해를 통한 핵심 파악 능력 그리고 두 제시문 간의 연관

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②는 이를 통해 남녀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유추할 수 있는 추론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되는 

문항이다.

  ①은 고교 교육과정 작문 영역의 내용 전개 방식 단원에서 학습하는 요약하기

와 고교 교육과정 독서 영역의 단락의 수준에서 학습하는 중심내용 파악하기에 

해당한다. ②의 추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또한 독서영역에서 학습하고 있기 때문

에 정상적으로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비교적 수월하게 서술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제시문이 고교 교육과정의 교과서 내에서 출제되었으므로 

질문 문항에 사용된 용어도 수험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적정 

어휘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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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의도, 채점기준, 모범답안 분석 (종합분석)

  제시문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현상의 분석능력

을 요구하고 있는 문항이다. [문제1]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수험생들은 제시문

[가]를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현대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과 태도는 물론 생각

까지도 지배하고 있다는 것과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주체적 노력

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하고, 제시문[나]에서는 이러한 성역할에 따라 변이

된 남성과 여성의 언어적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원인 요소

인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와 사회화 과정의 결과에 의한 남녀의 대화의 특

성을 분석하여 추론한 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변화 요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보면, 대학 측에서 평가기준으로 제시한 [가]의 개념 파악, [가]와 

[나]의 연관성 파악, 3개 이상의 변화 요인 서술 능력은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정

확한 문장 구사력과 어휘력을 요구하는 것은 표현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자연

스럽다.  

  제시문의 정확한 독해에 기반한 확대 사고력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제시문[가]

와 [나]가 비교적 쉬운 독해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시문을 통한 남녀 대화 

특성의 이해와 파악은 무난할 것이다. 대학 측에서 제시한 모범답안도 이러한 출

제의도와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적당하게 제시되어 있다. 수험생들이 분석하여 추

론해야 하는 변화요인을 모범답안에 5가지로 제시해준 점도 수험생들을 납득시키

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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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카드  2 
[동국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Ⅰ / 문제 2, 문제 3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윤리와 사상, 사회, 도덕, 법과 정치, 세계사

핵심개념 및 용어
이기주의, 이타주의, 시민사회 역할, 사회적인 

성차 극복과 정치 참여, 국가의 기원

예상 소요 시간 [문제 2] 20분, [문제 3] 30분 / 전체 100분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비둘기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 그러나 비둘기 개체군에서 매파형 돌

연변이 개체가 나타났다고 가정하자. 매파형 돌연변이 개체가 비둘기와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여 우선 유리하다. 그러나 유리한 매파의 유전자는 급속히 퍼져 매파끼리의 싸움

이 시작됨으로써 돌연변이 개체도 부상을 당할 수 있다. 차라리 그들에게는 비둘기파의 

공동 행위에 속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우리는 ‘비둘기파의 공동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 장기적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이해 할 

능력이 있으며, 이 공동 행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서로 논의할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낳아 준 이기적 유전자에 반항하거나, 더 필요하다면 

우리를 교화한 이기적 밈*에게도 반항할 힘이 있다. 순수하고 사욕 없는 이타주의라는 

것은 자연계에서는 안주할 여지도 없고 전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 존재한 예도 없다. 그

러나 우리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육성하고 가르칠 방법도 논의할 수 있다. 우리는 유전자

의 기계로 만들어졌고 밈의 기계로서 자라났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창조자에게 

대항할 힘이 있다. 이 지구에서는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기적인 자기 복제자의 폭정

에 반역할 수 있다. 

＊밈(meme): 문화적 진화의 단위로, 모방을 통해 한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복제된다. 밈은 좁게는 한 사회의 유행이나 문화 전승을 가능하게 하고, 넓게는 인류의 

다양하면서도 매우 다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다. 

- 도킨스(Dawkins, R.),  “이기적 유전자”,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나] 퍼트남(Robert D. Putnam, 1941∼)에 의하면 시민이 자발적으로 이익 집단이나 

시민단체 등의 결사체를 만들고 활발하게 참여하는 사회에서는 풍부한 사회 자본이 형

성된다. 왜냐하면, 시민은 결사체의 활동을 통해 서로 동등하게 대하고 신뢰하며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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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위해 협조하는 태도를 배우기 때문이다. 개방적 태도, 관용, 신뢰,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사회 자본은 시민 간의 협조와 상호 호혜 수준을 높이고 자발적인 시민 참여

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사회 자본이 풍부한 사회에서는 시민 사회가 활성화되고 민

주주의가 발전하며 정책 결정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절감되며 정치의 효율성도 높아진

다.

- 『고등학교 법과 정치』

[다] 1928년 영국의 모든 성인 남녀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19세기까지 오랫동안 격

렬하게 전개되어 온 참정권 운동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에 앞서 1919년에

는 미국이 여성의 선거권을 헌법에 명시하였다.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여

성 참정권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여성 참정권 요구가 폭발적

으로 일어난다. 

여성들의 참정권 요구는 제1차 세계 대전 기간 동안 활발해진 여성의 경제·사회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총력전으로 진행된 전쟁에 여성들도 참여하였는데, 이 여성들을 향

해 시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었다. (중략)

제1차 세계 대전 후 공화정이 뿌리내리고 민주주의 제도가 확대되면서 여성 참정권 

운동은 더욱 힘을 얻었고,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였다. 아시

아나 아프리카의 여성들은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독립과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참정권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에 남성들과 동등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성의 노력에 힘입은 결과였다. 

- 전국 역사 교사 모임, “살아 있는 세계사 교과서”, 『고등학교 사회』

[라] 물방울 하나는 강물을 만들지 못하지만, 그 많은 물방울이 모여 강물을 만든다. 마

찬가지로 한 사람의 노력은 사회 발전에 큰 힘이 되지 못하겠지만, 그러한 노력이 모여 

결국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안다면 나 개인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기적이며 조직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개인

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시민 단체나 비정부기구(NGO)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이 효

과적이다. 시민운동을 추진하는 단체는 많다. (중략)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시민 단체에 가입하여 의미 있는 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것은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리더십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이다. 요즈음에는 인터넷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나쁜 법률이나 정책의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을 올리거나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 건설적인 의견을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카페나 블로그를 만들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활동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고등학교 도덕』

[마] 자연 상태는 살기에 불편하므로 사람들은 공동 관심사인 사회와 정부를 세우기 위

해서 계약을 맺게 된다. 그런데 인간은 자연적인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가지고 있

다. 인간은 이러한 모든 권리가 잘 보장되도록 정부를 세우는 데 합의(계약)하는 것이

다. (중략) 만일 정부가 기본권인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방자해진다

면 물러나야 하며, 극단의 경우 혁명에 의해 타도할 수 있다.



2016 동국대학교 자체영향평가  ❙ 21 ❙

Ⅲ. 문항 분석 결과

                         

[문제2] 제시문 [가]와 [나]의 핵심어를 찾아 맥락상의 공통적인 주장을 기술하시오.

<8∼9줄 (240∼270)> [30점]

[문제3] 제시문 [다], [라], [마], [바]를 시대 순에 따라 배열하여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을 요약하시오. 그리고 제시문 [라]를 참고하여 시민운동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그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끼친 긍정적 영향에 대해 기술하시오.

<22∼23줄 (660∼690)> [40점]

출제 의도 및 문항 해설  
  [문제2]과 [문제3]의 제시문은 모두 고등학교 사회・도덕과 교육 과정에 속하는 

교과목에서 발췌하였다. 각각 윤리와 사상, 법과 정치, 사회, 도덕, 세계사
에서 각각 골랐다. 고등학교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서 내에서 제시문과 질문을 구성했다. 그 내용은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는 

이기심과 공동체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과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2]에서는 이타주의,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글이다. 그 두 가지 글에 나

타난 공통적 주장을 찾는 독해력과 그 공통점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능력을 측정

하는 문제이다. 

[문제3]은 두 가지를 묻고 있다. 하나는 역사상 민주주의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나 

사회사상을 시대 순에 관계없이 제시하여, 그것을 시대 순에 맞게 정리하는 단순한 

문제이다. 다음은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실례를 제시하면서 효과적이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는 응용 문제이다. 

- 로크, “시민 정부론”, 고등학교 『세계사』
 

[바] 정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외롭고, 가난하며 동물적이다. 

또한, 단명한 존재에 불과하며, 서로 싸우는 전쟁 상태에 있다. 이러한 무정부와 공포,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정부가 요구되므로, 인간은 개인 행동의 자유를 

지배자의 손에 맡기기 위한 일종의 합의나 계약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지배자에

게 무제한의 절대적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며, 사

회는 또다시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인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 홉스, “리바이어던”, 『고등학교 세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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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10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4.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도덕과 교육과정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

1

-사회 문화 현상의 특성을 자연 현상과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다. (31쪽)

제시문(가) 

문제 2

과목명: 법과 정치 관련

성취

기준

1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

호 작용론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70쪽)

제시문(나) 

문제 2

과목명: 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사회 문화 현상의 특성을 자연 현상과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다.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

호 작용론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237쪽)

제시문(다)

성취

기준

2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의 관점에서 사회화

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37쪽)
문제 3

과목명: 도덕 관련

성취

기준

1

-사회 변동의 의미와 요인을 이해하고 다양한 이론적 관

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 (101쪽)
제시문(라)

성취

기준

2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와 이들에 대한 차별현황을 파악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01쪽)

문제 3

과목명: 세계사 관련

성취

기준

1

-사회 문화 현상의 특성을 자연 현상과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다.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의 관점에서 사회화

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44쪽)

제시문(마) 

제시문(바)

성취

기준

2

-사회 변동의 의미와 요인을 이해하고 다양한 이론적 관

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 (244쪽)
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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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출처

채점 기준

[문제 2] (배점 30점)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천재교육 2012 31
제시문(가)

문제 2
×

법과 정치 김왕근 외 천재교육 2012 70
제시문(나)

문제 2
×

사회 이동환 외 법문사 2011 237
제시문(다)

문제 3
×

도덕 조성민 외 비상교육 2011 101
제시문(라)

문제 3
×

세계사 김형종 외 ㈜금성출판사 2012 244

제시문(마)

제시문(바)

문제 3

×

상

S

* 제시문 [가]의 핵심어: “공동행위”, “논의할 능력”, “이타주의”, “육성”

* 제시문 [나]의 핵심어: “자발적”, “결사체”, “신뢰” “협조”, 

“참여”, “시민사회”, “민주주의”

1) 공통의 핵심어로 “참여”, “연대”, “협조”와 유사한 의미를 가

진 단어를 제시하고,

2) 동시에 맥락상의 공통된 주장으로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참여”, “연대” “협조” 등을 통해 개인의 이기심 혹은 

집단 이익을 공동체의 이익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적시한 경우

* 정확한 문장 구사력과 어휘력을 발휘한 최적의 답안 

A

- 1)의 핵심어를 제시하기는 했으나 의미가 모호하지만, 2)의 공

통된 주장은 정확히 기술한 경우

- 1)의 핵심어는 정확히 제시했지만, 2)의 공통된 주장이 모호하

게 기술된 경우

* 정확한 문장구사력과 어휘력을 발휘한 경우 

중

B
- 핵심어나 공통된 주장 가운데 한 가지만 기술한 경우

* 정확한 문장구사력과 어휘력을 발휘한 경우 

C
- 핵심어나 공통된 주장을 한 가지 기술했지만 의미가 모호한 경우

* 문장구사력이 다소 떨어진 경우

하

D
- 핵심어와 공통된 주장이 모두 모호하게 기술된 경우

* 문장구사력이 다소 떨어진 경우

E

- 출제 의도에서 벗어난 내용을 기술한 경우

- 시민사회의 질서에서 벗어난 반사회적 태도나 의식을 기술한 경우

- 백지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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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연대”, “협조”와 같은 단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기적 개인이 공

동체를 이뤄 나가는 데 요구되는 소양에 해당하는 유사 개념들을 사용해서 서술할 경우 

점수를 부여합니다.

[문제 3] (배점 40점) 

상

S

* 제시문 [가]의 핵심어: “공동행위”, “논의할 능력”, “이타주

의”, “육성”

* 제시문 [나]의 핵심어: “자발적”, “결사체”, “신뢰” “협조”, 

“참여”, “시민사회”, “민주주의”

1) 공통의 핵심어로 “참여”, “연대”, “협조”와 유사한 의미를 가

진 단어를 제시하고,

2) 동시에 맥락상의 공통된 주장으로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참여”, “연대” “협조” 등을 통해 개인의 이기심 혹은 

집단 이익을 공동체의 이익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적시한 경우

* 정확한 문장 구사력과 어휘력을 발휘한 최적의 답안 

A

- 1)의 핵심어를 제시하기는 했으나 의미가 모호하지만, 2)의 공

통된 주장은 정확히 기술한 경우

- 1)의 핵심어는 정확히 제시했지만, 2)의 공통된 주장이 모호하

게 기술된 경우

* 정확한 문장구사력과 어휘력을 발휘한 경우 

중

B
- 핵심어나 공통된 주장 가운데 한 가지만 기술한 경우

* 정확한 문장구사력과 어휘력을 발휘한 경우 

C

- 핵심어나 공통된 주장을 한 가지 기술했지만 의미가 모호한 경

우

* 문장구사력이 다소 떨어진 경우

하

D
- 핵심어와 공통된 주장이 모두 모호하게 기술된 경우

* 문장구사력이 다소 떨어진 경우

E

- 출제 의도에서 벗어난 내용을 기술한 경우

- 시민사회의 질서에서 벗어난 반사회적 태도나 의식을 기술한 

경우

- 백지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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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답안

[문제2] 

  제시문 [가]에서 찾을 수 있는 주제어(핵심어)들은 “공동행위”, “논의할 능

력”, “이타주의”, “육성”이다. 제시문 [나]에서는 “자발적”, “결사체”, “신

뢰”, “협조”, “참여”, “시민사회”, “민주주의”이다. 따라서 이 두 제시문에 

공통인 주제를 유추해 보면 “참여”, “연대”, “협조”와 같은 개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두 개의 제시문은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참여”, 

“연대” “협조”를 통해 개인의 이기심 혹은 집단 이익을 공동체의 이익으로 변

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 “연대”, “협조”라는 단어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문제

임. 이러한 단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개념들을 사용해서 서

술할 수 있으면 점수를 받을 수 있음.

[문제3]

  두 가지의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는 제시문 [라]∼[바]를 시대 순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정답은 [바], [마], [다], [라]로 나열할 수 있다. 

[바]는 절대주의와 그 이후 자유주의적 이론의 발전에 단초가 되는 글이며, [마]는 

시민혁명기의 대표적인 글이다. 그리고 [다]는 선거권 투쟁 말미에 여성의 참정권 

운동으로 1920년대 이후의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라]는 현대 사회에 들어 활발해지

기 시작한 시민 사회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취지로 시대 순에 맞게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기술하였는지를 측

정의 기준으로 삼음.

  두 번째 제시문 [라]에서는 현재의 다양한 시민 사회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나] 

제시문에서 퍼트남은 시민의 참여가 자발적인 곳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며 정책 

결정 비용과 정치적 효율성도 매우 높음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시민 단체가 생겨났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이익 집단과 

시민 사회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어렵지 않다. 한 예로써,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영어 몰입 교육의 실시를 발표했을 때를 들 수 있다. 당시 

시민 단체들은 그 발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 정책이 가져올 

사교육 문제, 정책 결정의 졸속성을 들어서 거센 비판을 제기하였다. 결국 정부는 

시민 단체의 반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과정

에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참교육 학부모 연대, 전국 영어 교사 모임 등의 시민단

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발달된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인터넷

을 통해 효과적이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소위 “전자 민주주의”라는 현상

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처럼 시민 참여의 확대로 공론장이 활발해진 다양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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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현대의 시민 단체가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기술하고, 그 

다음 시민 단체의 구체적인 사례를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는지를 채점의 근거로 

삼음.

▶ 평가위원 분석결과 

[문제 2]

제시문 및 질문 문항 분석

  본 문항은 ①‘제시문 [가]와 [나]의 핵심어를 찾으라.’와 ②‘둘의 맥락상 공

통적 주장을 기술하라.’로 질문을 구분할 수 있다. 

  [가]와 [나]를 통해 개인 또는 집단 이익이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통의 주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①의 질문을 해결해야하는데, 이는 두 

제시문을 요약하면서 핵심어들을 정확하게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②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이 둘의 논리적 관계를 비교하여 이해한 후 공통된 주장을 서술

해야 한다. 본 문항에서 수험생들에게 요구하는 능력은 요약하기, 비교평가하기, 

논리적으로 서술하기 등이며 이는 고교 교육과정 독서와 문법에서 학습하고 있으

며 정상적인 고교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고 판단된다.

출제의도, 채점기준, 모범답안 분석 (종합분석)

  본 문항은 제시문[가]와 [나]의 정확한 독해 능력과 핵심 파악 능력 그리고 논

리적 서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문항이다. 또한 대학 측에서 제시한 평가기준

의 공통 핵심어는 ‘참여’, ‘연대’, ‘협조’이다. 제시문[나]의 신뢰, 협조, 시

민사회, 민주주의 등은 비교적 찾기 쉬우나, 제시문[가]의 공동행위, 논의할 능력, 

이타주의, 육성 등은 [나]를 독해하여 맥락을 파악한 후 [가]와의 비교를 통해 파

악해야하기 때문에 핵심 파악 능력과 논리적 서술 능력을 측정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바람직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기심과 공동체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여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학 측의 출제의도는, 시민들이 서로 ‘협

조’하여 ‘연대’하는 태도를 통해 민주주의에 ‘참여’할 때 공동체의 이익이 

완성된다는 모범답안에 잘 기술되어 있다. 

  이를 변별하기 위해 대학 측에서 밝힌 독해력과 핵심파악능력 그리고 논리적 

서술능력은 이미 고등학교 독서 교육과정에 글의 이해와 단락의 구성 단원에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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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항 분석 결과

                         

[문제 3]

출제의도, 채점기준, 모범답안 분석 (종합분석)

  본 문항은 제시문 [가]~[라]의 정확한 이해를 통한 상황 파악 능력, 독창적 논의 

전개를 위한 사고 능력과 논리적 서술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시민운동이 민

주주의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 그 조건은 무엇인지 등을 묻고자 한 대

학 측의 출제의도에 맞게 질문이 제시되어 있다. 

  시대순으로 배열하는 첫 번째 질문이 세계사적 지식을 요구하는 듯하지만 이에 

대한 지식이 없다하더라도 제시문 간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면 무난하

게 시대 순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수험생들은 제시문 

독해를 통해, 정부 구성과 지배자의 필요성 [바], 부정적 지배자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 [마], 민주주의 역사에서 소외되었던 시민(제시문에서는 여성)들의 주체적 노

력 [다], 현대 민주주의의 다양한 발전 양상 [라]으로 순서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제시문의 정확한 독해를 묻는 문제이며 평가기준으로 타당하다. 

  또한 두 번째 질문은 고등학교 사회 교과와 도덕 교과목 학습을 통하여 알게 

된 지식과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전자 민주주의나 참여 민주주의의 사례를 제시

할 수 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더라도 사회를 통찰하는 안목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자신만의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 질문은 수험생의 창의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변별력을 확보하고 있다. 

제시문 및 질문 문항 분석

  본 문항은 ①‘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요약하여 시대 순으로 배열하라.’와

②‘제시문 [라]를 참고하여 시민운동의 사례를 제시하라.’그리고, ③‘민주주의 

발전에 끼친 긍정적 영향을 기술하라.’로 질문을 구분할 수 있다.  

  문제 [3]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수험생들은 세계사 지식을 바탕으로 제시문 

[바], [마], [다], [라]를 요약하여 각각 시대 순으로 절대주의 시대, 시민혁명 시기, 

1920년대 참정권 운동 시기, 현대 사회로 정리해야 한다. 다음은 시민운동 사례를 

제시하고 이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끼친 긍정적 영향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현대 

사회 상황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통해 자신 만의 창의적인 논거 설정 능력을 발

휘해야 한다. 또한 전체 논의에 있어 사례와 영향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체계

적으로 글을 전개해야 한다. 

  사회 변동의 의미와 요인을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서로 다른 교과서(법과 정치, 사회, 도덕, 세계

사 등) 단원에서 적절한 단원을 선정하고 출제 의도에 맞게 이를 유기적으로 결

합하여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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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의도, 채점기준, 모범답안 분석 (종합분석)

  이러한 사례들이 현대 민주주의 발전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을 서술하는 세 번

째 질문은 수험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상황에 적용하여 발전적 방향을 제

시하는 것으로 참여, 절차, 공정성과 사회정의 실현 등 종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

하는 문제이다. 이상으로 보아 [문제 3]은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이라면 무난히 풀 수 있는 고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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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논술고사(인문 Ⅱ)

 문항카드  1 

[동국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Ⅱ / 문제 1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사회, 법과 정치

핵심개념 및 용어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예상 소요 시간 15∼25분 / 전체 100분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치 참여란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찬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국회, 정부, 법원 등과 같은 공식적 정치 참여자가 주

로 정치 과정에 참여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욕구와 이해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치 과

정에 참여하는 주체 또한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수도 증가하고 있다. (중략) 현대 

사회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는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참여 주체는 시민이

다.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으로는 선거나 국민투표를 들 수 있다.  

                                      

 -『고등학교 사회』

[나] 시민 대다수가 정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소수 의견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선출되거나 영향력 있는 일부 지식인 

또는 특권층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실제로 정부가 시민의 의사

에 반하는 정책을 만들거나 집행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시민의 적극적

인 지지와 참여는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정권이 안정적으

로 유지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고등학교 법과 정치』

[다] 시민들이 능동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얻는 것은 다음과 같다. 정치 참여를 통해 정

치적 자율성을 실현하게 된다. 민주 정치는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

해 나가는 정치 형태이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정치 공동체 내에서 수동적인 객체가 아닌 

능동적인 주체로서 결정권을 행사할 때 자율적인 주체가 된다. 또한 시민들은 정치 참여

를 통해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 시민들의 참여가 없다면, 시민들의 요구

는 정치 과정에 제대로 투입되지 않는다. 특히 어떤 계층이나 집단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경우, 그들이 정치 과정으로부터 소외되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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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제시문 [마]의 [자료 1]과 같이 갑국의 투표율 추이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 제시문 

[가]∼[라]를 참고하여 갑국의 정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서술하시오. 

<9∼11줄 (270∼330자)> [25점]

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자

신의 요구를 실현하고자 해야 한다. 이밖에 시민들은 정치 참여를 통해 유능한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민주 정치는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사회』

[라] 그러나 무조건적인 참여의 확대가 항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다. 공익

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사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정치 참여를 극대화 할 경우, 집단 이

기주의나 지역 이기주의로 변질되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시

민은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후, 참여의 이유와 방법을 신중

하고 사려 깊게 결정해야 한다.                      

 -『고등학교 사회』

[마] 갑국은 2014년 제18대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렀다. 개표 결과 유권자의 투표

율은 46.1%였다. 2010년의 제17대 의원 선거와 비교하면 투표율은 14.5%포인트 하락

했다. [자료 1]은 갑국의 지난 20년 동안 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투표율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자료 1] 투표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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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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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의도 및 문항 해설  
현대 사회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는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치의 

참여 주체는 시민이다. 특히 시민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에서 중요하다. 시민 개개

인이 대표자 선출과 중요 정책 결정에 관심을 두고 능동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

여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때 국민 주권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

의에서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은 유권자가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투표율은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치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다. 본 문제는 현대 민주 정치에서 정

치 참여가 갖는 의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해력과 추론

능력 등 대학학업수행에 따른 기초 역량 등을 평가하고자 했으며, 고교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하였다.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2.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사회 김종욱 외 교학사 2011 230∼239

제시문(가)

제시문(라)

제시문(마)

문제 1

×

사회 박병익 외 천재교육 2011 232∼235

제시문(다)

제시문(마)

문제 1

×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10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헌법에 규정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유지를 위한 다

양한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고,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주

권자로서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230~239쪽/232~235쪽)

제시문(가) 

제시문(다) 

제시문(라) 

제시문(마) 

문제 1

과목명: 법과 정치 관련

성취

기준

1

-현재 민주 정치에서 정치 참여가 갖는 의의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다양한 정치 참여 방법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

명할 수 있다. (57~63쪽)

제시문(나) 

제시문(마)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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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

주제 정치 참여의 개념과 주체

내용 요약

정치 참여란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찬반 입장을 표현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과거와 비교하여 정치 참여의 주체가 다양해졌

다. 특히 정치 참여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시민이다.   

[제시문 (나)]

주제 정치 참여의 중요성

내용 요약 시민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정치 권력은 대표성과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제시문 (다)]

[제시문 (라)]

주제 바람직한 정치 참여 

내용 요약
바람직한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는 가

운데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을 존중해야 한다.  

[제시문 (마)]

법과 정치 김왕근 외 천재교육 2012 57∼63

제시문(나)

제시문(마)

문제 1

×

교과서 외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EBS 

법과 정치
김준연 외

한국교육

방송공사
2013 56∼65 문제 1 ○

주제 정치 참여의 기능

내용 요약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주권의식을 실현시킬 수 있고, 시민들의 여론을 정치 

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다.

주제 갑국의 투표율 변화

내용 요약 갑국의 의원 선거 투표율은 지난 20년 동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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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기준

[문제 1] (배점 25점) 

상

S
(1), (2), (3), (4), (5) 모두를 포함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한 답안. 

또한 정확한 어휘를 사용하는 등 문장의 완결성이 높은 답안

A
(1), (2), (3), (4), (5) 가운데 네 가지를 포함하여 논리적으로 서

술한 답안  

중
B

(1), (2), (3), (4), (5) 가운데 세 가지를 포함하고 논리정연하게 

작성된 답안

C (1), (2), (3), (4), (5) 가운데 두 가지 이상 포함된 답안

하
D

(1), (2), (3), (4), (5) 가운데 두 가지 이상 포함되었으나, 제시

문의 내용을 변경 없이 사용한 답안

E 부정행위자, 미제출자, 백지답안 등 

우수한 답안은 다음의 내용 가운데 다섯 가지 이상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투표율이 낮은 경우 당선인은 유권자로부터 소수의 지지밖에 받지 못했다는 점

에서 정치적 대표성과 정당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2)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재신임하거나 책임을 물어(책임 정치) 권력을 통제할 기

능이 하락할 것이다. 

(3)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4) 다수의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여 주권자임을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권 

의식(혹은 정치적 자율성)의 실현도 낮아질 것이다. 

(5) 투표율이 하락한다고 하여 시민의 민주 정치 수준이 하락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제시문 (나)와 (다)로부터 (1), (2), (3), (4)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 제시문 (라)로

부터 (5)를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5)의 경우 민주 정치의 발전의 정도는 시민의 

정치 참여뿐만 아니라 민주적 생활양식도 고려하기 때문이다.   

예시 답안

선거에서 낮은 투표율로 당선된 경우라도 합법적 절차에 따라 선출되었으면 대표

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투표율이 낮은 경우 당선인은 유권자로부터 소수의 지지밖

에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대표성과 정당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선

거를 통해 대표자를 재신임하거나 책임을 물어 권력을 통제할 기능도 하락할 것이

며,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밖에 

다수의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여 주권자임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권 의식

(정치적 자율성)의 실현도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투표율이 하락한다고 하여 시민의 

민주 정치 수준이 하락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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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 분석결과

제시문 및 질문 문항 분석

  본 문항은 제시문 [마]의 투표율 하락 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상(What)을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사례를 통해 서술(How)하는 문제이다. 정확한 독해능력을 

통해 투표율 하락 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상(What)을 요약한 후, 제시문[라]를 통해 

무조건적인 투표 참여가 민주주의 발전에 항상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까지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한 내용을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기술하면 된다. 질문

은 요약하기와 설명하기 수준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어휘 또한 고교 법과정치, 사회 교육과정 내의 범위에 있다. 고교 독

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것이다. 

출제의도, 채점기준, 모범답안 분석 (종합분석)

  본 문항은 수험생들이 현대 민주 정치에서 정치 참여가 갖는 의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출제의도이다. 이는 따른 방법으로 질

문과 제시문을 구성하였으며, 정확한 독해를 통한 이해력과 추론능력 등을 평가

하고자 한 의도는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모범답안으로 제시된 변별요소는 제시문 

[라]의 ‘무조건적인 참여의 확대가 항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인데 다른 제시문의 내용과 상반된 주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투

표율 하락’과 ‘민주 정치의 수준’과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독해를 

통한 이해력과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며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

한 학생이면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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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카드  2

[동국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Ⅱ / 문제 2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사회, 사회․문화, 법과 정치

핵심개념 및 용어
핵가족, 확대 가족, 이혼율, 사회 변동, 정서적 

유대, 여성의 권익, 갈등의 조정

예상 소요 시간 25분 / 전체 100분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족 형태는 가족이 구성되는 방식과 범위를 기준으로 확대 가족과 핵가족으로 구

분할 수 있다. 확대 가족은 부부와 기혼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다. 확대 가족은 보통 

노동력과 경제적 자원을 공유하고 가족 구성원의 양육과 보호에 함께 참여한다. 확대 가

족은 가부장제적 질서를 바탕으로 유지되며 가족 전체의 결속과 유대를 강조하는 경향

이 크다. 

이와 달리 핵가족은 부부, 또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다. 핵가족은 산업

화로 가족과 일터가 분리되고 구직을 위해 가족의 이동이 잦아지는 등 사회 변화에 적

응하는 과정에서 크게 확산되었다. 핵가족은 부부가 가족 관계의 중심이며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비교적 수평적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핵가족이 가족 형태의 주류를 

차지한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나]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의 가장 큰 결함은 그 비민주주의적 특성에 있다. 한국의 전

통적 가족 제도 아래에서는 여성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를 받았고, 젊은이들의 자유가 

지나치게 억압을 당했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근본이 같다고 보는 현대인의 관점

에 설 때, 한국의 전통적 가족 제도 내지 가족 윤리에 포함된 비민주주의적 요소는 제거

되어야 할 것이다. (중략)

그러나 한국의 전통적 가족에는 매우 좋은 점도 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자아(自我)

가 개인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가족 전체에까지 미쳤다는 사실이다. ‘나’ 하나를 지키기

에 급급한 인간상보다 ‘우리’를 위해서 작은 나를 잊을 수도 있는 인간상이 한 단계 높

은 자리에 위치한다고 필자는 믿는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칸막이를 넘어서 여러 사람들

이 하나의 ‘우리’로서 고락을 같이하는 심성이 인간의 삶을 보다 값진 것으로 만들 것임

에 틀림이 없다.     

- 김태길, “이상적인 가족상”, 『고등학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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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 제시문 [가], [나], [다]를 참고하여, 제시문 [라]의 조이혼율의 추이(推移)를  설

명하시오.

<9∼11줄 (270∼330자)> [30점]

출제 의도 및 문항 해설  
사회 현상을 기술하는 도표를 이해하고 여기서 드러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합

리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가족 형태와 이

혼율의 변화를 소재로 삼았으며, 각 가족 형태의 개념과 특징을 서술하는 제시문을 

함께 제공한다. 제시된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도표 해석에 적용하는 능력, 

제시된 형태별 특징을 응용하여 합리적 추론을 전개하는 능력이 요청되므로 이해

력, 분석력, 추리력, 응용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선행학습(사교육)이 불필요하도록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 안에서만 뽑았다. 정

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미 익숙한 내용이며, 만일 학습하지 않았더라도 

제시문으로부터 충분히 이해, 추론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다] 우리나라 가족 구조 및 형태의 변화 추이

(단위: 천 가구, %)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혈연 가구 수 5,576 6,367 7,470 8,751 10,167 11,133 11,928 12,490

핵가족

부부 5.4 5.0 6.4 7.8 9.3 12.6 14.8 18.0

부부와 미혼 
자녀

55.5 55.6 56.5 57.8 58.0 58.6 57.8 53.7

한 부모와 미혼 
자녀

10.6 10.1 10.0 9.7 8.7 8.6 9.4 11.0

직계  
가족*

부부와 양(편)친 1.4 0.5 0.6 0.8 0.9 1.1 1.2 1.2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

17.4 10.9 10.4 9.9 9.3 8.0 6.8 5.7

기타 가족 9.7 17.9 16.1 14.0 13.8 11.2 10.1 10.4

* 직계가족: 부부와 양친(또는 편친)으로 구성된 가족이나 부부와 양친(또는 편친), 

자녀로  구성된 가족

- 통계청, 인구 총조사, 2008, 『고등학교 사회·문화』

[라] 한국 사회의 가족 형태 변화: 결혼 및 이혼

구분 1980 1990 2000 2009(년)

조혼인율* 10.6 9.3 7.0 6.2

조이혼율** 0.6 1.0 2.5 2.5  

 * 조혼인율: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

** 조이혼율: 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

- 통계청, 2010년, 『고등학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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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2. 자료 출처

문항 해설

[제시문 (가)]

주제 확대 가족과 핵가족

내용 요약 가족 형태 중에서 주요한 두 유형인 확대 가족과 핵가족의 개념을 제시한다.

[제시문 (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사회 ․ 문화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12 174∼181

제시문(가)

제시문(라)

문제 2

×

사회 ․ 문화 김영순 외 ㈜교학사 2012 190∼199
제시문(나)

문제 2
×

사화 ․ 문화 박선웅 외 ㈜금성출판사 2012 184∼191 
제시문(다)

문제 2
×

사회 김종욱 외 ㈜교학사 2011 160-169 문제 2 ○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10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 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결혼 및 가족의 기능과 형태를 이해하고, 가족 문제의 해

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74~181쪽/190~199쪽/184~191쪽)

제시문(가) 

제시문(나) 

제시문(다) 

제시문(라) 

문제 2

과목명: 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사회 현상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

여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다.
문제 2

주제 전통적 가족 제도의 장 · 단점

내용 요약
한국의 전통적 가족 제도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으나 ‘나’보다 ‘우

리’에서 의미를 찾는 정서적 유대를 제공하는 좋은 점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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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 (다)]

주제 우리나라 가족 구조 및 형태의 변화 추이

내용 요약

1970년부터 2005년까지 혈연 가구 중에서 핵가족과 직계 가족(확대 가족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동의어로 볼 수 있음)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핵가족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확대 가족은 감소하

고 있다. 

[제시문 (라)]

주제 혼인율과 이혼율의 변화 추이

내용 요약

1980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 사회의 혼인율과 이혼율의 변화 추이를 보여

준다. 이혼율은 급속하게 증가해왔다. 다만 2000년부터 대체로 안정적 추이

를 나타낸다.

채점 기준

[문제 2] (배점 30점) 

상

S

가족 형태의 변화와 이혼율의 상관성을 서술하고, 그것의 통계적 

근거를 적절히 제시했으며,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정서적 유대, 

여성의 권익뿐만 아니라 갈등 조정자의 존재에서도 발견한 답안.

A

가족 형태의 변화와 이혼율의 상관성을 서술하고, 그것의 통계적 

근거를 적절히 제시했으나, 두 변수 사이의 연결고리를 정서적 

유대와 여성의 권익만으로 추론한 답변.

중

B

가족 형태의 변화와 이혼율의 상관성을 서술하고, 그것의 통계적 

근거를 적절히 제시했으며, 정서적 유대와 여성의 권익 중 하나

만을 연결고리로 추론한 답안.

C

가족 형태의 변화와 이혼율의 상관성을 서술했지만, 그것의 통계

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거나,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서술하지 

않은 답안.

하
D

가족 형태의 변화와 이혼율의 상관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답안.

(예: 성격 차이, 재산 문제 등만 거론한 경우)

E 백지 답안. 또는 질문과 무관한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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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답안

최근 들어 주춤거리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조이혼율은 그간 빠르게 상승해왔다. 

이것은 가족 형태의 변화와 깊은 상관성이 있어 보인다. 핵가족 중에서는 ‘부부’ 

또는 ‘부부와 미혼 자녀’ 가족에서만 이혼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다]에서 보듯 이

들 항목의 합계치는 빠르게 증가해왔다. 반면, 확대 가족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전통적 가족 형태인 확대 가족은 여성 권익의 보장에는 취약하지만 ‘우리’라는 

정서적 유대를 공급하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확대 가족의 개념은 부부 간의 갈등

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자의 존재를 전제한다. 이들 요인은 모두 이혼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조이혼율의 상승은 핵가족의 확산 및 확대 가족의 감소에 병행

하는 현상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 평가위원 분석결과

제시문 및 질문 문항 분석

  본 문항은 제시문 [가]~[다]를 참고하여(requirement) 제시문 [라]의 조이혼율 추

이를(What) 설명(How)하는 문제이다. 제시문 [가]와 [나]는 정확한 독해를 통한 이

해력이 필요하며, 제시문[다]를 통해 우리나라 가족 구조 및 형태의 변화 추이 중 

‘부부’와 ‘부부와 미혼자녀’가족에서 이혼이 증가하고 있으며 확대 가족은 

이와 반대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도표를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

하며 자료들 간에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수험생들은 고교 독서 

교과서를 통해 글 단위에서 핵심문장을 추려내는 연습과, 자료의 수집과 활용 단

원에서 표를 읽고 이해하는 학습을 이미 한 바 있으므로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출제의도, 채점기준, 모범답안 분석 (종합분석)

  본 문항의 출제의도는 사회 현상을 기술하는 도표를 이해하고 여기서 드러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합리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는 수험생들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시문 [가]~[다]를 참고하여(requirement) 제시문 [라]의 조

이혼율 추이를(What) 설명(How)하는 질문을 통해 제시문의 정확한 독해능력과 이

해력, 이를 도표 해석에 적용하는 능력,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추론 능력을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수험생들이 공동체 성원으로서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고교 독서교육과정

에서 학습한 바 있다. 또한 수험생들의 변별요인으로 도표해석능력과 직계가족이

라는 어휘를 선택한 것은 좋아 보인다.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가족 형태의 유형으로 익숙한 핵가족, 확대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좀 

더 확장된 사고력을 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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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카드  3

[동국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Ⅱ / 문제 3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국어, 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공존과 대화, 함께하는 삶, 바람직한 공동체,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성찰, 문화의 

다양성과 개성의 존중

예상 소요 시간 40분 / 전체 100분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스탄불에는 유럽 중심의 역사에서 완벽하게 소외되어 온 수많은 역사화들이 있

습니다. 1453년 마호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킬 당시의 이야기들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중략) 1935년, 그때까지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던 소피아 성당을 박물관

으로 개조하면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벽면의 칠을 벗겨내자 그 속에서 모자이크와 프레

스코*로 된 예수상과 가브리엘 천사 등 수많은 성화들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채 고스

란히 나타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500년 동안 잠자던 비잔틴의 찬란한 문명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중략) 마호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난 다음 바로 이 소피아 성

당으로 말을 몰아 성당 파괴를 금지시켰습니다. 다 같은 신을 섬기는 성소를 파괴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린 다음, 이제부터는 이곳이 사원이 아니라 모스크라고 선언하고 약탈

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슬람의 이러한 관용은 오늘날의 이스탄불을 공존과 대화의 도시로 남겨 놓았습니다. 

동과 서, 고(古)와 금(今)이 동시에 숨 쉬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은 보스포루스 해협을 사

이에 두고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 있는 실크로드의 종착지입니다. 터키는 스스

로 아시리아 · 그리스 · 페르시아 · 로마 · 비잔틴 · 오스만튀르크 등 역대 문명을 계승하고 

있는 나라로 자부합니다. 카파도키아 · 에페수스 · 트로이 등지에는 지금도 그리스 · 로마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를 모자이크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 프레스코: 벽화를 그릴 때 쓰는 화법의 하나. 새로 석회를 바른 벽에, 그것이 채 마르

기 전에 수채로 그림.

                                    - 신영복, “더불어숲”, 『고등학교 문학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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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 다음은 각 제시문의 학습 목표다. 이를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가]
• 문학을 통해 다양한 층위의 공동체와 연대 의식을 가질 수 있다.

•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여 공동체 문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

[나]

• 시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

• 작품을 읽고 새롭게 느끼거나 알게 된 점에 대해 생각을 나눌 수 있다.

• 작품을 감상하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성찰할 수 있다.

[다] • 우리 사회가 미래에 직면하게 될 사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1) 제시문 이해에 필요한 공통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여 제목을 붙인 다음, 2) 제시문의 개별

적 특성들을 상호 비교하고, 3) 각 제시문의 특성을 반영한 공통 학습 목표 도달 방안에 대

해 서술하시오. 

<20~23줄 (600~690자)> [45점]

출제 의도 및 문항 해설  
장르와 성격이 다른 세 제시문을 읽고 이들 사이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내는 

역량을 검증하고자 했다. 이는 ‘동일한 화제나 주제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고 내용을 비교할 수 있다’는 고등학교 교육과정(독서와 문법)의 성취 기준을 따른 

것이다. 각 제시문에 첨부된 개별 학습 목표를 참고하여 공통의 학습 목표를 설정

하고 자기 글에 제목을 붙이는 쓰기능력 수행도 점검하고자 했다. 그리고 공통의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기술하는 능력을 검증함으로써 ‘주장

하는 내용과 관점이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글을 쓸 수 있다’는 성취 기준(화법과 

작문)을 측정하고자 했다. 전반적으로 제시문에 대한 이해력, 비교 분석력, 추론능력, 

문제해결능력, 종합적 사고력 등을 평가함으로써 고교 교육과정의 ‘수용과 생산(이

해와 표현)’ 미덕을 통합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다.

[나]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밖으로 쓸어 버린다/차

디찬 밤이다//어니젠가* 새끼 거미 쓸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나는 가슴이 짜릿한

다/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밖으로 버리며/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어데서 좁쌀알만한 한 알에서 가

제***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

으로 와서 아물거린다/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 또 문밖으로 버리며/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 어니젠가: ‘언젠가’의 평안도 방언. 여기서는 ‘어느 사이엔가’라는 뜻.

** 싹기도: 싹다=삭다, 긴장이나 화가 풀려 마음이 가라앉다.

*** 가제: ‘갓’, ‘방금’의 평안도 방언.

- 백석, 수라(修羅), 『고등학교 국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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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2.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문학Ⅱ 이숭원 외 좋은책 신사고 2012 314∼319
제시문(가)

문제 3
×

국어(하) 문영진 외 창비 2011 13
제시문(나)

문제 3
×

사회 최병모 외 ㈜미래앤 2011 180
제시문(다)

문제 3
○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10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Ⅱ 관련

성취

기준

1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담아낸 문학 작품을 읽

고 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상황과 문제 의식을 파

악할 수 있다. (314~319쪽)

제시문(가) 

성취

기준2

-동일한 화제나 주제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고 내

용을 비교할 수 있다.
문제 3

과목명: 국어(하) 관련

성취

기준

1

-문학이 인간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를 발견

한다. (13쪽)
제시문(나)

성취

기준

2

-주장하는 내용과 관점이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글을 쓸 

수 있다.
문제 3

과목명: 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새롭게 대두되는 지구촌 문제를 통해 미래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180쪽)
제시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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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

주제 공존과 대화의 역사적 가치

내용 요약

15세기에 마호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고 나서 소피아 성당을 

보호한 정책적 판단이 비잔틴 문명을 500년 이상 보호하게 되었으며, 오늘

날 터키의 이스탄불을 공존과 배려가 있는 역사적 도시로 만들었다.

[제시문 (나)]

주제 이웃의 삶에 대한 성찰

내용 요약

방안에서 거미를 발견하여 문 밖으로 쓸어버리고, 잇달아 찾아오는 큰 거

미, 새끼거미들을 바라보며 연민의 정을 느끼는 시인. 모두 바깥으로 내보

내면서 이 거미 가족들이 함께 만나기를 바라는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

[제시문 (다)]

주제 미래 사회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

내용 요약

급격한 문화변동을 맞게 되는 미래 사회에 소수와 다수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화론적 진단. 문화 다양성 사회의 도래를 긍정적, 부정적

으로 바라보는 두 가지 전망을 제시한다.

채점 기준

[문제 3] (배점 45점) 

상

S

공통 학습 목표 설정하고 제목을 붙임(“공존과 배려의 삶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혹은 이와 비슷한 내용. 공통의 학습 목표를 

제목으로 해도 무방함. 이하 같음). 세 제시문의 개별적 특성 분

명하게 인지함(과거, 현재, 미래 : 시간의 양상 / 역사 종교 미

술, 문학, 문화 일반 및 기술 : 문화의 양상). 세 제시문의 특성 

반영된 방안 제시. 방안 제시의 구체성. 논리가 명쾌하고 문장이 

정확함. 글자 수 충족.

A

공통 학습 목표 설정하고 제목을 붙임. 세 제시문의 개별적 특성 

분명하게 인지함(과거, 현재, 미래 : 시간의 양상 / 역사 종교 미

술, 문학, 문화 일반 및 기술 : 문화의 양상). 세 제시문의 특성 

반영된 방안 제시. 방안 제시의 구체성 다소 떨어짐. 논리가 덜 

명쾌하고 문장의 정확도 다소 떨어짐. 글자 수 충족.

중

B

공통 학습 목표 설정하고 제목을 붙임. 세 제시문의 개별적 특성

에 대한 비교 분석 능력 다소 떨어짐.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

한 방안도 체계성 떨어짐. 문장은 비교적 정확함. 글자 수 충족.

C

공통 학습 목표 설정 방향이 다소 벗어남. 세 제시문에 대한 비

교 분석 능력 다소 떨어짐.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안도 

체계성 떨어짐. 문장의 정확도 떨어짐. 글자 수 다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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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답안

공존과 배려의 삶을 이해하고 실천한다(학습 목표). 함께하는 공동체(제목). 세 제

시문은 각각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담론을 보여준다. [가]는 마호메트 2세의 소피아 

성당 보호 정책이 비잔틴 미술 보존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며 [나]는 시적 

화자가 직면한 현실 삶의 구체적 경험으로서 거미 일가족에 대해 느끼는 연민의 정

이다. [다]는 미래사회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소수와 다수의 공존에 관한 글로서 문

화일반 및 테크놀로지 분야를 다루고 있다. 공존과 배려의 삶은 과거에서부터 미래

로 이어지는 인간 삶의 소중한 가치이며, 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서 작동하는 삶의 

중요한 원리이다.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화해가 필

요하다. 예컨대 아시아의 번영과 공존을 위해서는 제국주의 일본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반성이 필요하다. 과거의 과오가 현실 공존공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 주변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지금 여기’의 가장 현

실적인 문제이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봉사활동 등 자그마한 일부터 시작하는 것

이 좋다. 미래사회의 소수와 다수의 공존에 대한 문제도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라든가 이타심에 대한 이해와 실천으로 해결 가능하다. 가령 문화자본

을 앞세운 블록버스터 영화에 대응하는 독립 영화들에 대한 보호, 문화 소수자들을 

위한 다품종 소량생산의 기반 확충들도 필요하다.

▶ 평가위원 분석결과

하
D

공통 학습 목표 방향이 많이 벗어남. 세 제시문 비교 분석하지 

않음.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안 체계성 떨어짐. 문장의 

정확도 많이 떨어짐. 글자 수 다소 부족.

E 문항 세부 내용 반영하지 못한 구성. 글자 수 미달(350자 이하).

제시문 및 질문 문항 분석

  본 문항은 제시된 [가], [나], [다]의 학습목표를 참고로 하여 ① 공통의 학습 목표를

제시하여 제목을 붙이고, ② 세 제시문을 상호 비교하고, ③ 공통의 학습목표 도달

방안에 대해 서술하도록 질문이 구성되어 있다.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와 다소 

다른 형태의 문항으로 수험생들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시문에 대한 독해력과 이해력 ②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비교 

분석력 그리고 ③을 위해서는 추론 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된다. 심층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제시문 간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내어 종합적으로 사고해야만 

하는 난이도가 다소 높은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시문들이 모두 고교 교육과정내의 문학과 사회 교과서에서 출제되었고,

특히 고교 교육과정 국어와 사회과의 통합교과형 출제는 제시문이 고교 교육과정 

내에 한정될 수 밖에 없는 현재 대입 수시 논술고사에서 추구해야하는 다양한 방향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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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의도, 채점기준, 모범답안 분석 (종합분석)

  본 문항의 출제의도는 제시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능력을 검증하고

글에 제목을 붙여 보는 쓰기 능력과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기술하는 능력을 평가

하고자 한다. 이를 검증할 방법으로 질문을 참신하게 구성하고 있다. 평가기준은 

제시문에 대한 이해력과 비교 분석력, 추론능력, 문제해결능력, 종합적 사고능력

으로 수험생들이 느끼는 난이도는 중상 이상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모든 제시문이 고교 교육과정 문학, 국어, 사회 교과에서 출제되었으며, 

수험생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각 교과목 수업 시간은 우선 학습목표를 알고

수업에 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시문에서 학습목표를 찾고 이들의 공통된 학습

목표를 추론하는 것은 그리 생소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고교 교육과정 작문

영역에서 글의 제목을 붙이는 학습이 이루어지므로 이 또한 그리 어렵지 않다. 

마지막으로 공통의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안을 기술하는 것은 시간과

문화의 양상으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수험생을

변별할 수 있는 참신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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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논술고사(자연)

 문항카드  1 

[동국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 / 문제 1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수학, 적분과 통계, 수학Ⅱ

핵심개념 및 용어 정적분, 회전체의 부피, 순간변화율, 최댓값

예상 소요 시간 30∼35분 / 100분

[가] 17세기 천문학자 케플러(Kepler, J.)는 포도주 통에 든 포도주 양을 측정하는 당시 

상인들의 방법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였다. 

당시 상인들은 포도주 통에 막대기를 세워 넣은 뒤 막대기에 표시된 포도주 자국으로 

포도주의 양을 어림하였다. 그런데 포도주 통의 모양은 원기둥 모양이 아닌 가운데가 볼

록한 모양이어서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에 케플러는 구분구적법을 도입하여 포

도주 통의 부피 등 여러 가지 회전체의 부피를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고등학교 적분과 통계』

[나] 함수  가 구간  에서 연속일 때, 곡선  와 축 및 두 직선 

  ,   로 둘러싸인 도형을 축 둘레로 회전시켜서 생기는 부피 는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적분과 통계』

[다] 미분가능한 함수   의 도함수는 

                          ′ lim
→




로 정의한다. 또한 삼각함수의 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1)   sin 이면  ′ cos
  (2)   cos 이면 ′ sin
  (3)   tan 이면  ′ sec

                                                          -『고등학교 수학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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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제시문 [가] ~ [다]를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곡선   


과 축 및 

두 직선   ,   로 둘러싸인 도형을 축 둘레로 회전시켜서 생기는 회전체 모양의 빈 

통(용기)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통에 포도주를 넣어 시간이 일 때 이 통에 든 포도주의 

부피가 tan 이고 통의 바닥으로부터 포도주의 높이가 라고 하자. 의 순간변화율 

′의 최댓값을 구하고 풀이과정을 서술하시오. (단, ≤≤ 


이고, 통(용기)의 두께는 

무시한다.)           

                                                                  <10∼15줄> [35점]

출제 의도   
  적분법을 활용하여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능력과 실제 현상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문제를 수학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출제함.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1. 제시문

(1) 제시문 (가)

적용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성취기준
적분과 통계 (1) 적분법  정적분의 활용 ③ 회전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적분과 통계 최용준 외 천재교육 2010 66

(2) 제시문 (나)

적용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성취기준
적분과 통계 (1) 적분법  정적분의 활용 ③ 회전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적분과 통계 최용준 외 천재교육 2010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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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시문 (다)

적용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성취기준

· 수학 II (5) 미분법  도함수 ①함수   (은 양의정수)의 도

함수를 구할 수 있다. 

· 수학 II (5) 미분법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 ⑤삼각함수, 지수

함수, 로그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Ⅱ 황선욱 외

좋은책 

신사고
2010 123, 143

2. 문항

(1) 문항 1

문항

[문제1] 제시문 [가] ~ [다]를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곡선   


과 축 및 

두 직선   ,   로 둘러싸인 도형을 축 둘레로 회전시켜서 생기는 회전체 모양의 빈 

통(용기)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통에 포도주를 넣어 시간이 일 때 이 통에 든 포도주의 

부피가 tan 이고 통의 바닥으로부터 포도주의 높이가 라고 하자. 의 순간변화율 

′의 최댓값을 구하고 풀이과정을 서술하시오. (단, ≤≤ 


이고, 통(용기)의 두께는 

무시한다.)

출제의도 및 해설  

주제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통에 든 포도주의 부피와 포도주

의 높이에 관한 공식을 유도하고, 높이의 순간변화율의 최댓값을 구함.

답안 유형 주관식 서술형

채점기준

상 S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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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답안

[풀이 1]

시간 일 때 바닥으로부터 포도주의 높이가 이므로 제시문 (나)를 적용하면, 

  


에서 






  




   

  

이다.   tan이므로 정리하면  tan  이다. 

이차방정식의 근의 정리를 적용하면   ± tan임을 알 수 있다. 그

런데 는 음수가 아니고  tan  sec이므로 

   tan  sec  cos 


이다. 높이의 순간변화율을 구하기 위해 양변을 미분하면 

′ cos
sin 

 sec tan 

이다. sin 와 cos


(또는 sec와 tan )는 모두 ≤ ≤ 


에서 음수 값을 갖지 

않고, 증가함수이므로 ′도 증가함수이다.

(3)   sec  cos 


(4) ′ cos
sin 

 sec tan 가 증가함수(또는 단조증가함수)

임을 밝히거나(풀이1, 2 참고),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에

서 최댓값을 갖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임.

(5) 최댓값은 ′

 이다.

(1)부터 (5)까지 모두 보임.

A (1)부터 (5)까지 중에서 4가지를 보임.

중
B (1)부터 (5)까지 중에서 3가지를 보임.

C (1)에서 (5)까지 중에서 2가지를 보임.

하
D (1)에서 (5)까지 중에서 1가지를 보임.

E 질문의 의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의 답안, 백지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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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에서 최댓값  ′


 cos

sin 










를 갖는다.

[풀이 2] 

시간 일 때 밑바닥으로부터 포도주의 높이가 이므로 제시문 (나)를 적용하면, 

  


에서 






  




   

  

이다.  tan이므로 정리하면  tan  이다. 

이차방정식의 근의 정리를 적용하면   ± tan이다. 그런데 는 

음수가 아니고  tan  sec이므로 

   tan  sec  cos 


이다. 높이의 변화율을 구하기 위해 양변을 미분하면 

′ cos
sin 

 sec tan 

이다. 한 번 더 미분하면 ″  cos
sin

이고 ≤ ≤ 


에서 ″   이므로 

′가 ≤ ≤ 


에서 증가함수이다. 따라서   


에서 최댓값 

′

 cos

sin 










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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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 분석결과

제시문 분석

  제시문과 문항에서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단어 또는 용어, 수식과 기호 및 증명

형식은 없으며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고교 수준(수학)의 범위 내에서 출제됨.

  제시문 (가)는 생활 속 수학의 활용실례 사례이며, (나), (다)의 제시문은 정규 

교육과정내의 필수 학습요소로 출제된 문항임.

질문 문항 분석

  고교교육과정의 범위 내에 있는 적분과 통계의 회전체의 부피, 수학Ⅱ의 삼각

함수 등의 개념이 중상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되어

고교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풀이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임.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통에 든 포도주의 부피와 포도주의 

높이에 관한 공식을 유도하고 높이의 순간변화율의 최댓값을 구하는 논리적 전개 

과정이 필요한 문제임. 핵심질문 내용으로는 정적분, 회전체의 부피, 순간변화율을

활용한 최댓값을 구하는 교육과정내의 문제임. 질문의 수준은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풀 수 있는 수준임.

출제의도, 채점기준, 모범답안 분석(종합분석)

  출제의도, 채점기준, 모범답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출제되었고 채점기준은 단계적 채점 방식으로서 학교평가에서 

연습한 방법으로 풀이 하였을 경우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기준을 

제시함.

 ‘적분과 통계’교과목 관련 정적분의 기본개념과 ‘수학II’ 교과의 미분관련 

도함수의 활용에 대한 필수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들이 고교시절 배워야 할 기본적인

정적분, 미분법, 도함수의 활용등의 필수개념과의 상관관계를 다루고 있는 선행학습

이나 사교육유발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문제임. 또한 채점기준으로 4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점수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풀이 과정실수로 인한 문제점을 보안함.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내의 적분과 통계, 수학II 교과목의 기본개념과

필수학습 요소를 종합적 이해를 파악할 수 있는 의미있는 문제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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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카드  2

[동국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 / 문제 2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과학, 생명과학Ⅰ, 화학Ⅰ

핵심개념 및 용어

질소 순환, 질소 고정, 공유 결합, 단일 결합, 

삼중 결합, 분자 구조, 전자쌍 반발 원리,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

예상 소요 시간 25∼30분 / 100분

[가] 질소는 생물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이나 핵산 등의 중요한 성분으로, 대기 중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생물은 대기 중의 질소 기체를 직접 이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식물은 질소를 토양에 있는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의 형태로 뿌리를 통해 

흡수하여 이용할 수 있다. 

  대기 중의 질소가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질소 고정이 일

어나야 한다. 토양 속에 있는 뿌리혹박테리아나 아조토박터 같은 질소 고정 세균은 대기 

중의 질소 기체를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시킨다. 또한 토양 속의 암모늄 이온은 질화 세

균들에 의해 질산 이온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전환된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은 식물이 

흡수하여 이용한다. 식물에 흡수된 질소 성분은 식물의 질소 동화 작용에 의해 단백질과 

핵산 등으로 합성된다.

                                                        -『고등학교 생명 과학』

[나] 1904년 독일의 과학자 하버(Haber, F. 1868-1934)는 공기 중에 78% 정도 존재

하는 질소, 그리고 메테인에서 생산된 수소를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 사산화 삼철 

(Fe3O4)을 촉매로 사용하여 암모니아(NH3)를 생성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N2 + 3H2 → 2NH3

  그 후 화학 공업 회사에 근무하던 보슈(Bosch, C. 1874-1940)가 암모니아의 대량 생

산에 성공하였다. 이로 인해 단위 면적당 식량 생산량이 6배 이상 향상되어 당시 부족

했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농경지에 뿌려지는 질소 비료의 

약 40%가 하버와 보슈에 의해서 개발된 암모니아 합성법으로 공급되고 있다.

  그런데 질소 성분은 공기 중에 78%나 차지할 정도로 풍부한데, 왜 식물은 공기 중의 

질소를 사용하지 못할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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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에게 필요한 성분은 물속에 녹아 있어야 물이 흡수될 때 녹아 있던 성분을 뿌리

를 통해 흡수하는데…….

                                                             -『고등학교 과학』

[다] 수소와 같이 한 쌍의 전자쌍을 공유하여 만들어진 공유 결합을 단일 결합이라 하

고, 단일 결합은 결합선을 사용해 H-H로 나타내기도 한다. 수소뿐 아니라 질소, 탄소, 

산소와 같은 다른 원자들도 끊임없이 움직이며 서로 부딪혀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

  우주 공간에서 질소와 질소 원자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 질소는 공유 결합을 하여 질

소 분자(N2)를 형성한다.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한 쌍의 전자쌍을 공유했던 것과는 

달리, 질소는 원자 사이에 세 쌍의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결합을 형성한다. 이러한 결합

을 3중 결합이라고 한다. 질소 분자의 3중 결합은 수소 분자처럼 전자쌍 한 쌍을 공유

한 단일 결합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쉽게 결합이 끊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한 번 형성된 

질소 분자는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으며, 안정한 상태로 존재한다.

                                                            -『고등학교 과학』

[라] 암모니아(NH3)의 분자 구조

단계 1. 루이스 전자점식: 중심 원자인 질소(N)와 수소(H) 원자 사이에는 단일 결합이 3

개 존재한다.

단계 2. 전자쌍 수: 공유 전자쌍의 수 3개, 비공유 전자쌍의 수 1개

단계 3. 기하학적 구조: 삼각뿔형

  암모니아 분자는 중심 원자인 질소와 수소 원자 사이에 전자쌍을 공유하여 이루어진 

공유 결합 화합물로서 삼각뿔형의 구조를 가진다.

                                                             -『고등학교 화학』

[마] 수소 분자(H2)는 같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

는 힘은 같다. 즉 두 수소 원자의 전기 음성도는 같으며, 공유 전자쌍은 두 원자에 동등

하게 끌리게 된다. 이러한 결합을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하며, 이 분자를 무극성 분자

라고 한다.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는 무극성 분자에는 수소 외에도 질소, 산소 등이 있

다.

  그러나 염화수소 분자를 구성하는 염소 원자와 수소 원자는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

는 힘이 서로 다르다. 즉 염소 원자의 전기 음성도(3.0)가 수소 원자의 전기 음성도

(2.1)보다 커서 염소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더 세게 끌어당긴다. 따라서 공유 전자쌍은 

염소 원자 쪽으로 치우쳐 있어 염소 원자 쪽이 부분적인 음전하(δ-)를 띠며, 수소 원자 

쪽은 부분적인 양전하(δ+)를 띤다. 이것은 마치 자석에서 N극과 S극이 분리되어 있는 것

과 비슷하여 극성이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결합을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하고 이 분자

를 극성 분자라고 한다.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는 극성 분자에는 염화수소 외에도 물, 

암모니아 등이 있다. 

                                                             -『고등학교 화학』

[바] 가정에서 손쉽게 입속의 매운맛을 없애려면 물보다는 우유를 마시는 것이 더 효과

적인데, 그 이유를 구조 속에서 찾을 수 있다. 화학에 있어서도 ‘유유상종’의 원리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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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나 있듯이 식물은 질소 분자 형태가 아닌 암모니아 형

태로 질소를 흡수하여 이용한다. 그 이유를 각각의 분자 구조를 기반으로 제시문 [다] ∼ 

[바]를 활용하여 비교 서술하시오.

<12∼15줄 (360∼450자)> [30점]

출제 의도  
  원자의 결합으로 생성된 분자의 공유 결합 방식과 그 삼차원적 구조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물리화학적 특성이 자연현상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로 

동종 이원자 분자인 질소 분자와 이종 다원자 분자의 암모니아 및 물의 옥텟 규칙

을 만족하기 위한 공유결합 방식과 전자쌍 반발 원리를 적용하여 각 분자의 극성 

및 비극성 특성을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에서 식물이 질소 분자를 직접 이용

하지 못하고 암모니아 형태의 질소를 이용하는 현상을 각각의 분자 구조로 인한 특

성과 연결 시켜 제시문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묻고자 하였다.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별책9] “과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생1413-2. 생태계에서 물질이 생산되어 순환되는 원리를 이해하고 탄

소와 질소의 순환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과1251-1. 질소 고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질소 비료의 생산이 식량 

자원의 양과 질의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과1216-1. 성간 공간에서 원자들의 충돌과 공유결합을 통해 안정한 

수소와 질소 분자, 그리고 일산화탄소, 물, 암모니아와 같은 간단한 화

합물이 생성됨을 설명할 수 있다.

-화1305-1. 전자쌍 반발 이론을 통해 분자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화1304. 루이스 구조를 통해 공유 결합의 성질과 쌍극자 모멘트와 관

련된 결합의 극성을 설명할 수 있다.

-화1305-2. 분자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분자의 구조를 이용하여 설

명할 수 있다.

한다. 즉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끼리,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끼리 잘 섞이게 되는 

원리이다. 이것은 물과 에탄올이 서로 잘 섞이거나, 물과 기름이 잘 섞이지 않는 원리와 

같다.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분자 구조로 보아 무극성에 가까우므로 물이나 다른 수용액

에는 거의 녹지 않지만, 우유 속의 지방 성분에는 잘 녹게 된다. 따라서 지방을 함유한 

음료를 마시면 훨씬 쉽게 매운맛을 없앨 수 있다.

                                                             -『고등학교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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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생명과학Ⅰ 권혁빈 외 ㈜교학사 2015 209

과학 김희준 외 ㈜상상아카데미 2015 260

과학 오필석 외 천재교육 2015 71

화학Ⅰ 박종석 외 ㈜교학사 2013 180

화학Ⅰ 박종석 외 ㈜교학사 2013 166-167

화학Ⅰ 김희준 외 ㈜상상아카데미 2015 150

제시문 및 문항해설  

1. 제시문

      1) 제시문 (가)

주제 질소의 순환

내용 요약

생물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이나 핵산의 중요한 성분인 질소가 자연계에서 

어떻게 순환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질소가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의 

전환과정 (질소고정)을 통해 분자 상태의 질소가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

온의 형태로 전환되어 뿌리를 통해 흡수됨을 소개함.

      2) 제시문 (나)

      3) 제시문 (다)

주제 공유결합

내용 요약

우주공간에 존재하는 분자로서 수소와 질소의 공유 결합을 예를 들어 비교

함으로써 단일 결합의 수소 분자와 삼중 결합의 질소 분자의 특성에 대하여 

소개함. 질소 분자의 삼중 결합은 수소 분자의 단일 결합보다 안정하여 질

소 분자는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는 다는 사실에 대해 소개함.

주제 하버의 암모니아 생산 공정 및 질소 비료

내용 요약

인류 식량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 할 수 있었던 하버의 촉매를 이용한 암

모니아 합성법에 대해 소개 하고 분자 상태의 질소가 식물이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식물이 필요한 성분을 사용하기 위해

서는 물속에 녹아 있는 상태로 흡수된다는 사실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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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시문 (라)

주제 암모니아의 분자 구조

내용 요약

암모니아의 분자의 삼차원적 구조를 전자쌍 반발 원리를 이용하여 예측하는 

예시를 제시함으로서 질소와 수소 원자 사이에 단일 결합이 3개 존재하고 

그 구조가 비대칭적인 삼각뿔형임을 소개함.

      5) 제시문 (마)

주제 극성 공유 결합과 무극성 공유 결합 

내용 요약

수소 분자를 예로 하여 동종 이원자 분자의 경우 그 결합이 무극성 공유 결

합이며 형성된 분자도 무극성 분자임을 설명하고 질소, 산소 등도 이에 속

한다고 예시함.

또한 염화수소 분자를 예를 들어 구성 원자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공유한 전

자쌍의 편극을 유도하여 극성 공유 결합을 형성함을 설명하였고 극성 분자

의 예로 물과 암모니아가 이에 속한다고 예시함.

      6) 제시문 (바)

주제 유유상종의 원리

내용 요약

가정에서 손쉽게 입속의 매운맛을 없애는 방법을 예로 하여 매운 맛을 나타

내는 분자가 상대적으로 무극성에 가까워 극성인 물에는 거의 녹지 않지만, 

우유 속의 지방 성분에는 잘 녹아 쉽게 매운맛을 없앨 수 있다는 현상으로 

화학에서의 ‘유유상종’의 원리를 소개함.

2. 문항

주제 분자의 구조 차이에 의한 물리화학적 특성이 자연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답안 유형 주관식 서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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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기준

상
S

1. 식물이 공기 중의 질소 분자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물에 녹

은 상태의 암모니아 형태로 뿌리를 통해 흡수됨을 서술함. 

2. 질소 분자가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 무극성 분자이며 3중 

결합을 하고 있는 안정한 상태임을 설명함. 

3. 암모니아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 극성 분자이며 단일 결합

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함. 

4. 극성 분자인 암모니아는 극성 분자인 물에 잘 녹는 반면 무극

성 분자인 질소 분자는 잘 녹지 않음을 설명함. 

5. 단일 결합으로 존재하는 암모니아에 비해 3중 결합으로 존재

하는 질소 분자는 흡수 되더라도 결합력이 강해 쉽게 단백질이나 

핵산으로 변환 되지 못함을 설명함.

A S 등급의 5가지 기준 중 4가지만 서술한 경우

중
B S 등급의 5가지 기준 중 3가지만 서술한 경우

C S 등급의 5가지 기준 중 2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D S 등급의 5가지 기준 중 1가지만 서술한 경우

E 질문 의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의 답안, 백지답안

예시답안

  [가], [나]에서 식물은 대기 중의 질소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물에 녹아 있는 암

모늄 이온을 뿌리를 통해 흡수한다고 하였다. 질소 분자는 [다]와 [마]를 통해 3중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무극성 분자이며 암모니아

는 [라]와 [마]를 통해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극성 분자임을 알 수 있다. [바]에서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끼리, 무극성 분자는 무

극성 분자끼리 잘 섞인다고 하였으므로 식물이 질소 분자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이유는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진 극성 분자인 암모니아는 극성 

분자인 물에 잘 녹아 쉽게 뿌리를 통해 흡수하여 분해 할 수 있으나 무극성인 분자

인 질소는 물에 잘 녹지 못하고 설사 녹는다고 해도 3중 결합의 안정성으로 인하여 

쉽게 단백질이나 핵산으로 변환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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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 분석결과

제시문 분석

  과학 분야로서 화학과 생명과학 과목을 적절하게 통합한 문제로서 고교과정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중상위 학생이라면 유추할 수 있는 문제임.

  문항 내 제시문 (가)~(바)는 고등학교 과학, 생명과학, 화학 교과서 내용으로 선

행이나 사교육유발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교육과정내 출제 문항임.

질문 문항 분석

  분자의 구조 차이에 의한 물리 화학적 특성이 자연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질문하였음.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출제되었고 중위권의 학생들이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질문을 제시함. 

  정상적 고교 교육과정내의 기본적 학습내용 수준의 문항 출제임. 원자의 결합

으로 생성된 분자의 공유 결합 방식과 그 삼차원적 구조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물리화학적 특성이 자연현상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로 동종 이

원자 분자인 질소 분자와 이종 다원자 분자의 암모니아 및 물의 옥텟 규칙을 만

족하기 위한 공유결합 방식과 전자쌍 반발 원리를 적용하여 각 분자의 극성 및 

비극성 특성을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에서 식물이 질소 분자를 직접 이용

하지 못하고 암모니아 형태의 질소를 이용하는 현상을 각각의 분자 구조로 인한 

특성과 연결 시켜 제시문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묻고자 함.

출제의도, 채점기준, 모범답안 분석(종합분석)

  교과서에 있는 문장과 개념을 제시하여 제시문이나 문항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단어 또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수식은 찾아볼 수 없으며 증명

형식과 서술형식 등 에서도 고교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이 없음. 제시문에서 내용

적으로나 형식적인 면에서 고교수준에 적절한 문제임.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내에서 출제된 문항으로 학생들이 질소순환에 

대한 기본적 이해 및 원자간의 결합적 특징을 이해하는지를 묻는 형태의 고교교

육과정의 기본적인 문제로 생각됨. 분자구조에 대한 단순 지식보다는 극성유무의 

특징에 따른 개념 이해를 통해 식물의 질소 흡수원리를 평가하고자 한 문항 출제는

학생들의 수업집중도를 높이기에 충분한 문제로 생각됨. 전체적으로 사교육 유발과

무관하며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반영한 훌륭한 문제 출제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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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카드  3

[동국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 / 문제 3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과학, 물리Ⅰ

핵심개념 및 용어

(내용 영역 또는 핵심 개념)

전자기파 발생과 안테나를 통한 수신과정

전력 수송과정에서 에너지 손실

소모되는 전력을 줄이는 방법

(용어)

전자기파, 직렬회로, 교유회로, 저항, 용량 

리액턴스, 유도 리액턴스, 전력, 전력 수송, 

소모전력, 에너지 효율 

예상 소요 시간 30∼35분 / 100분

[가] 평행판 축전기가 얼마나 많은 전하로 대전될 수 있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전기용량 이다. 즉 의 값이 클수록 많은 (+)전하와 (-)전하를 각각 저장할 수 있다. 

이때 전기용량의 크기는 축전기의 모양에 따라 결정된다. 금속판의 면적이 넓을수록 더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고, 금속판의 간격이 좁을수록 더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축전기의 전기용량 값이 작으면 축전기는 교류에서 저항역할을 크게 하게 된다. 또 

교류의 주파수 가 작아도 축전기의 저항이 커지게 된다. 교류에서 축전기에 의한 저항

을 용량 리액턴스라 하고, 그 크기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고등학교 물리』

[나] 패러데이법칙에 의하면 코일에 변하는 자기장이 걸리면 코일에 유도기전력이 생긴

다고 하였다. 유도기전력이 생기는 정도를 코일의 유도용량이라고 하며, 유도용량 이 



❙ 60 ❙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문제3]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전력이 전달되는 전력수송과정은 저항, 코일, 축전기가 교류

전원에 직렬로 연결된 회로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 회로에 공급된 전압과 주파수가 

일정할 때, 제시문 [가] ~ [마]를 바탕으로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저항, 코

일, 축전기의 구성 방법을 모두 서술하시오. (단, 전기에너지 효율과 경제적 효율을 모두 고

려할 것.)

<12∼15줄 (360∼450자)> [35점]

출제 의도  
  전력수요 만족에 따른 전기에너지의 효율 향상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자연계 지원 학생들의 경우 향후 본인이 

선택한 진로가 사회 전반에 거쳐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역할을 해야 한

다. 이에 고교 교과 과정의 물리 1에서 배운 저항, 코일, 축전기에 관한 내용을 실

생활의 전압조건인 교류와 주파수에서의 그 소자에 관한 개념을 이해하는지를 평가

하고자 한다. 이 소자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기본 회로를 중심으로 교류 전압

이 주어졌을 때 동일한 주파수에서 용량 리액턴스와 유도 리액턴스의 공식을 이해

클수록 자기장이 변할 때 코일에 유도기전력이 크게 생길 수 있다. 

 교류가 코일에 흐르면 코일은 저항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코일의 저항은 코일의 유도

용량 과 교류의 주파수 에 따라 달라진다. 교류에서의 코일의 저항을 유도 리액턴스

라 하고, 그 크기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고등학교 물리』

[다] 단위시간 당 소모되는 전기에너지의 양을 전력이라고 하며,   가 되고 

단위는  이다. 

 전선에서의 전력손실은 전류의 세기와 저항에 의해 결정되므로 전력손실을 줄이려면 

전류의 세기를 줄이거나 전선의 저항을 줄여야 한다. 전선의 저항을 줄이려면 전선을 저

항이 작은 금속으로 만들거나 굵게 만들어야 한다.

-『고등학교 물리』

[라] 도선의 전기저항은 단면적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송전선의 

굵기를 증가시켜야한다. 이는 곧 송전선의 무게를 증가시켜 송전선의 생산비율이 늘어날 

뿐 아니라 무게를 견딜 수 있게 거대한 송전탑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비용까지 추가

해야 한다. 따라서 손실되는 에너지의 변함없이 전류를 증가시키기 위해 더 굵은 송전선

을 사용하는 것은 경제적이지 않다.

 -『고등학교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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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동일 전압 상에서 전력수요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전류를 높여야 하며, 전류를 

높이기 위해 직렬회로에 연결되어 있는 저항, 코일 그리고 축전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제시문의 내용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가를 평

가하고자 한다. 특히 동일 전압 상에서 전류를 상승시키기 위해선 저항과 코일의 

값을 작게 하고 축전기의 값을 크게 하면 좋지만 저항의 경우 그 값을 작게 할수록 

경제적인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코일의 경우 맴돌이 전류가 형성되기 때문에 존재 

자체에서 전력손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축전기의 값 변화만을 통해 전류를 상승

시켜 전기에너지 효율 향상을 이룰 수 있음을 유추해 낼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제시문 및 문항해설  

1. 제시문

      1) 제시문 (가)

주제 전기용량과 용량 리액턴스

내용 요약
축전기의 전기용량을 크게 하기 위한 조건 및 축전기에 의한 저항인 용량 

리액턴스에서는 전기용량의 크기는 용량 리액턴스와 반비례관계임을 보여줌.

      2) 제시문 (나)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별책9] “과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물1322-1. 전자기파 발생과 안테나를 통한 수신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물1412. 전력 수송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을 표현하고, 소모되는 전력을 

줄이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물리Ⅰ 괵성일 외 천재교육 2013 240∼241

물리Ⅰ 김영민 외 ㈜교학사 2015
231∼235

276∼278

주제 유도용량과 유도 리액턴스

내용 요약
코일에 의한 저항인 유도 리액턴스 용량과 유도용량의 크기는 유도 리액턴

스와 비례관계임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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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시문 (다)

주제 전력과 전력손실

내용 요약 전력의 개념과 전력손실을 줄이기 위한 저항의 관계를 보여줌.

      4) 제시문 (라)

주제 전력감소와 저항과의 관계

내용 요약 저항 감소를 위한 송전선의 굵기, 무게와의 관계를 알고, 경제적 가치를 보여줌.

      5) 제시문 (마)

주제 변압기

내용 요약
저항과 코일로 구성되어 있는 변압기의 경우 맴돌이 전류의 흐름으로 전력

손실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에너지 효율적 방안을 보여줌.

2. 문항

주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직렬 교류회로에서의 저항, 코일, 축전기의 제작 구성

답안 유형 주관식 서술형

채점기준

상 S

동일 전압에서 전력수요 만족(또는 에너지 효율 향상)를 위해 전

류를 상승시켜야 한다.

1. 전류 상승을 위해 저항의 값은 작게 해야 한다.

2. 전류 상승을 위해 코일(또는 인덕턴스)의 값은 작게 해야 한다.

3. 전류 상승을 위해 축전기(또는 커패시턴스)의 값은 크게 해야 한

다.

4. 저항은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기존 상태를 유지하며 사용 

하는 게 효율적이다. (⋇ 저항을 줄이기 위해 저항이 작은 금속

으로 만들거나 굵게 만들어 이용한다고 기술하여도 무방함. 단, 

제시문 [라]에서 제시한 송전선이 아닌 낮은 전압 상태라는 이

유가 명시되어야 함.)

5. 코일(또는 인덕턴스)은 멤돌이 전류 발생으로 기존 상태를 유지

하며 사용 하는 게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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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축전기(또는 커패시턴스)의 값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금속판 면

적을 넓게 그리고 간격을 좁게 제작하여 사용한다. 

A

동일 전압에서 전력수요 만족(또는 에너지 효율 향상)를 위해 전

류를 상승시켜야 한다.

1. 전류 상승을 위해 저항의 값은 작게 해야 한다.

2. 전류 상승을 위해 코일(또는 인덕턴스)의 값은 작게 해야 한다.

3. 전류 상승을 위해 축전기(또는 커패시턴스)의 값은 크게 해야 한

다.

4. 저항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기존 상태를 유지하며 사용 하

는 게 효율적이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저항이 작은 금속으로 

만들거나 굵게 만들어 이용한다고 기술하여도 무방함. 단, 제시

문 [라]에서 제시한 송전선이 아닌 낮은 전압 상태라는 이유가 

명시되어야 함.)

5. 코일(또는 인덕턴스)의 값을 작게 하기 위해 (철심을 감고 있는) 

코일의 턴수(감는 횟수)를 적게 한다.(또는 다른 이유)

6. 축전기(또는 커패시턴스)의 값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금속판 면

적을 넓게 그리고 간격을 좁게 제작하여 사용한다.

중

B

동일 전압에서 전력수요 만족(또는 에너지 효율 향상)를 위해 전

류를 상승시켜야 한다.

1. 전류 상승을 위해 저항의 값은 작게 해야 한다.

2. 전류 상승을 위해 코일(또는 인덕턴스)의 값은 작게 해야 한다.

3. 전류 상승을 위해 축전기(또는 커패시턴스)의 값은 크게 해야 한

다.

4. S의 4,5,6의 각 소자의 제시 방법 중 2가지만 기술 한 경우

C

동일 전압에서 전력수요 만족(또는 에너지 효율 향상)를 위해 전

류를 상승시켜야 한다.

1. 전류 상승을 위해 저항의 값은 작게 해야 한다.

2. 전류 상승을 위해 코일(또는 인덕턴스)의 값은 작게 해야 한다.

3. 전류 상승을 위해 축전기(또는 커패시턴스)의 값은 크게 해야 한

다.

4. S의 4,5,6의 각 소자의 제시 방법 중 1가지만 기술한 경우

하

D
S의 1,2,3,4,5,6번에 대하여 기술하지 못한 경우 또는 다른 내

용으로 기술한 경우 

E 질문 의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의 답안, 백지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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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답안

  저항, 코일, 축전기가 직렬로 연결된 교류회로에 공급된 전압은 정해져 있기 때문

에 전기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높여야 한다. 

이때 이 회로에 연결된 코일(인덕턴스)과 축전기(커패시턴스)의 저항인 유도 리액턴

스와 용량 리액턴스의 단위는 저항과 동일하므로, 동일한 주파수에서 전류의 세기

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기존의 코일(인덕턴스)의 값은 저항과 같이 작게 해주고, 축

전기는 크게 해주어야 한다. (제시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저항은 기존의 상태보

다 작게 할수록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이 떨어지고(또는 주어진 조건이 낮은 전압

상태라면 저항을 줄이기 위해 저항이 작은 금속으로 만들거나 굵게 만들어 사용하

고), 코일의 경우 맴돌이 전류로 전기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소모되므로 저항과 더불

어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여 사용하고, 축전기의 경우 금속판 면적을 넓게 그리고 

간격을 좁게 제작하여 저항, 코일, 축전기를 직렬회로로 연결하면, 동일 전압과 동

일 주파수가 주어질 때 전류가 상승하여 전기에너지 효율과 경제적 효율을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이다.

▶ 평가위원 분석결과

제시문 분석

  과학의 물리 고교과정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중상위 학생이라면 유추할 수 

있는 문제임.

  문항 내 제시문 (가)~(마)는 고등학교 물리 교과서 내용으로 선행이나 사교육유

발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교육과정내 출제 문항임.

질문 문항 분석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직렬 교류회로에서의 저항, 코일, 축전기의 제작 구성 

문제이며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임.

  정상적 고교 교육과정내의 기본적 학습내용 수준의 문항 출제임. 물리 Ⅰ에서 

배운 저항, 코일, 축전기에 관한 내용을 실생활의 전압조건인 교류와 주파수에서의

그 소자에 관한 개념을 이해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이 소자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기본 회로를 중심으로 교류 전압이 주어졌을 때 동일한 주파수에서 용량 

리액턴스와 유도 리액턴스의 공식을 이해하고, 동일 전압 상에서 전력수요를 만

족하기 위해서는 전류를 높여야 하며, 전류를 높이기 위해 직렬회로에 연결되어 

있는 저항, 코일 그리고 축전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제시문의 

내용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함. 특히 경제적 관점

에서 축전지 효율 문제접근이 복합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의미있는 문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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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답고사

가. 재외국민 필답고사(인문/자연)

 필답고사 문항 - <첨부 3> 참조

▶ 평가위원 분석결과

출제의도, 채점기준, 모범답안 분석(종합분석)

  교과서에 있는 문장과 개념을 제시하여 제시문이나 문항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단어 또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수식은 찾아볼 수 없으며 증명

형식과 서술형식 등 에서도 고교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음. 내용적

으로나 형식적인 면에서 고교수준에 적절한 문제임. 

  전자기 유도를 통한 전력생산과 더불어 전력수송과정에서 발생되는 전력손실의

문제를 고등학교 물리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저항, 리액턴스, 전자기파, 교류회로 

등의 필수기본개념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풀이하게 한 출제문항임. 특히 동일 

전압 상에서 전류를 상승시키기 위해선 저항과 코일의 값을 작게 하고 축전기의 

값을 크게 하면 좋지만 저항의 경우 그 값을 작게 할수록 경제적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고민하게 하는 문항이 통합적 사고측정으로 유의미함. 전체적으로

사교육유발과 무관하며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반영한 훌륭한 문제 출제로 평가됨.

국어 / 영어 / 수학

재외국민 전형 필답고사 <국어>, <영어>, <수학>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한 것으로 판단함.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출제되었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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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고사(에세이)

가. 특기자(어학) 실기고사

 문항카드

[동국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실기고사(에세이)

전형명 특기자(어학)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제 1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사회 ․ 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기능론, 갈등론, 사회불평등, 빈곤문화, 개인적 

수준, 사회적 수준, 갈등의 제도화

예상 소요 시간 100분 / 전체 100분

문항 및 제시문

◈ 답안 작성시 유의 사항 ◈

◇ 시험시간 : 100분

◇ 지원학부(과)에 해당하는 언어로(영어영문학부: 영어 / 일어일문학과: 일본어 / 중어

중문학과: 중국어) 답안을 작성하시오.

◇ 주어진 답안지에 아래와 같이 답안의 분량을 준수하여 작성하시오.

  • 영어 : 40줄 이내 • 일본어 : 30줄(900자) 이내  • 중국어 : 20줄(600자) 이내

◇ 답안지의 수험번호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표기하시오.

◇ 답안은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오.(연필, 지우개 등 사용 가능)

◇ 답안지 본문과 여백에 성명, 수험번호 등 개인신상과 관련된 어떤 내용 또는 불필요

한 표시를 하면 감점 처리합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빈곤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관련된 물질의 결핍이 만성적으로 지속하는 경제적 현

상을 뜻한다. 빈곤의 유형에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있다. 절대적 빈곤은 생활

필수품이라는 물질의 결핍을 뜻하고, 상대적 빈곤은 사회 집단 간의 불평등과 관련이 있

다. 이러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 이론이 있다. 빈곤은 가난한 

사람들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기능론적 관점과 사회의 구조적인 요인에 따라 만들어

지고 재생산된다는 갈등론적인 관점이 그것이다. 전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특성

과 능력을 강조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빈곤층은 가난한 사람들이 갖는 공통의 가치, 태

도 및 행동, 즉 빈곤문화를 형성한다. 후자는 이윤추구를 극대화하는 자본주의 구조 자

체를 빈곤의 원인으로 본다. 부가 소수의 자본가에게 집중되어 빈곤이 발생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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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시문을 참고해 빈곤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개인

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두 가지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하시오. 

출제 의도  
  수시 특기자(어학) 전형 실기고사는 상당 수준의 외국어 능력을 검증받은 학생들

이 지원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정확한 외국어 능력 측정을 위한 의도로 출

제하였다. 내용은 시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국어 글쓰기 능력을 평가할 수 있

는 난이도를 고려하여 출제하였다. 요구하는 답안은 특정국가와 밀접한 주제를 피

하면서 해당국가(영어권, 일본, 중국)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 되도

록 고려하였다. 아울러 공교육정상화법 및 시행령에 부합하여 복수의 [고등학교 사

회‧문화]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췌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 및 주변 국가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

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부족

이나 개인의 잘못된 선택 등 가난한 사람들의 특성에 있다는 주장과 반대로 빈곤의 

원인을 빈곤을 창출해 내는 사회구조에 있다는 주장이 서로 팽팽하다. 미래세대인 

고등학생들이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

를 측정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특히 계층 간의 갈등완화를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사회‧제도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

지를 사유하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원으로 공존의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계급, 성, 인종 등의 사회구조는 가난한 사람의 개인능력이나 노력과는 관련이 없다고 

본다. 기능론과 갈등론은 모두 폭넓은 지지를 받지만, 한계 역시 뚜렷하다. 기능론은 빈

곤을 야기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고, 갈등론은 빈곤

한 사람들을 힘든 상황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존재로만 바라본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

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시각을 균형적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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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문화 구정화 외 해법 천재교육 2012 148∼151

사회・문화 박선웅 외 ㈜금성출판사 2012 148∼151

교과서 외
탐스런 

사회・문화
박서현 외 EBS 2011

162∼163

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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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 해설  

주제 빈곤문제와 사회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내용 요약

빈곤문제와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중시하는 기능론과 사회구조나 권력, 가정 배경에서 원인을 찾는 갈등론 관

점이 있다. 핵심은 이 두 가지 시각을 균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그러므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제도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실천

해야 빈곤문제와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답안 유형 서술식

채점 기준

  평가척도는 내용과 표현 양식을 고려하여 그 충실도에 따라서 A, B, C, D, E 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내용적인 측면에서 빈곤문제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

안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서술할 수 있다. 첫째,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빈곤에서 탈출

하려는 개인의 의지, 공동체 의식과 공존의 가치관 함양, 이를 위한 교육과 직업훈

련의 중요성에 대한 서술이 중요하다. 둘째, 사회‧제도적인 차원에서는 기초 생활비

와 자녀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 복지 재원의 확충을 

시행하는 등의 직접지원에 대한 서술과 최저 임금제 실시, 고용 규모 확대, 빈곤층

을 위한 적절한 일자리 마련 등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 등에 대한 서술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제시가 충실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는다. 만약 답

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설명이 미흡하다면, 그 정도에 따라 등급을 차등화해 

적용한다. 표현 양식적 측면에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해당 외국어가 요구하

는 정서법에 근접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는다. 어휘 선택의 정확성, 문장 간의 연계

성, 정확한 문법(철자, 시제, 인칭, 관사)에 의거한 기술, 어휘 표현력이 우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는다. 아울러 오탈자의 유무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평가 주안점

  평가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제시문에 나와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바라보는 기

능론과 갈등론의 시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두 관점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서술여부가 중요하다. 특히 개인적인 차원

에서는 빈곤에서 탈출하려는 개인의 의지, 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기술하고 있는지

가 중요하다. 사회‧제도적인 차원에서는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과 구조

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에 대한 서술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 실기고사는 한

국어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당 외국어의 어학능력에 대한 평가가 주된 목적이므로 

용어선택의 정확성, 적절한 어휘 표현, 문법의 정확성, 오탈자의 유무도 평가의 중

요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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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 분석결과 

출제의도, 채점기준, 모범답안 분석 (종합분석)

  제시문의 내용을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 유

형이 수험생의 어학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출제의도에 알맞고, 제시된 지문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이면서 지문 내에 핵심개념들이 모두 제시되어 있어 답안을 

작성하는 데 큰 무리가 없으며 수험생들 각자가 가진 어학능력에 따라 여러 수준

의 답안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인 것으로 판단됨.  

  제시된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그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는지와 작성된 

답안의 어휘 선택, 문장 간 연계성, 문법, 어휘 표현이 그 채점기준으로서 채점하

고자 하는 기준이 명확하고 타당하다고 생각됨.

제시문 및 질문 문항 분석

  빈곤,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의 개념들을 지

문 안에 모두 설명해 놓았고, 기능론과 갈등론을 대조적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한

계와 비판받는 점을 제시하여 놓았기 때문에, 고교 사회문화 수업에서 배운 지식

과 지문에 제시된 내용을 연결하여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험자가 질문에 대

한 답을 작성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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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고사

가. 수시 학생부위주 면접고사

 면접 형태 및 면접문항 예시 - <첨부 4> 참조

▶ 평가위원 분석결과 

평가

위원 

1

  2016학년도 [수시 학생부위주 전형 일반면접]은 <전정취지적합성(학교

생활충실도, 교내활동의 적극성 및 지속성)>, <전공적합성(전공에 대한 이

해, 전공 흥미도와 소질)>, <발전가능성(도전정신 및 목표의식, 열정 및 

끈기)>, <인성 및 사회성(공동체 의식 및 사회성, 봉사정신)> 등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항목은 5단계로 평정하도록 함으로써 2015학

년도와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2016학년도 [수시 학생부위주 전형 일반면접]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담긴 내용에 대한 진위 파악이나 보충적 설명을 하도록 하는 질문을 개

발했는데, 이를 두고, 각 피면접자를 위한 맞춤질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각 질문이 어떻게 개별학생별로 맞춤이 되었는지를 아래에 제시

된 질문1과 질문2를 토대로 평가한다.

  면접질문 1은, 말미에 제시된 “<검증: 자기소개서 3번, 학생부 봉사활

동>”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자기소개서의 3번과 학생부의 봉사활동에 

제시된 내용들을 재확인하고 보충적인 설명을 더 듣기 위한 것이다. 이 

학생의 학생부 봉사활동에는 그가 한 10여 가지의 봉사활동들(1시간-16

시간) 중 특히“IT 재능기부”(2학년 39시간, 3학년 25시간)를 많이 한 것

으로 나타나 있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에는 “고2 부터 따뜻한 IT라는 

봉사활동 동아리를 만들고, 주말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식개선과 IT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서술이 나온다. 

  면접질문 2는“<검증: 학생부 수상경력,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질

문 

1

따뜻한 IT 재능기부 봉사를 통해 느낀 점과 이들을 위한 어떤 정보통

신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나요? 

<검증: 자기소개서 3번, 학생부 봉사활동>

질

문 

2

사교육의 도움 없이 공교육과 자기주도학습을 통해서 학력을 신장시킨 

것으로 평가되어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

고, 어떻게 극복하였나요? 

<검증: 학생부 수상경력,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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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위원 

1

종합의견>”이 함의하듯이, 그 질문이 주어진 학생의 학생부 수상경력에는 그

가 “자기주도적 학습상”을 2학년 1학기와 2학기 연속하여 수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스텝업 멘토링”, 

“플래너 작성”, “단권노트 작성” 등의 기록들이 있다.

  이상으로 볼 때, 면접 질문들은 각 학생의 기록물들을 토대로 확인하

고,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듣는 가운데 각 개인의 인성, 적성, 그리고 역

량을 전인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맞춤 면접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2016학년도 [수시 학생부위주 전형 일반면접]은 학생부와 자기소개

서를 이용하여 인성과 전공적성, 학생의 전인적 역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서 특정 교과의 성취도를 직접 평가하지는 않는다.  

  2016학년도 [수시 학생부위주 전형 일반면접]은 평가항목과 요소, 면접

질문의 내용을 볼 때, 특정 교과의 선행학습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으

로 기대할 수 있으며, 진로탐색과 인성 및 사회성 교육에 긍정적인 효과

를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평가

위원 

2

1. 인성과 질문에 대한 면접문항이 모두 학생부(교내 수상경력, 동아리, 

봉사, 자율, 진로 활동 등)와 자기소개서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됨

2. 수험생 개인별 맞춤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면접문항으로 바람직한 문항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학생부 위주 전형 일반면접의 경우 전반적으로 수험생의 고교 학생부 

및 자소서의 내용에서 면접문항이 구성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면접문항이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고 고교교육 정상

화에 기여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됨 

평가

위원 

3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고 학습한 내용의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면접내

용이 학교교육을 정상화 하고 교육과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질문의 난이도도 쉬워 학생들이 따로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도록 하는 

면접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평가

위원 

4

1.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 면접으로 미래 희망진로와 관련된 직업인이 되

기 위한 방법에 대한 문항이나 또는 희망직업을 갖게 된 동기 또는 계기

등에 대한 문항으로, 가장 중요한 면접 평가문항의 도출과정이 지원학생

의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지원학과와 관련된 기본적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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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외국민 면접고사

 면접 형태 및 면접문항 예시 - <첨부 5> 참조

▶ 평가위원 분석결과 

평가

위원 

4

관계를 묻는 문항으로 출제되었음. 위 면접문항에 답하기 위해 어떠한 사

교육활동이나 선행학습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도리어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지한 진로고민과정을 진솔하게 준비하는게 필요한 문항임.

2.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교실내의 교과별 수업시간의 질문내용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출제된 면접문항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규수업시

간에 충실한 경우 무리없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면접문항임.

평가

위원

1

  2016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면접]은 <인성·사회성(인성ㆍ사회성ㆍ기본소

양)>과 <전공적성(학업적성, 기초수학능력, 발전가능성)>등 2개 항목으로 구성

되었으며, 각 항목은 5단계로 평정하도록 하는 점에서는 2015학년도에 이

어서 일관성을 유지했다. 

  그러나 인성 및 적성을 평정하기 위한 질문 문항을 각 개인별로 달리

함으로써 새로운 평정이 되도록 했다. 그리고 전 년도와 마찬가지로 2016

학년도에도 [재외국민 전형 면접]은 면접카드에 담긴 내용에 대한 진위 

파악이나 보충적 설명을 하도록 질문을 개발함으로써 각 학생에게 맞추

어진 면접, 즉, 맞춤면접이 되도록 하였다. 

 
  면접질문이 보여주듯이 2016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면접]은 면접카드를 

이용하여 인성과 전공적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특정 교과의 성취도를 

평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2016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면접]은 평가항목과 요소, 면접질문

의 내용을 볼 때, 특정 교과의 선행학습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

대할 수 있으며, 진로탐색과 인성 및 사회성 교육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

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

위원 

2

  수험생의 인성, 적성과 관련하여 일반적이고 평이한 수준에서 면접 질

문을 구성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재외국민 전형의 특성상 외국계 고교출

신을 배려하기 위해 인성중심의 일반적인 면접내용을 중심으로 용이하게 

구성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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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시 실기위주 특기자(체육) 면접고사

 면접 형태 및 면접문항 예시 - <첨부 6> 참조

▶ 평가위원 분석결과 

평가

위원 

3

  해외에서 생활한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제일 중요한 항목으로 생각되는

데 위의 질문들이 사회성을 판단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부를 

기준으로 제시한 질문이다.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동

아리, 진로・전공 탐색, 독서활동 등을 통하여 질문에 적절히 대답할 수 

있다면 학생의 인성을 알아볼 수 있는 훌륭한 면접 문항이라 생각됨. 

평가

위원 

4

1. 학교생활 중 타인에 대한 배려, 갈등해소 등의 인성부분으로 파악하여 

분석하여 보면 학생 개인의 인성관련 면접으로 파악됨.

2. 적성영역 문항에서는 지원한 전공과 자신과의 적합여부를 스스로 판단

하여 미래 진로를 설계하도록 한 문항과 독서이력 등의 일반 보편적 면

접 문항이었음.

평가

위원

1

  2016학년도 [수시 실기위주 특기자(체육) 전형 면접]은 <인성·사회성

(인성ㆍ사회성ㆍ기본소양)>과 <전공적성(학업적성, 기초수학능력, 발전가능성)>

등 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항목은 5단계로 평정하도록 함으로써, 

2015학년도 전형과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각 학생에게 최적화된 

면접이 진행되었다.

  2016학년도 [수시 실기위주 특기자(체육) 전형 면접]을 위한 면접문항은 

면접카드에 담긴 내용에 대한 진위 파악이나 보충적 설명을 하도록 유도

하는 것으로서 피면접자에게 맞추어진 맞춤형면접이 가능하게 하였다.  

  예시된 문항이 보여주듯이 2016학년도 [수시 실기위주 특기자(체육) 전

형 면접]은 인성과 전공적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특정 교과의 성취도 

평가와는 다른 것이다. 

  2016학년도 [수시 실기위주 특기자(체육) 전형 면접]은 평가항목과 요

소, 면접질문의 내용을 볼 때, 특정 교과의 선행학습을 필요로 하지는 않

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진로탐색과 인성 및 사회성 교육에 긍정적

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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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시 특성화고졸 등 재직자 면접고사

 면접 형태 및 면접문항 예시 - <첨부 7> 참조

▶ 평가위원 분석결과 

평가

위원 

2

  체육특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임을 고려하여 면접문항을 특기자 중

심 내용으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됨. 고교시절 운동선수로서의 경험들을 

중심으로 면접문항을 구성한 것으로 판단됨. 고교수준에서 일반적이고 평

이한 수준에서 제시된 것으로 판단됨.

평가

위원 

3

  학생부를 기준으로 제시한 질문이며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동아리, 진로・전공 탐색 독서활동 등을 통하여 질문에 적절히 대답

할 수 있으며 학생의 인성을 알아볼 수 있는 적절한 면접 문항이라 생각됨.

평가

위원 

4

  실기위주 특기자 면접전형으로 면접카드를 통한 자기 자신의 주 운동

종목과 적성소질과의 연관성 및 미래목표에 대한 질문이기에 교과관련 

연계성을 찾을 수 없는 일반적 면접문항임. 인성・적성영역의 문항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삶과 타인에 대한 배려, 갈등해소 등의 기본적 인성과 

미래직업관련 계획을 묻는 보편적 면접 문항으로 파악됨.

평가

위원

1

  2016학년도 [정시 가군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 면접]은 <인성·사회성

(인성ㆍ사회성ㆍ기본소양)>과 <전공적성(학업적성, 기초수학능력, 발전가능성)>

등 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항목은 5단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전 학년도의 평정과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실제 면접 문항은 연도 간, 학생 간 구별되었다. 2016학년도 

[정시 가군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 면접]은 면접카드에 담긴 내용에 대한 

진위 파악이나 보충적 설명을 하도록 질문을 개발함으로써 각 학생에게 

맞추어진 면접, 즉, 맞춤면접이 되도록 하였다.   

  질문문항이 보여주듯이 2016학년도 [정시 가군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 

면접]은 면접카드를 이용하여 인성과 전공적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특

정 교과의 성취도 평가와는 다른 것이다.       

  2016학년도 [정시 가군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 면접]은 평가항목과 요

소, 면접질문의 내용을 볼 때, 특정 교과의 선행학습을 필요로 하지는 않

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진로탐색과 인성 및 사회성 교육에 긍정적

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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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위원 

2

  특성화고졸 등 재직자 전형 특성상 수험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일

반적이고, 평이한 수준에서 면접문항을 구성하여 시행한 것으로  판단됨. 

4, 5번 문항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수험생의 고교 생활에 초점

을 맞추어, 면접질문 내용을 구성한 것으로 판단됨.   

평가

위원 

3

  학생부를 기준으로 제시한 질문이며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동아리, 진로・전공 탐색 독서활동 등을 통하여 질문에 적절히 대답할 수 

있으며 학생의 인성을 알아볼 수 있는 적절한 면접 문항이라 생각됨.

평가

위원 

4

1. 특성화고졸 등 재직자 전형 면접으로 면접카드를 통한 전공적합성 및 

지원동기 등의 질문내용으로 특성화고 고교시절 교과와 관련된 부분과는 

전혀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음.

2. 인성영역 역시 자기계발에 대한 노력 및 리더십 경험과 관련된 자신의 

인생과의 연관성을 묻는 보편적 면접 문항으로 역시 교과관련성 없음.





Ⅳ. 향후 대학입학전형     

   반영계획 및 개선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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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대학입학전형 반영계획 및 개선노력

1. 평가결과 개선·추진 방향

○ 논술고사

  평가위원 분석결과 논술고사(인문/자연)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의 지문

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질문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용어와 소재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제시문을 

이해한 후 풀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대학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현직 교사를 논술 출제 검토위원으로 위촉

하여 논술고사 출제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으로 난

이도를 조정하는 절차적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매년 출제한 논술고사 문제

와 출제의도 / 해설 / 모범답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논술고사를 준비

하는 수험생에게 기출문제 및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수험생 스스로 논

술 풀이 및 출제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

여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매년 수험생에게 전형 전 모의 논술고사 기회를 제공하여 2,000여명이 넘

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모의 논술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2015년에는 

온라인 모의 논술고사 시행을 통해 지리적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비수도권 

학생들 및 논술 준비 수험생에게 보다 높은 편의성을 제공하였다. 또한 모의 

논술고사 후, 수험생이 작성한 시험지를 수거하여 우리대학 교원이 직접 첨

삭(빨간펜 첨삭)하여 수험생에게 전달함으로써 현재 자신의 논술 점검 기회 

및 논술에 대한 대비책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찾아가는 모의 논술고

사」를 시행하여 지역별 광역시와 시에서 대규모 장소를 대관하여 논술고사 

시험절차와 유사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모의 논술고사를 통해 수험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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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논술고사 분위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2015학년도 논술고사부터 논술고사 응시생을 대상으로 논술문제의 고등학

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여부에 대해 온라인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있

다. 2016학년도 논술고사 응시자 전체 15,381명 중 6,220명(40.4%)이 설문조

사에 참여하였으며 <인문Ⅰ> 96.6%, <인문Ⅱ> 93.4%, <자연> 97.5%의 학생들

이 우리대학 논술고사가 고교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되었다고 평

가하였다. 또한 논술고사 난이도는 <인문Ⅰ> 94.1%, <인문Ⅱ> 77.4%, <자연> 

93.9%의 학생들이 정규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풀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답하였다. - <첨부 9> 참조 

  우리대학은 2017학년도에도 고등학교 교과서 및 EBS 교재 활용을 논술고

사 출제 원칙으로 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한 출제교원 선정부터 출제교원의 전공 및 세부전공 영역과 고등학교 출제 

교과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출제교원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논술고사 내용 및 난이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이다. 

○ 필답고사

  평가위원 분석결과 재외국민 전형 필답고사(인문/자연) 문항의 출제범위와 

수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이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출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대학은 

매년 출제한 필답고사 문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필답고사를 준비하

는 수험생이 기출문제를 스스로 풀이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2016학년도와 동일하

게 2017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필답고사에서도 모든 출제 지문은 고등학교 

교과서 및 EBS 교재 내 활용을 출제 원칙으로 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출제위원의 참고자료 구성도 고등학교 교과서 및 당해연도 EBS 교재로 한정

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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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고사(에세이)

  평가위원 분석결과 특기자(어학) 전형 실기고사(에세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의 지문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준수하였다

고 평가할 수 있다. 실기고사(에세이) 질문 문항은 단순 문제 풀이, 사고력, 

문제 해결력 등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해당 언어에 대한 어학 능

력과 창의력, 표현력 등을 바탕으로 인문학적인 소양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

하고자 하는 질문으로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논술고사, 필답고사와 더불어 실기고사(에세이)의 출제문제 / 출제의도 / 

해설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수험생 스스로 실기고사 풀이 및 출제의도

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

성을 제고하여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실기고사(에세이) 출제 지문은 고등학교 교과서 및 EBS 교재 내 활용을 출제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출제위원 참고자료 구성도 고등학교 교과서 및 당해

연도 EBS 교재로 한정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2017학년도에도 전년과 동일한 출제 원칙이 적용될 예정이며, 출제 의도도 

정답이 있는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어학능력 및 학업 역량 측정에 맞추어 

다양한 사례 제시 및 본인의 주장에 맞는 근거 활용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

이다. 

○ 면접고사

  평가위원 분석결과 면접고사는 구술 심층 면접이나 문제 풀이식 면접이 

아닌 학생의 인성과 학생부·자기소개서 등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만을 면접 

잘문으로 활용하는 일반면접으로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선행학

습 및 사교육 유발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여 면접을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의 경우 제출 서류를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로 간소화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줄였으며, 면접의 유형도 수험생 1인당 10분 이내의 질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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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형태로 제출 서류 내용 확인의 일반면접으로 진행하였다. 제한된 면접 시

간의 효율적 활용과 학생부 기재사항 및 자기소개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평가자별로 면접 전 질문 항목을 사전 작성하는 절차를 거쳤다. 면접문항은 

학생 개별 맞춤형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서류 평가 내용의 검증 및 인

성·사회성 등을 평가하는 면접고사로 진행하였다. 

  재외국민 전형과 실기 위주 전형 면접은 면접위원에게 제공되는 서류를 

입학원서, 면접카드로 한정하여 인성 및 사회성·전공적성 등을 검증하는 일

반면접으로 진행하였다. 면접카드는 면접고사 당일 수험생이 대기시간(20분) 

동안 인성·사회성·학업계획 등을 기재하는 수준으로 작성하고, 면접위원이 

면접카드 내용을 확인하는 형태이다. 면접문항은 공통 질문항목으로 면접위

원에게 사전 회의자료로 제공하여 면접위원 간 인성·사회성 질문 문항 편

차 및 난이도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였다. 

  2017학년도 면접고사도 동일한 방식과 절차를 유지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학생부 위주 전형은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내용 확인 면접 형태로 

진행 될 예정이며, 재외국민 전형과 실기 위주 전형 또한 인성 및 사회성, 

전공에 대한 적성 확인을 위한 면접카드 활용 일반면접 형태를 유지할 것이다.  

2. 고교 교육과정을 위한 개선 노력

  동국대학교가 2016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해 시행한 논술고사, 필답고사, 

실기고사, 면접고사는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내에서 

출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정상적인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

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고사로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부 

고사의 경우 진행 과정 중 고등학교 범위 및 수준을 벗어날 가능성이 존재

하지만, 이는 전형 운영의 절차적 노력과 출제 및 평가위원의 지속적인 교육

을 통해 최소화하였다고 보여진다. 동국대학교는 대학별 고사를 진행함에 있

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절차적 노력을 진행

하였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수준을 준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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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전형 운영을 위하여 동국대학교 2017학년도 

신입학 전형에서는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의 모집인원을 확대하고 논술전형

의 모집인원을 축소하였다. 또한, 수시 및 정시 특성화고졸 등 재직자 전형

에서는 전형요소 중 면접고사를 폐지하여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만으로 100% 

선발한다. 동국대학교 2017학년도 대학별 고사 출제는 2016학년도와 동일하

게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원칙으로 하여 절차 및 내용에 있어서 고

교 교육과정의 범위 및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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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동국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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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

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영향평가의 정의) ① “자체영향평가”란 대학입학전형에서 본교 자체적으로 실시하

는 각종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

검사를 말한다)의 출제범위 및 선행학습 유발 요인 등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② 다만, 예체능 계열의 실기고사는 자체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에도 예외 사

항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자체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자체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영향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무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체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은 7명 이내, 외부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입학처장, 교무처장, 입학관리실장, 입학사정관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전

임교원 및 외부 위원(고교 교육과정 전문가, 현직 고교 교사 등) 중에서 교무부총장의 제

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입학관리실장이 된다.

제4조(자체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체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본교 각종 고사의 선행학습 유발여부에 대한 사항

3. 자체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방지 방안

4. 자체영향평가 결과의 차년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5조(자체영향평가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연구비 지급) 자체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연구 등을 의뢰한 경

우에는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전형료 예산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자체영향평가의 시기 및 반영) ① 자체영향평가는 해당 대학별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모집시기(수시 및 정시)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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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체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자체영향평가의 결과 공시) 자체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

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10조(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입학처 입학관리실에서 관장한다.

제11조(기타) 자체영향평가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14.12.31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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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자체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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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위원회 구성

1. 설치 근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2. 위원회 명칭 : 자체영향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

3. 기능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가. 자체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 본교 각종 고사의 선행학습 유발여부에 대한 사항

   다. 자체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방지 방안

   라. 자체영향평가 결과의 차년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자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구성

   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과 내부위원 5명 이내, 외부위원 4명 이내로 구성한다.

   나. 위원장은 교무부총장으로 한다.

   다. 부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하며, 위원장 부재시 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

   라.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5. 위원의 임기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소속 직위명 비고

위 원 장 양 영 진 사회학전공 교무부총장 당연직

부 위 원 장 강 삼 모 경제학과 입학처장 당연직

내 부 위 원 곽 문 규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교무처장 당연직

내 부 위 원 김 성 훈 교육학과 교수 교육측정 및 평가

내 부 위 원 고 진 호 교육학과 교수 위원

내 부 위 원 이 경 식 입학관리실 실장 당연직

내 부 위 원 김 광 희 입학사정관실 실장 당연직

외 부 위 원 원 치 승 영석고등학교 교사 국어

외 부 위 원 지 석 우 마포고등학교 교사 수학

외 부 위 원 이 주 현 수원영복여자고등학교 교사 영어

외 부 위 원 김 정 래 연송고등학교 교사 화학, 진로진학

7. 위원회 사무 : 입학관리실에서 관장한다.

8.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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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동국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영어 + 국어  필답고사 문제지

Ⓐ형    출제문항 : 영어 30문항, 국어 20문항 - 90분

지망 학과/전공 수  험  번  호 성  명

Ⓐ clear up Ⓑ explain

Ⓒ finish off Ⓓ make up

Ⓐ carry out Ⓑ delay

Ⓒ perform Ⓓ realize

Ⓐ candid Ⓑ crafty

Ⓒ cunning Ⓓ hypocritical

Ⓐ notorious for Ⓑ revolting to

Ⓒ responsible for Ⓓ worthy of

Ⓐ pastimes Ⓑ jobs

Ⓒ professions Ⓓ vocations

Ⓐ appropriate Ⓑ apt

Ⓒ marginal Ⓓ suitable

Ⓐ deceitful Ⓑ definitive

Ⓒ dependable Ⓓ valid

Ⓐ adjust Ⓑ comply

Ⓒ match Ⓓ refuse

▣ [1-4] Choose the expression that is closest in

meaning to the underlined one.

1. No one could deny that women are responsible for

the majority of consumer purchases. The proof is in the

numbers: Women account for roughly 85 percent of all

consumer buying.

2. The government promised to defer a new system to

control financial loan institutions.

3. It is a shame that governments do not have the

same ingenuous compassion shown by ordinary citizens.

4. Why is that person more deserving of praise and

respect than anyone else?

▣ [5-8] Choose the expression that is most

opposite in meaning to the underlined one.

5. This could benefit the stream of outgoing students

in their hunt for new careers and novel opportunities.

6. This is to be more relevant, motivational and useful

to young people and will play a vital role in a

society's economic growth and social development.

7. I had obtained the authentic details about the birth

of the organization.

8. Things will be different and we will have to adapt.

▣ [9-11] Choose the underlined part that is

grammatically NOT correct.

9. Ⓐ Most people could be forgiven Ⓑ to think that

human beings are, generation Ⓒ by generation, growing

Ⓓ much taller.

10. One day, as Mendeleyev was Ⓐ working on a new

chemistry text, he decided to Ⓑ make a set of about 60

cards Ⓒ which he wrote the names and properties of

the Ⓓ known elements.

11. There is no Ⓐ similar mechanism that Ⓑ

performing this function effectively in the public sector.

Thus, the freedom and incentive to Ⓒ innovate is

weaker and the adjustment to change Ⓓ slower in the

public sector.

▣ [12-13] Choose the part in parenthesis that is

grammatically NOT correct.

12. Those bacteria that are Ⓐ (resistant to) a drug

will be Ⓑ (those that) survive, Ⓒ (leave behind)

genetically identical offspring that are Ⓓ (also

drug-resistant).

13. If we treat music as a Ⓐ (purely acoustic)

phenomenon, we will Ⓑ (probably miss) many Ⓒ (of

key) reasons why it is so important to people and is

Ⓓ (such a) universal phenomenon.

▣ [14-17] Choose the expression that best

completes the blank in the passage.

14. A popular proverb like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for instance, simply names the fact that

people who have common or shared tastes frequ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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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are manhole covers round? This subject took

on a life of its own when a company began asking

this question in job interviews.

The inquiry was meant to test the prospective

employee's psychological makeup, poise, and ability

to think on one's feet, rather than to elicit a correct

answer. For all manholes, there is a "lip" around the

rim of the hole, holding it up, which means that the

underlying hole is smaller than the cover.

A round manhole cover can't fall through its

circular opening, because no matter how you

position it, the cover is wider than the hole. But a

square, rectangular, or oval manhole cover could fall

in if it were inserted diagonally in the hole.

There are other reasons, too. It is round because

manhole is round, and manhole is round because it

is the best shape to resist the compression of earth

around it. ① ( ), a round shape is the most

efficient use of materials.

Hospitals were crucial to the development of new

medical ideas and practices, and in turn these

medical innovations completely transformed the

nature of the hospital. In the medieval period,

hospitals across Europe were originally linked to

monasteries and abbeys and were created to offer

food and shelter - literally, ① ( ). They

cared for the poor, the sick, and religious pilgrims.

In the 18th century, hospitals were still charities

caring for the sick and poor. In the 19th century,

they became centers for treatment, open to all who

could afford to pay. Some hospitals invested in

new equipment such as the first X-ray machines.

They also began to offer specialist treatments for

complaints of ear and eye, or conditions affecting

children. As a result, hospitals treated a greater

number of seriously ill patients, and the amount of

staff, especially nurses, grew enormously to

provide round-the-clock care.

Ⓐ argue Ⓑ part

Ⓒ associate Ⓓ split

Ⓐ abundant Ⓑ costly

Ⓒ discarded Ⓓ scant

Ⓐ lessen Ⓑ exercise

Ⓒ promote Ⓓ confuse

Ⓐ heavy bet Ⓑ dark side

Ⓒ bad debt Ⓓ longer odds

Ⓐ However Ⓑ Plus

Ⓒ Therefore Ⓓ Otherwise

Ⓐ hostility Ⓑ hospitality

Ⓒ property Ⓓ prosperity

with one another.

15. It may sound counterintuitive, but excessive freedom

of thought leads to “idea anarchy” and a poor level of

inventiveness. Most of us have had a firsthand or

secondhand experience of a brilliant solution by

improvising with materials at hand.

16. Science is an attempt to see past superstition and

discern reality in a more objective way. But this

doesn’t mean that when one becomes a scientist one

loses the entire emotional content of their minds.

Controlling for emotional bias is simply a process skill

that scientists learn, in order to the influence

of their personal feelings on their study.

17. Empathy is a character trait that we value in

ourselves and in our friends, colleagues, and the

professionals who serve us. The know-how to be

empathetic is central to practical wisdom: unless we

can understand how others think and feel, it’s difficult

to know the right thing to do. But empathy has its

: too much understanding and sensitivity, too

much seeing things from the other’s perspective, can

cloud judgment and paralyze choice.

▣ [18-30] Read each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that follow.

[18-20]

18. According to the passage,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is true about the question of why manhole

covers are round?

Ⓐ It took a heavy toll of lives.

Ⓑ It was almost impossible for interviewees to answer.

Ⓒ It was intended to evaluate interviewees’ viewpoints.

Ⓓ It was meant to draw an exact answer.

19. According to the passage,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he reason that manhole covers are round?

Ⓐ A round manhole cover is most safe.

Ⓑ They are round because manholes are round.

Ⓒ A round shape is generally adopted when using

materials most efficiently.

Ⓓ The complexion of round manhole covers looks

most pleasant to people.

20.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lls in the blank ① (

)?

[21-22]

21.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lls in the blank ① (

)?

22. According to the passage,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 In the Middle Ages in Europe, hospitals were closely

connected to the religious institutions.

Ⓑ Before the 19th century in Europe, hospitals were

still caring for the poor and sick.

Ⓒ In the 19th century in Europe, hospitals became

medical centers for all who could not manage to pay.

Ⓓ The 19th-century European hospitals needed so many

nurses because they came to take care of a great

many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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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supermarkets may include floral departments,

delis, bookstores, banks, pharmacies, electronics stores,

and more. Such stores have the goal of exposing

shoppers to more products through their layouts. One

way they do this is by influencing traffic flow. A

good example is the placement of the bakery. The

bakery is usually located far from the front door. This

accomplishes two purposes. First, if you are going to

the bakery to pick up a specific item, you are forced

to pass several other items that you may not have

otherwise considered buying. Second, the aroma of the

bakery floating through the store may influence

customers who had no intention of visiting the bakery

to do so. Some stores pump out canned odors of

baking long after the actual baking is finished.

Leonardo Pisano, better known by his nickname

Fibonacci, is a 13th-century Italian mathematician.

Fibonacci was born in Italy but was educated in

North Africa. His father held a diplomatic post in

Bugia, Algeria, and he was taught mathematics

there. He traveled widely with his father and

recognized the enormous advantages of the

mathematical systems used in the countries they

visited. Fibonacci ended his travels around the year

1200 and returned to Pisa. There he wrote a number

of important texts which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viving ancient mathematical skills and he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of his own. Although he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talented

mathematicians for the Middle Ages, few people

realize that it was Fibonacci that gave us our

decimal number system (Hindu-Arabic numbering

system) which replaced the Roman numeral system.

*decimal 십진법의

Copyright is the primary vehicle for protecting a

writer's literary creations. Unless writers have the

legal ability to prevent others from copying their

work,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hinder others

from using the fruits of the writer's labor without

compensation. Fortunately, there are strong copyright

laws that enable writers to prevent others from

wrongfully appropriating their work. But, on the

other hand, overly restrictive copyright laws may

chill the writer's creative endeavors. Writers

frequently use the works of others as the basis for

research and literary development, sometimes to the

extent of quoting portions of other works exactly.

From this perspective, unless the copyright law

provides some flexibility, many writers could be

inhibited for fear they may infringe on another work

and be exposed to ① ( ) risk.

*infringe on ~을 침해하다

One of the biggest shoe companies in the US

started the first corporate day care center for the

community, for the children living near its old

factory on Harrison Avenue in Boston’s Roxbury

neighborhood. Until the late 1960s, when an aging

work force and high labor costs led it to start

moving production out of Boston, it made all its

children’s shoes in that building. And in 1971, when

it opened the center, its distribution center and

corporate offices were still located there.

But the neighborhood was falling apart around the

company. Businesses were pulling out, housing was

in disrepair, and crime and violence were more and

more common. And every time the chairman looked

out the window, he saw lots of small children with

nothing to do and no place to go. ① It didn’t take a

great deal of imagination to make the connection.

The company was in the children’s shoe business.

② It was in a decaying neighborhood surrounded by

children in need. ③ It had resources available in the

form of empty manufacturing space. And ④ it had a

perfect model in the federal government’s Head Start

program.

That’s how the center got started. The employees

of the company were taken aback. Their position

was cogently expressed by the head of the union. He

stopped the chairman in the corridor one day and

said, “Hey, if you guys can spend so much money

on that”—he didn’t say nonsense, but that was the

⑤ ( )—“why don’t you put it into a pay
increase instead?” The chairman said the two things

weren’t related and told him that if any of the

employees were interested in having their children

Ⓐ concerned Ⓑ furious

Ⓒ indifferent Ⓓ confident

Ⓐ civil Ⓑ legal

Ⓒ public Ⓓ national

[23]

23. Choose the best title for the passage about today's

supermarkets.

Ⓐ How to Expose Shoppers to More Displayed Goods

Ⓑ Pros and Cons of Smell as the Layout Strategy

Ⓒ The Origin of the Term ‘Supermarket’

Ⓓ A Brilliant Idea of Pumping Out Canned Aroma of

Baking

[24]

24. What is the main purpose of the passage about

Fibonacci?

Ⓐ to let readers know Fibonacci is the nickname of

Leonardo Pisano

Ⓑ to let readers know he was a diplomat in North

Africa before becoming a mathematician

Ⓒ to reveal that he refuted ancient mathematical skills

by writing many important mathematical texts

Ⓓ to reveal that he introduced the decimal number

system we are currently using

[25-26]

25. What is the author of the passage’s attitude

toward the overly strict copyright law?

26.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lls in the blank ① (

)?

[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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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 to the center, it was available for them too.

About six months later, one employee did bring

her child in. It caused a great deal of concern

because most of the employees were white and

almost all of the children in the center were black.

But over time, as people saw that the center

worked, more employees started to enroll their kids.

Eventually it decided to make the center 50-50, half

community children and half children of employees.

The company kept expanding as the demand

increased, and when it moved its offices out of

Roxbury and over to Cambridge in 1981, it opened a

second center there. This center also serves both

the community and its employees.

Ⓐ ① It Ⓑ ② It

Ⓒ ③ It Ⓓ ④ it

Ⓐ distinction Ⓑ contradiction

Ⓒ implication Ⓓ exhibition

(가)

노인은 대 끝으로 국솥을 가리키며,

“이런 걸 하던 것도 아니요 어려서부터 배운 것도

아니지마는 그 애가 들어가던 해 여름, 처음 얼마 동

안은 어쩔 줄을 모르고 어리둥절해 있기만 하다가,

늘 그러구 있을 수도 없고 또 아이 몇 잃어버리는

동안에 생긴 잠 오는 나쁜 버릇이 다시 도져서 몇

‘어둠에서 빛으로’. 이는 계몽을 가리키는 표현 중 하

나이다. 계몽은 이렇듯 흔히 빛을 통한 비유로 이해된다.

빛을 통한 비유는 낯선 것이 아니었다. 중세 시대에 신

의 상징 혹은 진리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빛은 르네상스

를 거쳐 근대에 이르러 이성의 빛으로 전화되었다. 근대

계몽의 빛으로서 이성은 도덕, 종교, 예술 그리고 일상사

의 영역에서 미망과 혼란에 사로잡힌 상상력, 광적인 열

광, 공상에의 몰입, 스스로 생각할 힘을 잃어버린 정신없

는 상태 등에서 기인하는 혼돈과 어둠을 밝게 비추었다.

계몽의 빛은 미성년을 성숙한 청년으로 인도하는 빛이

었다. 그러기에 계몽주의 철학자 칸트는 계몽을 미성숙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하였다. 이성의 빛을 향한

동경은 이제 “과감히 알려고 하라!”. 곧 자신의 지성을

주저 없이 사용할 것을 주문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중략>

근대의 계몽에서 이성은 빛이었고, 이성의 각성이 강

조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계몽

이 이성 자신에 대한 성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

라는 점이다. 이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감성과 관계되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근대의 계몽이 가져온 성과를 이성의 각성에 따

른 합리성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계몽주의에 대한 편향

된 이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성과 감성 중 어느 한쪽을

배제하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

는 양자의 양립 가능성을 차단하는 위험한 일이다.

27. According to the first paragraph of the passage,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is NOT true?

Ⓐ The company made children’s shoes in the factory on

Harrison Avenue in Boston’s Roxbury neighborhood.

Ⓑ The company moved out of Boston because of an

aging work force and high labor costs.

Ⓒ The company had its distribution center and corporate

offices in Boston until the late 1960s.

Ⓓ The company started to establish the day care center

for the children after the relocation of its factory.

28. One of the four pronouns underlined in the second

paragraph is different in reference from the others.

Which one is?

29.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lls in the blank ⑤ (

)?

30. According to the second and third paragraphs of the

passage,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is true?

Ⓐ The employees of the company welcomed the day

care center initially.

Ⓑ The employees’ children were not admitted to the

day care center at the beginning.

Ⓒ White families were not allowed to enroll in the day

care center for a long time.

Ⓓ In the end, the day care center was useful to both

the community and the employees of the company.

< 국어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2>

1.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근대 계몽의 성과와 한계

㉯ 근대 계몽에서의 이성과 감성

㉰ 근대 계몽에 대한 진실

㉱ 근대 계몽에서의 이성의 역할

2. 밑줄 친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철수는 화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만 하였다.

㉯ 아파트단지를 벗어나자 논길이 나왔다.

㉰ 순이는 아빠의 눈을 벗어난 행동을 해서 미움을 받았다.

㉱ 한국 대표팀은 전반전의 부진에서 벗어났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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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만에 다시 남의 고궁살이를 들어갔지요.”

“네에, 그러세요.”

“그 긴 다섯 해 동안을 그저 모진 일과 고단한 잠

만으로 지어 나아오다가, 하루아침은 문득 그것이 죽

었으니 찾아가라는 기별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야

얼마나 앞이 아득하였겠어요.”

“그러섰겠습니다.”

“사람의 가죽은 질기다고 했습니다. 병과 액으로

앞서도 자식새끼 몇 되던 것 하나씩 둘씩 이리저리

다 때우기는 하였지마는, 그런 땐들 왜 안 그럴 수야

있었겠나요마는, 이제는 힘을 줄 데라고는 하나 남지

않고 없어지고 그것 하나만 믿고 산다 한 그놈마자

죽어 없어졌는데도 사람의 목숨은 이렇게 모질은 것이니.”

마음이 제법 단단해 보이던 그도 한번 내달으니

비로소 젊은이 앞에서 긴 한숨을 걷잡지 못하였다.

여기서 처음으로 나는 그를 위로할 기회를 얻었으므로,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고 가는 사람도 다 제

명이 아닙니까.”

하여 드리니까 그는,

“하기야 명이지요. 하지만 명이란들 그럴 수야 있

겠습니까. 해방이 되었다 해서 갇히었던 사람들은 이

제 살인강도 암질라도 다 옥문을 걷어차고 훨훨 튀

어서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였다.

“부질없는 말로 이가 어째 안 갈리겠습니까. 하지

만 내 새끼를 갖다 가두어 죽인 놈들은 자빠져서 다

들 무릎을 꿇었지마는, 무릎 꿇은 놈들의 꼴을 보면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이 되었습니다그려. 애비랄 것

없이 남편이랄 것 없이 잃어버릴 건 다 잃어버리고

못 먹고 굶주리어 피골이 상접해서 헌 너즐때기에

깡통을 들고 앞뒤로 허친거리며, 업고 안고 끌고 주

추끼고 다니는 꼴들, 어디 매가 갑니까. 벌거벗겨 놓

고 보니 매 갈 데가 어딥니까.”

“……”

“만주서 오셨다니깐 혹 못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낮에 보면 이 조그마한 장터에도 그 헐벗은 굶주린

것들이 뜨문히 바닥에 달리곤 합니다. 그것들만 실어

서 보내는 고무산인가 아오진가 간다는 차가 저기

와 선 채, 저 차도 벌써 나 알기에 닷새도 더 되는가

봅니다만. 참다 참다 못해 자원해 나오는 것들이 한

차 되기를 기다려 떠나는 것인데, 닷새 동안이면 닷

새 동안 긴내 굶은 것인들 그 속에 어째 없겠어요.”

-허준, 잔등(殘燈)

(나)

그의 눈이 번들번들함은 눈물이 쏟아졌음이리라. 나

는 무엇이라고 위로할 말을 몰랐다. 한동안 머뭇머뭇이

있다가 나는 차를 탈 때에 친구들이 사 준 ㉠정종병

마개를 빼었다. 찻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셨

다. 악착한 운명이 던져 준 깊은 슬픔을 술로 녹이려는

듯이 연거푸 다섯 잔을 마신 그는 다시 말을 계속하였

다. 그 후 그는 부모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다.

<중략>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디까?”

나는 탄식하였다.

“반가워하는 사람이 뭔기오. 고향이 통 없어졌더마.”

“그렇지요. 9년 동안이면 퍽 변했겠지요.”

“변하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마. 집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을 않더마.”

“그러면, 아주 폐동(廢洞)이 되었단 말씀이오?”

“흥, 그렇구마. 무너지다 만 담만 즐비하게 남았더

마.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는가오만 암만 찾아

도 못 찾겠더마. 사람 살던 동리가 그렇게 된 것을

혹 구경했는기오?”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썩어 넘어진 서까래, 뚤뚤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

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 놓은 것 같더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기오? 백여 호 살던 동리가 10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기오. 후!”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

는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 준 술을

꿀꺽 들이켜고,

“참! 가슴이 터지더마,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싶었다.

이윽고 나는 이런 말을 물었다.

“그래, 이번 길에 고향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하나 만났구마, 단지 하나.”

“친척 되는 분이던가요?”

“아니구마, 한 이웃에 살던 사람이구마.”

하고 그의 얼굴은 더욱 침울해진다.

“여간 반갑지 않으셨겠지요?”

“반갑다마다. 죽은 사람을 만난 것 같더마. 더구나

그 사람은 나와 까닭도 좀 있던 사람인데…….”

“까닭이라니?”

“나와 혼인 말이 있던 여자구마.”

“하아!”

나는 놀란 듯이 벌린 입이 닫혀지지 않았다.

“그 신세도 내 신세만이나 하구마.”

하고 그는 또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 두 살 위였는데, 한 이웃

에 사는 탓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며 자

라났었다. 그가 열네 살 적부터 그들 부모들 사이에

혼인 말이 있었고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생각하였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열일곱 살 된 겨울

에 별안간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아

비 되는 자가 20원을 받고 대구 유곽에 팔아먹은 것

이었다. 그 소문이 퍼지자 그 처녀 가족은 그 동리에

서 못 살고 멀리 이사를 갔는데, 그 후로는 물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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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한 번 만나 보지도 못하였다.

-현진건, 고향

(다)

전차나 버스를 타도 자리를 잡고 앉기만 하면 그

는 으레 잠이 들어 버린다. 그렇지만 자다가도 그는

자기가 내릴 정류장을 지나쳐 버리는 일이 없다. 자

면서도 그는 차장의 고함 소리를 꿈속에서처럼 어렴

풋이 듣고 있기 때문이다. 밤에 집에서 잘 때에도 그

렇다. 자는 동안에도 그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 재깍재깍 시계 돌아가는 소리, 천

장이나 부엌에 쥐 다니는 소리, 아내나 아이들의 잠

꼬대며 바깥의 바람 소리까지도 들으면서 잔다. 말하

자면 봉우는 오관(五官) 중 다른 감각 기관은 다 자

면서도 청각만은 늘 깨어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자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된 연유를 그는 △△사변으로 돌리는 것이다. 피난

나갈 기회를 놓치고 적치(赤治) 삼 개월을 꼬박 서울

에 숨어 지낸 봉우는 빨갱이와 공습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잠시도 마음 놓고 깊이 잠들어 본 적이 없다

고 한다. 밤이나 낮이나 이십사 시간 조금도 긴장을

완전히 풀어 본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처럼 불안한

긴장 상태가 어느덧 고질화되어 오늘날까지도 지속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꼬집어 말하면 그는

자면서도 깨어 있고, 깨어 있으면서도 자고 있는 상

태인 것이다. 까닭에 그는 밤낮없이 자면서도 항시

수면 부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모양이다. 그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오는 증상이기보다는 더 많이 정신

적인 데서 결과하는 심리적 현상인 것이다.

-손창섭, 잉여인간

(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가 본 건, 먹구름 /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 인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 네 머리 덮은 쇠 항아리.

아침 저녁 / 네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 외경을 / 알리라

3. (가)와 (나)에서 ‘나’의 태도에 대한 지적 중 가장 적절

한 것은?

㉮ (가)에서 ‘나’는 자신의 삶을 서사의 중심에 두고 이야

기를 끌고 가고 있다.

㉯ (가)에서 ‘나’는 ‘노인’의 삶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 (나)에서 ‘나’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상대방의 이야

기를 듣는다.

㉱ (나)에서 ‘나’는 상대방의 처지와 심리를 추리하면서 

공감을 표하며 듣는다.

4. 서사의 맥락을 고려할 때, ㉠정종이 지닌 서사적 기능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나’와 ‘그’의 소통을 매개한다.

㉯ ‘그’에 대한 ‘나’의 연민의 감정이 담겨 있다.

㉰ ‘그’와 ‘나’의 신분적 차이를 드러내는 기호이다.

㉱ ‘그’의 이야기 구술에서 흐름 조절에 활용된다.

5. 밑줄 친 ㉡조선의 얼굴은 소설 (나)의 원래 제목이다.

단편집에 수록하면서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었다.

이 사실을 중심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 ‘그’의 암울한 처지를 ‘그’의 고향이나 조국의 처지와 

같은 것으로 보는 작가의 시각을 알 수 있다.

㉯ ‘그’의 어두운 표정을 통해 현실에 굴복하는 조선인의 

모습을 비판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 ‘그’가 역사적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추구

해야 할 조선의 미래상을 암시한다.

㉱ ‘그’가 빨리 고향으로 귀환하기를 바라는 ‘나’의 소망

이 곧 작가의 소망임을 보여주고 있다.

6. (가)∼(다)에서 소설의 시대적 배경이 이른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가) → (나) → (다) ㉯ (나) → (가) → (다)

㉰ (다) → (나) → (가) ㉱ (나) → (다) → (가)

7.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는 지식인 서술자가 대화를 통해 떠돌이 노동자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 (나)는 작가가 서술자를 1인칭으로 설정함으로써 발생

할 수 있는 주관성을 극복하고 시대 상황을 객관적으

로 인식하고자 대상과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

다.

㉰ (가)의 제목 중 ‘쇠잔한(殘)’의 의미는 늙은 할머니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 (다)는 잉여 인간적 상태를 비판하는 한편, 그러한 상태

를 초래한 현실을 비판하기에 적절한 1인칭 주인공 시점

을 채택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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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얄: (악공 앞에 가서 운다.) 에에 에에 에에 에에

에에.

악공: 웬 할멈이오?

미얄: 웬 할멈이라니. 덩덩쿵 하기에 볼거리 많은 굿

판으로 여기고 한 거리 놀고 가려고 들어온 할멈일세.

악공: 그럼 한 거리 놀고 가소.

미얄: 놀든지 말든지, 허름한 영감을 잃고 찾아다니는

할미가 영감을 찾아야 놀지 않겠소.

악공: 할멈 고향은 어디오?

미얄: 내 고향은 전라도 제주 망막골일세.

악공: 그러면 영감을 어찌 잃었소?

미얄: 우리 고향에서 난리가 나서 목숨을 구하려고

서로 도망을 치다 그만 잃었소.

악공: 그러면 영감 모습이나 한번 말해 보오.

미얄: 우리 영감은 말 모습이지.

악공: 그러면 말 새끼란 말이오?

미얄: 아니, 소 모습일세.

악공: 그러면 소 새끼란 말이오?

미얄: 아니, 말 모습도 아니고 소 모습도 아닐세. 우

리 영감의 모습은 알아 무엇하오? 영감 모습을 대기

만 하면 영감이 여기 나타나기라도 한단 말이오?

악공: 모습을 자세히 대면 찾을 수 있지.

아침 저녁 / 네 머리 위 쇠 항아릴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 알리라 /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 마음 아모리며.

서럽게 / 아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나)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그윽한 눈을 들어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정희성,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서정주, <국화 옆에서>

8. (가)∼(다)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 문장들을 반복적으로 사용

하여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 (나)는 은유법을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속성을 부각하

고 있다.

㉰ (가)와 (나)는 대상을 의인화하여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다)는 유사한 어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9.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은 본질의 인식을 가로막는 위장된 이데올로기라고 

해석할 수 있다.

㉯ ㉡은 수미상관의 표현으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은 국화가 지닌 관습적 상징의 의미를 활용하고 있다.

㉱ ㉣은 맞춤법상 시의 허용을 통해 시어의 의미를 효과

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10.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비유를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그리움에 가슴 조이는 모습을 통해 사랑하는 임에 대

한 연정을 표현하고 있다.

㉰ 오랜 시간을 견디며 개화하는 모습을 통해 성숙의 아

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 생명 탄생의 신비가 담겨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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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깝다 바늘이여, 어여쁘다 바늘이여, 너는 미묘한 품

질과 특별한 재치를 가졌으니 물중의 명물이요, 철중

의 쟁쟁이라, 민첩하고 날래기는 백대의 협객이요, 굳

세고 곧기는 만고의 충절이라. 추호같은 부리는 말하

는 듯하고, 두렷한 귀는 소리를 듣는 듯한지라. 그 민

첩하고 신기함은 귀신이 돕는 듯하니, 어찌 인력이 미

칠 바리오.

(나)

금년 시월 초십일 술시에, 희미한 등잔 아래서 관대

깃을 달다가, 아무 생각이 없는 사이에 자끈동 부러지

니 깜짝 놀라워라. 아야 아야 바늘이여, 두 동강이 났

구나.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이 어지러우니, 마음을 빻

아 내는 듯, 머리뼈를 깨쳐 내는 듯, 이윽토록 숨이

막혀 까무러쳤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만져 보고 이어

본들 속절없고 하릴없다.

(다)

몇 해 전에 우리 시삼촌께옵서 동지상사 직책 임명을

받들어 북경을 다녀오신 후에 바늘 여러 쌈을 주시거

늘, 친정과 멀고 가까운 친척들에게 보내고 종들에게

미얄: (노랫조로) 우리 영감의 모습을 대. 우리 영감

의 모습을 대. 모습을 대자면 좀 흉한데. 난간이마에

주걱턱, 움펑눈에 개발코, ㉠상통은 갓 바른 과녁 같

고, 수염은 다 모지라진 귀얄 같고, 상투는 다 갈아

먹은 것 같고, 키는 석 자 세 치 되는 영감이오.

악공: 옳지, 그 영감 산마루 너머, 등성이 너머로 ㉡망

쪼러 갑디다.

미얄: 에에, 그놈의 영감. ㉢고리장이가 죽어도 고리

버들 가지를 물고 죽는다더니 아직도 망을 쪼러 다니

나.

악공: 영감을 한번 불러 보오.

미얄: 그럼 길게. 여어엉가아암, 여어엉가아암.

악공: 그건 너무 길어 못쓰겠소.

미얄: 길다 짧다. 그러면 어떻게 부르란 말이오?

악공: 제주 망막골에 산다니 시나위청으로 불러 보소.

미얄: (시나위청으로) 절절 절씨구, 절절 절씨구, 지화

자자 절씨구. 어디를 갔나, 어디를 갔나, 우리 영감 어

디를 갔나. 기산 영수 숨어 사는 소부 허유 따라갔나,

채석강 달 밝은 밤 ㉣이적선 따라갔나, 적벽강 가을

달밤 소동파 따라갔나. (굿거리장단에 춤춘다. 한참

춤추다가 연주가 끝나면 춤을 그치고 저편으로 물러

나 앉는다.)

영감: (등장하여 악공 앞에 가서 운다.) 에에 에에 에

에 에에 에에.

악공: 웬 영감이오?

영감: 웬 영감이라니. 덩덩쿵 하기에 볼거리 많은 굿

판으로 여기고, 한 거리 놀러 들어온 영감일세.

악공: 놀려거든 놀고 가소.

영감: 여기서 얼굴 모습을 말한들 찾을 수나 있단 말

이오?

악공: 얼굴 생김새를 말하면 찾을 수가 있지 않겠소.

영감: 우리 할멈의 얼굴 모습은 말 모습일세.

악공: 그러면 말 새끼란 말인가?

영감: 아니, 소 모습일세.

악공: 그러면 소 새끼란 말이오?

영감: 아니, 말 모습도 아니고 소 모습도 아닐세. (노

랫조로) 우리 할멈의 모습을 대. 우리 할멈의 모습을

대. 할멈의 모습을 대면 좀 흉한데. 난간이마에 움펑

눈, 개발코에 주걱턱, 상통은 먹 푸는 바가지 같고, 머

리칼은 모지라진 빗자루 같고, 한쪽 손엔 부채 들고

한쪽 손엔 방울 들고, 키는 석 자 세 치 되는 할멈이

올세.

악공: 옳지, 그 할멈 산마루 너머, 등성이 너머로 굿하

러 갑디다.

영감: 에에, 그놈의 할멈. 항상 굿만 하러 다니나.

악공: 할멈 한번 불러 보오.

영감: 여기 없는 할멈을 불러 무엇하오?

악공: 그래도 한번 불러나 보소.

영감: 할멈!

악공: 그거 너무 짧아 못쓰겠소.

영감: 하아알머어엄.

악공: 그건 너무 길어 못쓰겠소.

영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부르란 말이오?

악공: 전라도 제주 망막골에 산다 하니 시나위청으로

불러 보오.

11. 위 작품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민중들의 신분 상승 욕구

㉯ 지배계급의 위선과 권력욕을 해학적으로 풍자

㉰ 가부장적인 사회의 모순을 고발함

㉱ 부부간의 정을 우회적으로 드러냄

12. 위 작품의 연행과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삼현육각 등의 악기 연주가 필요하다.

㉯ 악공은 인물들 사이에서 균형감을 지키는 중간적 인

물이다.

㉰ 공연하는 사람은 모두 남성이며 이속의 신분이었다.

㉱ 장단에 따라 춤을 추면서 재담과 노래를 곁들인다.

13. 밑줄 친 ㉠∼㉣의 뜻풀이로 맞지 않은 것은?

㉮ ㉠ 얼굴을 가리키는 속어.

㉯ ㉡ 곡식을 훔쳐가는 도둑을 잡기 위해 망보는 일.

㉰ ㉢ 버들가지로 고리짝을 만드는 사람.

㉱ ㉣ 인간 세계로 귀양을 온 신선이란 말로 이백을 가

리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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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쌈쌈이 나눠 주고 그중에 너를 택하여 손에 익히

고 익히어 지금까지 여러 해가 지났더니, 슬프다, 인

연이 덧없어 너희를 무수히 잃고 부러뜨렸으되 오직

너 하나를 잃지 아니하고 몇 년을 잘 사용하더니 비

록 무심한 물건이나 어찌 사랑스럽고 미혹지 아니하

리오. 아깝고 불쌍하며 또한 섭섭하도다.

(라)

나의 신세 복이 없어 슬하에 한 자녀 없고, 목숨이 질

겨 일찍 죽지 못하고, 가난하여 바느질에 마음을 붙

여, 너로 하여 생애를 도움이 적지 아니하더니, 오늘

날 너를 영영 이별하니, 아 슬프다.

(가)

동짓날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베어내여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날 밤이거든 구비구비 펴리라

(나)

한 잔 먹새근여 또 한 잔 먹새근여 곳 것거 산노코 무진

무진 먹새근여

이 몸 주근 후면 지게 우해 거적 더퍼 주리혀 매여 가나

뉴소보당의 만인이 우러녜나 어욱새 속새 덮가나모 백양

수페 가지곳 가면, 누른해 흰 달 가는 비 굴근 눈 소소리

바람 블 제 뉘 한 잔 먹자 할고 하물며 무덤우해 잰나비

파람 불 제야 뉘우친달 엇디리

14. 위의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지은이는 낙천적인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

㉯ 바느질은 지은이가 취미생활로 택한 것이다.

㉰ 바늘은 북경에 다녀온 시댁 어른에게서 선물로 받은 

것이다.

㉱ 4음보 가사체 문장이 운율감을 높여주고 있다.

15. 위의 글을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 (가)-(다)-(나)-(라)

㉯ (나)-(가)-(라)-(다)

㉰ (다)-(나)-(가)-(라)

㉱ (다)-(라)-(가)-(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6∼18>

16.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전환하여 표현하

고 있다.

㉯ 의태어를 사용함으로써 운율이 살아나는 효과를 얻고 

있다.

㉰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날이 온다는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 시각적 표현을 통해 임에 대한 사랑을 절실하게 드러

냈다.

17. (나)는 어느 양식에 속하는 작품인가?

㉮ 사설시조   ㉯ 가사   ㉰ 평시조   ㉱ 수필

18. (나)와 관련하여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 시적 화자는 술을 좋아하는 호방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 우리말 시어를 사용하여 감각적 이미지를 살려내고 

있다.

㉰ 전체적으로 4음보격의 운율이 잘 지켜지고 있다.

㉱ 유한한 존재로서 인간의 무상감을 노래하고 있다.

* 아래의 문제를 푸시오.<19∼20>

19. 다음은 단어와 어절의 개념을 탐구하기 위해 모은 자

료이다. 그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참 멋지다.

(나) 하늘이가 노래를 부르는구나!

(다) 밥 뭐 먹었니?

㉮ (가)의 ‘참’은 단어이기도 하지만, 어절로도 볼 수 있다.

㉯ (나)의 ‘노래를’은 어절이고, 두 단어로 되어 있다.

㉰ (다)의 ‘먹었니’는 어절이지만,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 (다) 문장은 어절로는 세 어절, 단어로는 세 단어로 

되어 있다.

20. 높임 표현에 사용되는 동사로서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 드리다    ㉯ 여쭈다    ㉰ 잡수다    ㉱ 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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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ear up Ⓑ explain

Ⓒ finish off Ⓓ make up

Ⓐ carry out Ⓑ delay

Ⓒ perform Ⓓ realize

Ⓐ candid Ⓑ crafty

Ⓒ cunning Ⓓ hypocritical

Ⓐ notorious for Ⓑ revolting to

Ⓒ responsible for Ⓓ worthy of

Ⓐ pastimes Ⓑ jobs

Ⓒ professions Ⓓ vocations

Ⓐ appropriate Ⓑ apt

Ⓒ marginal Ⓓ suitable

Ⓐ deceitful Ⓑ definitive

Ⓒ dependable Ⓓ valid

Ⓐ adjust Ⓑ comply

Ⓒ match Ⓓ refuse

▣ [1-4] Choose the expression that is closest in 
meaning to the underlined one.

1. No one could deny that women are responsible for the
majority of consumer purchases. The proof is in the 
numbers: Women account for roughly 85 percent of all 
consumer buying.

2. The government promised to defer a new system to
control financial loan institutions.

3. It is a shame that governments do not have the same
ingenuous compassion shown by ordinary citizens.

4. Why is that person more deserving of praise and
respect than anyone else?

▣ [5-8]  Choose the expression that is most opposite in 
meaning to the underlined one.

5. This could benefit the stream of outgoing students in
their hunt for new careers and novel opportunities.

6. This is to be more relevant, motivational and useful
to young people and will play a vital role in a society's 
economic growth and social development.

7. I had obtained the authentic details about the birth
of the organization.

8. Things will be different and we will have to adapt.

▣ [9-11] Choose the underlined part that is 
grammatically NOT correct. 

9. Ⓐ Most people could be forgiven Ⓑ to think that
human beings are, generation Ⓒ by generation, growing
Ⓓ much taller.

10. One day, as Mendeleyev was Ⓐ working on a new
chemistry text, he decided to Ⓑ make a set of about 60
cards Ⓒ which he wrote the names and properties of the
Ⓓ known elements.

11. There is no Ⓐ similar mechanism that Ⓑ performing
this function effectively in the public sector. Thus, the 
freedom and incentive to Ⓒ innovate is weaker and the
adjustment to change Ⓓ slower in the public sector.

▣ [12-13] Choose the part in parenthesis that is 
grammatically NOT correct. 

12. Those bacteria that are Ⓐ (resistant to) a drug will
be Ⓑ (those that) survive, Ⓒ (leave behind) genetically
identical offspring that are Ⓓ (also drug-resistant).

13. If we treat music as a Ⓐ (purely acoustic)
phenomenon, we will Ⓑ (probably miss) many Ⓒ (of
key) reasons why it is so important to people and is Ⓓ
(such a) universal phenomenon. 

▣ [14-17] Choose the expression that best completes 
the blank in the passage.  

14. A popular proverb like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for instance, simply names the fact that 
people who have common or shared tastes frequently 

 with one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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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are manhole covers round? This subject took on 
a life of its own when a company began asking this 
question in job interviews.
  The inquiry was meant to test the prospective 
employee's psychological makeup, poise, and ability to 
think on one's feet, rather than to elicit a correct 
answer. For all manholes, there is a "lip" around the 
rim of the hole, holding it up, which means that the 
underlying hole is smaller than the cover.
  A round manhole cover can't fall through its 
circular opening, because no matter how you position 
it, the cover is wider than the hole. But a square, 
rectangular, or oval manhole cover could fall in if it 
were inserted diagonally in the hole.
  There are other reasons, too. It is round because 
manhole is round, and manhole is round because it is 
the best shape to resist the compression of earth 
around it. ① (         ), a round shape is the most 

efficient use of materials.

Hospitals were crucial to the development of new 
medical ideas and practices, and in turn these 
medical innovations completely transformed the 
nature of the hospital. In the medieval period, 
hospitals across Europe were originally linked to 
monasteries and abbeys and were created to offer 
food and shelter - literally, ① (         ). They 
cared for the poor, the sick, and religious pilgrims. 
In the 18th century, hospitals were still charities 
caring for the sick and poor. In the 19th century, 
they became centers for treatment, open to all who 
could afford to pay. Some hospitals invested in new 
equipment such as the first X-ray machines. They 
also began to offer specialist treatments for 
complaints of ear and eye, or conditions affecting 
children. As a result, hospitals treated a greater 
number of seriously ill patients, and the amount of 
staff, especially nurses, grew enormously to provide 

round-the-clock care.

Ⓐ argue Ⓑ part
Ⓒ associate Ⓓ split

Ⓐ abundant Ⓑ costly
Ⓒ discarded Ⓓ scant

Ⓐ lessen Ⓑ exercise
Ⓒ promote Ⓓ confuse

Ⓐ heavy bet Ⓑ dark side
Ⓒ bad debt Ⓓ longer odds

Ⓐ However Ⓑ Plus
Ⓒ Therefore Ⓓ Otherwise

Ⓐ hostility  Ⓑ hospitality  
Ⓒ property  Ⓓ prosperity

15. It may sound counterintuitive, but excessive freedom 
of thought leads to “idea anarchy” and a poor level of 
inventiveness. Most of us have had a firsthand or 
secondhand experience of a brilliant solution by 
improvising with         materials at hand.  

16. Science is an attempt to see past superstition and 
discern reality in a more objective way. But this 
doesn’t mean that when one becomes a scientist one  
 loses the entire emotional content of their minds. 
Controlling for emotional bias is simply a process skill 
that scientists learn, in order to         the influence 
of their personal feelings on their study.  

    
17. Empathy is a character trait that we value in 
ourselves and in our friends, colleagues, and the 
professionals who serve us. The know-how to be 
empathetic is central to practical wisdom: unless we can 
understand how others think and feel, it’s difficult to 
know the right thing to do. But empathy has its        
     : too much understanding and sensitivity, too much 
seeing things from the other’s perspective, can cloud 
judgment and paralyze choice.

▣ [18-30] Read each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that follow.

[18-20]

18. According to the passage,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is true about the question of why manhole 
covers are round?
Ⓐ It took a heavy toll of lives. 

Ⓑ It was almost impossible for interviewees to answer.  
Ⓒ It was intended to evaluate interviewees’ viewpoints.
Ⓓ It was meant to draw an exact answer.

19. According to the passage,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he reason that manhole covers are round? 
Ⓐ A round manhole cover is most safe.
Ⓑ They are round because manholes are round. 
Ⓒ A round shape is generally adopted when using 

materials most efficiently.
Ⓓ The complexion of round manhole covers looks most 

pleasant to people.  

20.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lls in the blank ① (   
      )?

[21-22]

21.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lls in the blank ① (   
      )?

22. According to the passage,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 In the Middle Ages in Europe, hospitals were closely 

connected to the religious institutions.
Ⓑ Before the 19th century in Europe, hospitals were still 

caring for the poor and sick.
Ⓒ In the 19th century in Europe, hospitals became 

medical centers for all who could not manage to pay.
Ⓓ The 19th-century European hospitals needed so many 

nurses because they came to take care of a great 
many patients.

[23]

-107-



3 / 8

Today's supermarkets may include floral departments, 
delis, bookstores, banks, pharmacies, electronics stores, 
and more. Such stores have the goal of exposing 
shoppers to more products through their layouts. One 
way they do this is by influencing traffic flow. A good 
example is the placement of the bakery. The bakery is 
usually located far from the front door. This 
accomplishes two purposes. First, if you are going to 
the bakery to pick up a specific item, you are forced 
to pass several other items that you may not have 
otherwise considered buying. Second, the aroma of the 
bakery floating through the store may influence 
customers who had no intention of visiting the bakery 
to do so. Some stores pump out canned odors of baking 

long after the actual baking is finished.

Leonardo Pisano, better known by his nickname 
Fibonacci, is a 13th-century Italian mathematician. 
Fibonacci was born in Italy but was educated in North 
Africa. His father held a diplomatic post in Bugia, 
Algeria, and he was taught mathematics there. He 
traveled widely with his father and recognized the 
enormous advantages of the mathematical systems 
used in the countries they visited. Fibonacci ended his 
travels around the year 1200 and returned to Pisa. 
There he wrote a number of important texts which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viving ancient 
mathematical skills and he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of his own. Although he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talented mathematicians for the 
Middle Ages, few people realize that it was Fibonacci 
that gave us our decimal number system 
(Hindu-Arabic numbering system) which replaced the 
Roman numeral system.

*decimal 십진법의

Copyright is the primary vehicle for protecting a 
writer's literary creations. Unless writers have the 
legal ability to prevent others from copying their 
work,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hinder others from 
using the fruits of the writer's labor without 

compensation. Fortunately, there are strong copyright 
laws that enable writers to prevent others from 
wrongfully appropriating their work. But, on the other 
hand, overly restrictive copyright laws may chill the 
writer's creative endeavors. Writers frequently use 
the works of others as the basis for research and 
literary development, sometimes to the extent of 
quoting portions of other works exactly. From this 
perspective, unless the copyright law provides some 
flexibility, many writers could be inhibited for fear 
they may infringe on another work and be exposed to 
① (  ) risk.

*infringe on ~을 침해하다

One of the biggest shoe companies in the US started 
the first corporate day care center for the 
community, for the children living near its old factory 
on Harrison Avenue in Boston’s Roxbury 
neighborhood. Until the late 1960s, when an aging 
work force and high labor costs led it to start moving 
production out of Boston, it made all its children’s 
shoes in that building. And in 1971, when it opened 
the center, its distribution center and corporate 
offices were still located there.
  But the neighborhood was falling apart around the 
company. Businesses were pulling out, housing was in 
disrepair, and crime and violence were more and 
more common. And every time the chairman looked 
out the window, he saw lots of small children with 
nothing to do and no place to go. ① It didn’t take 
a great deal of imagination to make the connection. 
The company was in the children’s shoe business. 
② It was in a decaying neighborhood surrounded by
children in need. ③ It had resources available in the 
form of empty manufacturing space. And ④ it had a 
perfect model in the federal government’s Head 
Start program.
  That’s how the center got started. The employees 
of the company were taken aback. Their position was 
cogently expressed by the head of the union. He 
stopped the chairman in the corridor one day and 
said, “Hey, if you guys can spend so much money on 

that”—he didn’t say nonsense, but that was the ⑤

( )—“why don’t you put it into a pay increase

instead?” The chairman said the two things weren’t 
related and told him that if any of the employees 
were interested in having their children come to the 
center, it was available for them too.
 About six months later, one employee did bring her 

Ⓐ civil Ⓑ legal

Ⓒ public Ⓓ national

Ⓐ concerned Ⓑ furious

Ⓒ indifferent Ⓓ confident

23. Choose the best title for the passage about today's
supermarkets.
Ⓐ How to Expose Shoppers to More Displayed Goods
Ⓑ Pros and Cons of Smell as the Layout Strategy
Ⓒ The Origin of the Term ‘Supermarket’
Ⓓ A Brilliant Idea of Pumping Out Canned Aroma of

Baking

[24]

24. What is the main purpose of the passage about
Fibonacci?
Ⓐ to let readers know Fibonacci is the nickname of

Leonardo Pisano
Ⓑ to let readers know he was a diplomat in North Africa

before becoming a mathematician
Ⓒ to reveal that he refuted ancient mathematical skills

by writing many important mathematical texts
Ⓓ to reveal that he introduced the decimal number

system we are currently using

[25-26]

25. What is the author of the passage’s attitude
toward the overly strict copyright law?

26.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lls in the blank ① (
 )?

[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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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in. It caused a great deal of concern because 
most of the employees were white and almost all of 
the children in the center were black. But over time, 
as people saw that the center worked, more 
employees started to enroll their kids. Eventually it 
decided to make the center 50-50, half community 
children and half children of employees. The company 
kept expanding as the demand increased, and when it 
moved its offices out of Roxbury and over to 
Cambridge in 1981, it opened a second center there. 
This center also serves both the community and its 

employees.

Ⓐ ① It Ⓑ ② It

Ⓒ ③ It Ⓓ ④ it

Ⓐ distinction Ⓑ contradiction

Ⓒ implication Ⓓ exhibition

27. According to the first paragraph of the passage,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is NOT true?
Ⓐ The company made children’s shoes in the factory on 

Harrison Avenue in Boston’s Roxbury neighborhood. 
Ⓑ The company moved out of Boston because of an aging 

work force and high labor costs.
Ⓒ The company had its distribution center and corporate 

offices in Boston until the late 1960s.
Ⓓ The company started to establish the day care center 

for the children after the relocation of its factory. 

28. One of the four pronouns underlined in the second 
paragraph is different in reference from the others. 
Which one is?  

29.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lls in the blank ⑤ (     
    )?

30. According to the second and third paragraphs of the 
passage,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is true?
Ⓐ The employees of the company welcomed the day 

care center initially. 
Ⓑ The employees’ children were not admitted to the 

day care center at the beginning.
Ⓒ White families were not allowed to enroll in the day 

care center for a long time.  
Ⓓ In the end, the day care center was useful to both 

the community and the employees of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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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ㄱ. 실수의 집합은 연산 ∘에 대해 닫혀 있다.

ㄴ. 교환법칙 ∘   ∘가 성립한다.

ㄷ. 결합법칙 ∘ ∘   ∘ ∘ 가 

   성립한다.

ㄹ. 분배법칙 ∘    ∘  ∘ 가 

 성립한다.

<수학>
*문제풀이는 문제와 문제 사이의 여백을 이용할 것.

1. 전체집합 의 세 부분집합   에 대해

  ∪    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ㄱ, ㄴ ② ㄹ, ㅂ

③ ㄱ, ㄴ, ㅁ ④ ㄷ, ㄹ, ㅂ

2. 집합   에 대하여 명제 ‘ ⊂ 이면

∪ ⊂ ∪이다.’의 역, 이, 대우 중 참인 것을 모
두 고르시오.

① 없다. ② 역, 이

③ 대우 ④ 역, 이, 대우

3. 집합   의 두 부분집합 에 대해

∪   ∩  이다. 집합 의 모든 원소

의 개수를 각각   라 할 때,  ⋅의 
최댓값은?

① 9 ② 8 ③ 5 ④ 4

4. 실수 에 대해 연산 ∘를

∘   
 

로 정의할 때, 실수 에 대해 다음 중 옳은 것을 모
두 고르시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5. 복소수  

 
 일 때,

     ⋯ 의 값은?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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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두 실수 에 대해         
일 때, 3보다 큰 의 값은?

①                 ② 

③                 ④ 

7. 수식   ⋅ 의 값은?

① ×                ② ×

③ ×                ④ ×

8. 모든 실수 에 대해 등식

          

가 성립할 때,     의 값은? 

①                       ②  

③                       ④  

9. 이차방정식       의 두 근이 이

고, 이차방정식       의 두 근은  

이다. 이 때 이차방정식      의 두 근은?

①                    ② 

③                    ④ 

10. 방정식       의 모든 근의 합은?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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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립부등식

 ≥  ,  ≥  ,    ≤  ,    ≥ 
을 만족하는 모든 에 대해  의 최댓값은?

①  ②    ③ 


④  


12. 점  과 직선      사이의 거리
는?

①  ②  ③  ④ 

13. 이차방정식      의 한 근은  과  사
이에, 다른 한 근은 와  사이에 있도록 하는 실수 
의 값의 최대 범위는? (단, 여기서    일 때 와  
사이는  초과,  미만을 의미한다.)

①      ②     

③      ④     

14. 함수   
 

의 그래프의 두 점근선의 방정식

은?

①       ②   


   

③      


④   

   



15. 무리함수    의 그래프와 직선    
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의 값의 
최대 범위는?

① 

     ② 


≤  

③ 

 ≤   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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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반지름의 길이가  (㎝), 중심각의 크기가 

(radian)

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과 넓이 는?

①   (㎝),   (㎠)  ②    (㎝),    (㎠)

③   (㎝),    (㎠) ④   (㎝),   (㎠)

17. sin   cos   

일 때, sin   cos 의 값은?

①  

       ② 


       ③ 


       ④ 



18. 다섯 개의 숫자 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총 개
수는?

①        ②        ③        ④ 

19. ∆에서 다음의 삼각방정식

sin sin  cos cossin
이 성립할 때,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

①   인 직각삼각형  ②   인 직각삼각형

③   인 직각삼각형   ④ 정삼각형

20. 총 명의 외교관을 명, 명, 명으로 나누어 

 세 나라에 파견하기로 하였다. 파견 가능한 모든 
방법의 수는?

①      ②      ③      ④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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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위주 전형 면접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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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위주 전형 면접고사 문항

대상전형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 일반면접

1. 면접형태

2. 면접질문 문항(공통질문 및 예시문 없음/수험생별 개별질문)

구분 내용

면접형태 개별 면접/일반 면접(문제 출제 없음)

면접위원수 2인

면접평가 항목 <전형취지적합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인성 및 사회성>

면접평가 자료
학생부 위주(종합) 전형: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학생부 위주(교과) 전형: 학교생활기록부

문항 질문 내용

질문 1

라디오 PD가 되어 한국문학 작품이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도록 하고 싶다고 했

는데, 구체적인 방법은어떤 것이 있나요? 

<검증: 자기소개서 4번, 학생부 진로희망사항>

질문 2

따뜻한 IT 재능기부 봉사를 통해 느낀 점과 이들을 위한 어떤 정보통신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나요? 

<검증: 자기소개서 3번, 학생부 봉사활동>

질문 3

장래의 희망을 변호사로 정한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나요? 어린이 인권문제

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 인권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

이라고 생각하나요? 

<검증: 자기소개서 4번, 학생부 독서활동상황, 진로희망사항>

질문 4

전교 부회장 활동을 하며 상벌점제를 도입했다고 하였는데 학교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검증: 자기소개서 2번, 학생부 자율활동>

질문 5

사교육의 도움 없이 공교육과 자기주도학습을 통해서 학력을 신장시킨 것으로 

평가되어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

복하였나요? 

<검증: 학생부 수상경력,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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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전형 면접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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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전형 면접고사 문항

대상전형 재외국민 전형 면접고사

1. 면접형태

2. 면접질문 문항(공통 질문 문항)

구분 내용

면접형태 개별 면접/일반 면접(문제 출제 없음)/면접카드 작성

면접위원수 2인

면접평가 항목 <인성·사회성>, <전공적성>

면접평가 자료 입학원서, 면접카드

문항 질문 내용

1번(인성)

(면접카드)

학교생활 중에 타인을 배려, 이해함으로써 갈등, 마찰을 해소할 수 있었던 사

례가 있다면 말해보고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시오.

2번(적성)

(면접카드)

지원한 전공이 어떤 점에서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며 앞으로의 진로를 어떻게 설

계하고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보시오.

3번(적성) 고교생활 중 경험한 우수한 학업 성취와 이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말해보시오.

4번(적성)
해당 전공과 관련한 독서활동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었으며,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5번(인성)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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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위주 특기자(체육) 전형 

면접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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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위주 특기자(체육) 전형 면접고사 

대상전형 수시 실기위주 특기자(체육) 전형 면접고사

1. 면접형태

2. 면접질문 문항(공통 질문 문항)

구분 내용

면접형태 개별 면접/일반 면접(문제 출제 없음)/면접카드 작성

면접위원수 2인

면접평가 항목 <인성·사회성>, <전공적성>

면접평가 자료 입학원서, 면접카드

문항 질문 내용

1번(적성)

(면접카드)

본인의 운동 종목(포지션)이 어떤 측면에서 적성 및 소질에 잘 맞는다고 생각

하는지 서술하고, 자신의 미래 목표를 쓰시오.

2번(인성)

(면접카드)

학교생활 중에 타인을 배려, 이해함으로써 갈등, 마찰을 해소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다

면 말해보고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시오.

3번(인성)
입학 후 운동선수로서 단체숙소생활을 하게 될 텐데, 더불어 함께 산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뜻하는지 말해보시오.

4번(적성)
학창시절 운동선수로서 본인이 성취한 업적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어

떤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5번(적성)
지원동기와 입학 후 활동 계획에 대해 본인의 종목 및 포지션과 연관지어 말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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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특성화고졸 등 재직자 전형 

면접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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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특성화고졸 등 재직자 전형 면접고사 문항

대상전형 정시 가군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 면접고사

1. 면접형태

2. 면접질문 문항(공통 질문 문항)

구분 내용

면접형태 개별 면접/일반 면접(문제 출제 없음)/면접카드 작성

면접위원수 2인

면접평가 항목 <인성·사회성>, <전공적성>

면접평가 자료 입학원서, 면접카드

NO 질문 내용

1번(인성)

(면접카드)

직장생활 기간 중 학업역량을 포함하여 자기계발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구체적

으로 서술하시오.

2번(적성)

(면접카드)

지원한 전공이 어떤 점에서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하며 앞으로의 진로를 어

떻게 설계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3번(적성) 해당 전공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

4번(적성) 고교생활 중 경험한 우수한 학업 성취와 이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말해보시오.

5번(인성)
본인이 생각하는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말하고, 그와 관련하여 학교생활 중 그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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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고사 신문기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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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9.>

논술고사 응시생 대상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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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학    처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6학년도 수시 논술고사 수험생 설문조사 결과 보고

2016학년도 수시 논술고사 수험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설문 조사 대상 : 2016학년도 논술고사 응시생 15,412명

2. 설문 조사 기간 : 2015년 10월 11일(일) ~ 10월 18일(일)

3. 설문 응답 현황

   ※ 2015학년도 설문조사 참여율 : 34.4%

4. 설문결과

  가. 인문Ⅰ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국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사회)

47.1
36.7

13.5 2

결과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0.633.3

12 3.1

결과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적정한 난이도 동국대학교 논술고사는 사교육이 필요한 논술

38.4

37.9

17.8 4.8

결과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9 19.6

33.5
20

결과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구분 인문Ⅰ 인문Ⅱ 자연 합계

논술고사 응시 인원 4,268 6,396 4,717 15,381

설문조사 참여 인원 1,743 2,858 1,619 6,220

설문조사 참여율 40.8% 44.7% 34.3%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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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Ⅰ 설문참여자 97.3% 수험생이 우리대학 논술고사를 고교 국어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되었다고 생각함.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포함)

   - 인문Ⅰ 설문참여자 95.9% 수험생이 우리대학 논술고사를 고교 사회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되었다고 생각함.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포함)

   - 인문Ⅰ 설문참여자 94.1% 수험생이 우리대학 논술고사 난이도가 고등학생이라면 풀 수 있

는 적정한 수준이었다고 생각함.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포함)

   - 인문Ⅰ 설문참여자 41.1% 수험생이 우리대학 논술고사는 사교육이 필요 없는 논술이었다

고 생각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포함)

  나. 인문Ⅱ

   - 인문Ⅱ 설문참여자 93.3% 수험생이 우리대학 논술고사를 고교 국어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되었다고 생각함.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포함)

   - 인문Ⅱ 설문참여자 93.5% 수험생이 우리대학 논술고사를 고교 사회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되었다고 생각함.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포함)

   - 인문Ⅱ 설문참여자 77.4% 수험생이 우리대학 논술고사 난이도가 고등학생이라면 풀 수 있

는 적정한 수준이었다고 생각함.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포함)

   - 인문Ⅱ 설문참여자 29.6% 수험생이 우리대학 논술고사는 사교육이 필요 없는 논술이었다

고 생각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포함)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국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사회)

33.1

40

20.2
4.3

결과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8.3

38.2

17 4.4

결과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적정한 난이도 동국대학교 논술고사는 사교육이 필요한 논술

18.5

29.329.6

16.5

결과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4
27

32
15.6

결과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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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연

    - 자연 설문참여자 98.3% 수험생이 우리대학 논술고사를 고교 수학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되었다고 생각함.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포함)

    - 자연 설문참여자 96.6% 수험생이 우리대학 논술고사를 고교 과학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되었다고 생각함.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포함)

    - 자연 설문참여자 93.9% 수험생이 우리대학 논술고사 난이도가 고등학생이라면 풀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었다고 생각함.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포함)

    - 자연 설문참여자 61.7% 수험생이 우리대학 논술고사는 사교육이 필요 없는 논술이었다고 

생각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포함)

  라. 논술시험 일정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수학)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과학)

64.1
26.7

7.50.9

결과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8.828
9.82.5

결과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적정한 난이도 동국대학교 논술고사는 사교육이 필요한 논술

40.4

34.8

18.7 4.2

결과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3 12
23

26.6

결과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인문Ⅰ 인문Ⅱ

66.6
33.4

결과

수능 시험일 이전

수능 시험일 이후 66.2
33.8

결과

수능 시험일 이전

수능 시험일 이후

-149-



첨 부 1. 2016학년도 수시 논술고사 응시생 설문조사대상-설문결과 1부.

2. 2016학년도 수시 논술고사 응시생 세부 현황 1부.  끝.

자연 전체

68.2
31.8

결과

수능 시험일 이전

수능 시험일 이후 66.8
33.2

결과

수능 시험일 이전

수능 시험일 이후

팀원
11/12

이용택
실장

11/13

이경식
처장

11/13

김관규

협조자

시행 입학관리실-1257 ( 2015.11.13 ) 접수 ( )

우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 www.dongguk.edu

전화 02-2260-3961 전송 02-2260-3696 / yongtagu@dongguk.edu /부분공개

-150-



계열: 인문1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821 639 236 35 12 1743

47.1% 36.7% 13.5% 2.0% 0.7%

882 581 210 54 16 1743

50.6% 33.3% 12.0% 3.1% 0.9%

670 661 310 84 18 1743

38.4% 37.9% 17.8% 4.8% 1.0%

102 342 584 348 367 1743

5.9% 19.6% 33.5% 20.0% 21.1%

수능 시험일 이전 수능 시험일 이후 계

1160 583 1743

66.6% 33.4%

1-1번문항

1-2번문항

2번문항

3번문항

4번문항

47%

37%

13%

2% 1%

인문1 -고교교육과정범위와수준(국어)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51%

33%

12%

3% 1%

인문1 -고교교육과정범위와수준(사회)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38%

38%

18%

5%

1%

인문1 -고등학생이풀수있는난이도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6%

20%

33%

20%

21%

인문1 -동국대논술은사교육이필요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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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인문2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945 1144 576 123 70 2858

33.1% 40.0% 20.2% 4.3% 2.4%

1094 1093 485 125 61 2858

38.3% 38.2% 17.0% 4.4% 2.1%

530 838 847 471 172 2858

18.5% 29.3% 29.6% 16.5% 6.0%

327 771 915 446 399 2858

11.4% 27.0% 32.0% 15.6% 14.0%

수능 시험일 이전 수능 시험일 이후 계

1892 966 2858

66.2% 33.8%

1-1번문항

1-2번문항

2번문항

3번문항

4번문항

33%

40%

20%

4% 3%

인문2 -고교교육과정범위와수준(국어)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38%

38%

17%

5% 2%

인문2 -고교교육과정범위와수준(사회)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19%

29%
30%

16%

6%

인문2 -고등학생이풀수있는난이도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11%

27%

32%

16%

14%

인문2 -동국대논술은사교육이필요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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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자연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1038 432 121 14 14 1619

64.1% 26.7% 7.5% 0.9% 0.9%

952 454 159 40 14 1619

58.8% 28.0% 9.8% 2.5% 0.9%

654 564 302 68 31 1619

40.4% 34.8% 18.7% 4.2% 1.9%

54 194 373 430 568 1619

3.3% 12.0% 23.0% 26.6% 35.1%

수능 시험일 이전 수능 시험일 이후 계

1104 515 1619

68.2% 31.8%

4번문항

1-1번문항

1-2번문항

2번문항

3번문항

64%

27%

7%

1% 1%

자연 -고교교육과정범위와수준(수학)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59%
28%

10%

2% 1%

자연 -고교교육과정범위와수준(과학)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40%

35%

19%

4% 2%

자연 -고등학생이풀수있는난이도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3%

12%

23%

27%

35%

자연 -동국대논술은사교육이필요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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