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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문항 총괄표

평가대상 입학전형 계열

교과

교과

외
계인문

사회
수학

과학

기타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논술 등 

필답고사

논술전형 인문사회계열 4 4

재외국민과 

외국인특별전형
인문사회계열 155 155

면접·

구술고사

학생부종합전형
인문사회계열 8 8

자연계열 4 4 4

특기자전형
인문사회계열 4 4

자연계열 1 1 2

실기·

실험고사

교직적성·

인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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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1.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

    1) 근거 규정 : 학칙 제16조의3에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

    2) 별도 규정 :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1)

  2.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및 기능

    1)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구성 : 내부위원 7인 + 외부위원 2인

      - 내부위원 : 입학처장(위원장), 입학부처장, 입학관리팀장(서울/용인) (이상 당연직),

                  전임교원(관련분야 전공교원 포함) 및 교내 전문가 (이상 임명직 3인)

      - 외부위원 : 현직교사 (이상 임명직 2인)

    2)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기능 

      가)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대한 사항

      다)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

      라)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의 차년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마) 이의신청 및 기타 선행학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2016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1) 대학별 고사 일정 

      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2015. 7. 12(일)

      나) 학생부종합전형 : 2015. 10. 17(토) ~ 10. 18(일) 

      다) 특기자전형 : 2015. 10. 25(일)

      라) 논술전형 : 2015. 11. 21(토) ~ 11. 22(일)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가)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회의 : [1차] 2016. 2. 25(목), [2차] 2016. 3. 24(목)      

      나) 보고서 작성 : 2016. 2. 25(목) ~ 3. 23(수) (28일간)

    3) 절차 :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임명직 위원(내부/외부) 선정 →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개최 → 소위원회 구성 의결 → 

             보고서 작성(소위원회) → 위원회 개최(보고서에 대한 심의/의결) → 

             홈페이지 공지 → 교육부 송부

1) 본 보고서 90페이지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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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항 분석 결과
1. 문항 분석 결과 요약표

평가대상 입학전형 계열 문항번호 고등학교 과목명
교육과정 

준수 여부

논술 등 

필답고사

논술전형 인문사회계열

토요일 오전
문학, 사회문화, 경제, 윤리와사상, 

생활과윤리, 공통사회
준수함

토요일 오후
문학, 영어, 독서와 문법, 화법과 작문, 

사회, 사회문화, 한국지리
준수함

일요일 오전
문학, 경제, 사회문화, 윤리와사상, 

사회, 생활과윤리
준수함

일요일 오후
문학, 독서와 문법, 영어, 화법과 작문, 

과학, 사회, 경제
준수함

재외국민과

외국인특별전형
인문사회계열

재외국민 국어 국어

준수함
외국인 한국어 국어
재외국민 영어 영어
외국인 영어 영어

면접·

구술고사

학생부종합전형

인문사회계열

토요일 오전1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준수함

토요일 오전2 사회 준수함
토요일 오후1 사회와 문화 준수함
토요일 오후2 사회, 경제 준수함
일요일 오전1 생활과 윤리 준수함
일요일 오전2 경제 준수함
일요일 오후1 윤리와 사상 준수함
일요일 오후2 사회, 경제 준수함

자연계열

토요일 오전1 과학 준수함
토요일 오전2 과학 준수함
토요일 오후1 과학 준수함
토요일 오후2 과학 준수함
일요일 오전1 과학 준수함
일요일 오전2 과학 준수함
일요일 오후1 과학 준수함
일요일 오후2 과학 준수함

특기자전형

인문사회계열

오전 A형 도덕, 윤리와 사상 준수함
오전 B형 법과 정치 준수함
오전 A형 독서와 문법Ⅰ 준수함
오전 B형 독서와 문법Ⅱ 준수함

자연계열
오전 A형 화학Ⅰ 준수함

오전 B형 수학Ⅱ, 적분과 통계 준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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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oes natural selection choose among species? If so, we might expect individual organisms 

to behave altruistically "for the good of the species." They might limit their birthrates to 

avoid overpopulation or restrain their hunting behavior to conserve the species' future 

stocks of prey. […] Or does natural selection, as I urge instead here, choose among genes? 

In this case, we should not be surprised to find individual organisms behaving altruistically 

"for the good of the genes"; for example, by feeding and protecting kin* who are likely 

to share copies of the same genes. Such kin altruism* is the only way in which gene 

selfishness can translate itself into individual altruism. 

*kin: 동족/동류, *altruism: 이타주의

R. Dawkins, The Selfish Gene

(나)

우리가 오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 양조장 주인, 빵굽는 사람들의 호의 때문 

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자비심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에 의존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가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말해

야 한다. 개인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의도도 없고, 얼마나 공익을 증진시키는지도 모른다. 개인

은 자신의 사적 이익만 추구하고, 이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많

2. 문항별 분석 결과

  가. 논술전형 논술고사

■ 논술전형 논술고사(토요일 오전) 문항 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계열(과목) 및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출제범위
과목명

고등학교 문학, 사회문화, 경제, 윤리와사상, 생활과윤리, 

공통사회

핵심개념/용어 이기적 행동과 이타적 행동, 배분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

답안 작성 시간 120분

○ PART I

문항 및 제시문

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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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에서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고 있다. 개인은 자신이 의도적으로 사회적 공익을 증진

시키려고 하는 경우보다,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익을 효과적으로 증진시

키는 경우가 많다. 

                                 아담 스미스, 『국부론』(고등학교 경제, OO출판사) 

[문제 1] <제시문 1> (가)와 (나)의 공통요지와 <제시문 2>의 요지를 서술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문제 2] <제시문 2>에서 돼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스퀄러의 주장을 <제시문 1>의 공통된 

관점에서 비판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제시문 2>

우유가 죄다 어디로 사라지는지는 얼마 안 가서 밝혀지게 되었다. 우유는 매일 돼지들이 먹는 사

료에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과수원에서는 이른 사과가 익기 시작했고 바람에 떨어진 사과 알들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다. 

동물들은 그 떨어진 사과 알들이 물론 평등하게 분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과 

알들은 모두 모아 마구간의 돼지들에게 갖다 줘야 한다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 명령에 몇몇 동물들

이 수군대기 시작했지만 소용없었다. 그 문제에 관해선 돼지 전원이 완전 합의를 본 상태였고 스노

볼과 나폴레옹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만은 의견이 일치했다. 왜 그래야 하는지를 다른 동물들에게 

설명하느라 언변가 스퀄러가 파견되었다. 

“동무들, 여러분은 설마 우리 돼지들이 저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는 무슨 특권을 행

사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 생각하진 않겠지요? 사실은 우유, 사과를 싫어하는 돼지들도 많아요. 

나도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돼지들이 우유와 사과를 가져가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무들,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일입니다. 우리 돼지들은 머리 쓰는 노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의 경영과 조직은 전적으로 우리 돼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여러분의 복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돼지들이 우유를 마시고 사과를 먹어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중략) 

농장의 삶은 고되었다. 지난해처럼 이번 겨울도 혹독했고, 식량은 그 때보다 더 부족했다. 돼지와 

개들만 빼놓고 다른 동물들에게 돌아가는 식량 분배량은 또 다시 줄어들었다. 

조지 오웰, 『동물농장』(고등학교 문학II, OO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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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해설

-Ⅰ은 세 개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문제1과 문제2가 주어진다. 문제1은 200자 내외로 <제시문 1>

(가)와 (나)의 공통요지와 <제시문 2>의 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학문 탐구를 하는데 

필수적인 기초자료의 요지 파악과 요약 능력을 측정하려는 것이다. <제시문 1> (가)는 이타적 행

동이 이기적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나)는 이기적 행동이 이타적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말

한다. 따라서 공통요지는 (공생적 삶에서) 이기적 행동과 이타적 행동은 배타적이라기보다 상호보

완/양면/인과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제시문 2>의 요지는 스퀄러가 우유와 사과를 독

차지하기 위한 돼지들의 이기적 행동을 이타적 행동이라고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시문 

1> (가)는 영문으로 주어졌다. 영문 자료를 제시한 것은 언어 및 외국어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

이다. 지구촌 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

육정신을 감안할 때 영어 실력은 학생 선발의 기본 요건 중 하나이다. 

- 문제2는 <제시문 2> 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의 주장내용을 <제시문 1>의 공통된 관점에서 비판하

는 것이다. <제시문 2>에서 스퀄러는 이기적이고 불평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과와 우유의 분배 

행위가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1> (가)와 (나)의 공통된 관점에서 

볼 때, 스퀄러의 주장은 돼지들의 이기적 행동이 이타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스퀄러가 주장하는 

이기심과 이타심의 상호적 관계성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결과적으로 그의 주장은 이기적 

행동을 이타적으로 가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겨울이 되어 돼지와 개를 제외한 나머지 

동물들에게는 식량사정이 더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스퀄러의 주장은 돼지 집단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실제로 다른 동물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

원 전체를 위한 공생적이고 이타적인 행위로 귀결될 수 없는 한계성을 지닌다. 이 문제는 서로 

다른 분야에 관한 제시문의 핵심을 적절하게 이해/파악한 후 한 제시문으로 다른 제시문을 비판

하여 서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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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수벌금제(Daily Fines System)는 범죄자가 저지른 불법의 정도를 계산하여 벌금 일수를 정하

고, 1일 벌금액을 범죄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제도이다. 핀란드 OO기업의 부회장인 안

시 반요키가 오토바이를 타다 과속으로 적발돼 14일분의 급여인 11만 6,000유로(약 1억 3,000만 

원)의 범칙금을 낸 사례가 유명하다.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 3개국은 이 제도를 20세기 초반에 

도입하였고,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1970년대 중반에, 프랑스는 1980년대 초반에 실시하였다.  

                                          OO출판사, 『고등학교 사회』

(나)

커트 보네거트의 단편 <해리슨 버거론>은 이를 반유토피아 공상과학으로 묘사한다. 이야기는 이

렇게 시작한다. “그해는 2081년이었다. 모든 사람이 마침내 평등해졌다. (중략)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생기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거나 빠르지 않았다.” 이 철두철미한 평등은 미국 평등관리국 요원들이 이루어낸 

성과다.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가진 시민들은 귀에 정신장애 수신기를 꽂고 다녀야 한다. 정부는 약 

20초마다 날카로운 잡음을 쏘아 보내 이들이 “두뇌를 이용해 불공정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한

다.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임금과 더불어 하늘이 준 직분을 행하는 것이니 재능이 없어서는 안 된

다. 하늘이 인재를 내는 것은 본디 한 시대의 쓰임을 위해서이다. 그래서 하늘이 사람을 낼 때는 

귀한 집 자식이라고 하여 풍부하게 주고 천한 집 자식이라 하여 인색하게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옛날의 어진 임금은 이런 것을 알고, 인재를 더러 초야(草野)에서도 구하고 더러 항복한 오랑캐 장

수 중에서도 뽑았으며, 더러 도둑 중에서도 끌어올리고, 더러 창고지기를 등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 PART Ⅱ

문항 및 제시문

Ⅱ.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3>

정의는 크게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된다. 평균적 정의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

하는 것이다. 평균적 정의는 배상적 정의와 형벌적 정의로 나뉘며, 이것은 주로 국가의 법을 집행

함으로써 실현되는 정의를 말한다. 배분적 정의는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배분적 정의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놓고 사람들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들이 있다. 배분적 정

의에서 배분의 대상은 부, 권력, 기회 등 개인적, 사회적 이익과 납세 또는 국방의 의무 등 부담이

다. 그것들의 응분의 몫을 사회구성원들에게 분배할 때 공정하거나 정의로운 분배라고 말할 수 있

다. 그렇다면 응분의 몫은 어떻게 결정될까? 응분의 몫은 능력에 따라, 또는 필요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특정 기준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같은 경우인데도 다르게 대우하거나, 다른 경우인데도 

똑같이 대우한다면 이는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OO출판사, 『고등학교 도덕』에서 변용

<제시문 4>



- 8 -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레소토 말리 네팔 토고

2011년 2012년 2013년

[그 림  1] 수 원 국 별  ODA  수 혜 총 액  (단 위 : 백 만  달 러 ) 

-1
0
1
2
3
4
5
6
7

레소토 말리 네팔 토고

2011년 2012년 2013년

0

20

40

60

80

100

120

레소토 말리 네팔 토고

2011년 2012년 2013년

[그 림  2] ODA  수 원 국 별  GDP 성 장 률  (단 위 : % )  [그 림  3] ODA 수 원 국 별  초 등 교 육  이 수 율  (단 위 : % )
* 출처: The World Bank

[표] 2013년 주요 국가별 공적개발원조(ODA) 부담 현황

구분 미국 스웨덴 한국

원조 총액 52억 달러 31억 달러 16억 달러

국민총소득대비 원조 비율

(UN이 제시한 권고치는 0.7%)
0.19% 0.97% 0.14%

* 출처: 통계청    

* 공적개발원조(ODA)는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조공여국이 자체 재정자금을 이용하여 

수원국에게 공여하는 

  순수한 원조임

* ODA의 효과는 그 해에 즉시 나타난다고 가정함  

다 알맞은 자리에 등용되어 재능을 한껏 펼쳤다. 나라가 복을 받고 치적(治積)이 날로 융성케 된 

것은 이 방법을 썼기 때문이다. 

허균, 『유재론』(EBS 7030 파이널 국어B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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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제시문 3>을 활용하여 <제시문 4>의 (가), (나), (다)를 비교·분석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문제 4] [표]에서 어느 국가가 <제시문 3>의 배분적 정의 실현을 위한 기여도가 가장 높은지 

설명하고, [그림 1], [그림 2], [그림 3]에 근거하여 효율성의 측면에서 어느 수원국이 

ODA의 목적을 가장 잘 실현했는지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문항 해설

- 문제3은 <제시문 3>을 활용하여 <제시문 4>의 (가), (나), (다)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제시

문 3>에서 평균적 정의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하여 배상을 하거나 형벌을 내려 실현되는 

정의를 말하고, 배분적 정의는 이익과 부담을 특정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정의를 말한다. <제시

문4>의 (가), (나), (다)는 정의 실현 원리가 적용된 다양한 사례들이다. (가)의 일수벌금제는 범죄

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벌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재화가 능력에 따라 차등 분배되는 배분

적 정의가 실현된 사례이다. (나)에서 그려지는 사회는 그 누구도 불공정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도

록 모든 사람들의 능력을 철두철미하게 평준화시킨다는 점에서 평균적 정의의 원리가 적용된 사

례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다)는 재능의 유무에 따라 배분적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임금이 인재 등용의 기회를 신분에 관계없이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평균적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들을 분석하여 제시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주어진 자료를 적절하게 이

해/분석/비교하는 능력을 측정하려는 것이다.  

- 문제4는 [표]에서 <제시문 3>의 배분적 정의 실현을 위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국가를 선택하여 

이유를 설명하고, [그림1], [그림2], [그림3]에 근거하여 효율성의 측면에서 어느 수원국이 ODA의 

목적을 가장 잘 실현했는지 추론하는 것이다.   [표]를 배분적 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할 때, 스웨

덴의 경우 국민총소득(GNI) 대비 원조 비율이 0.97%로 유엔 권고비율 0.7%를 유일하게 넘는

다. 따라서 스웨덴이 배분적 정의를 가장 잘 실현하고 있다. 

한편, 1) 수원국들 중 토고가 ODA의 목적인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의 관점에서 수혜총액 대비 가

장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토고는 <그림 3>에서 보듯 수혜총액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초등교육 이수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즉 2011년을 제외하고 2012, 2013년 모두 토고가 레소토보다 수혜액 대비 GDP 성장률과 초등

교육 이수율이 높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즉 2) 수원국들 중 레소토가 ODA의 목적

인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의 관점에서 수혜총액 대비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레소토는 <그림 3>에서 보듯 3년 평균 수혜액 대비 평균 GDP 성장률과 평균 초등교육 이수율이 

토고보다 약간 높기 때문이다. ( 1)과 2) 모두 인정 )

  말리는 수혜총액이 월등히 많지만 2012년도에는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초등

교육 이수율은 안정적이나 토고에 비해 저조하다. 네팔은 수혜 총액 대비 GDP 성장률이 토고보

다 작고 초등교육 이수율이 감소세를 보인다.

따라서 토고(또는 레소토)가 ODA의 목적인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의 관점에서 수혜총액 대비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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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ers had adults in their twenties wear preprogrammed digital watches for 

one week. Each time the watch beeped, the person recorded feelings, thoughts, and 

activities at that moment. Guilt was pervasive.* When the researchers extrapolated* 

from their findings, the data suggested that, on average, adults feel moderate guilt for 

thirty-nine minutes per day. That's a lot of guilt. […] How many minutes are you 

spending each day feeling guilty? And what are you feeling guilty about? 

   If your emotional life is governed by guilt, you are wasting too much energy on 

that emotion. That's not to say that all guilt is bad-some guilt is a good thing. Guilt 

may have evolved because it helps us to change our course of action and make 

compensations.* When our guilt stems from situations like overeating, postponing, or 

wasting money, it signals us that there has been a breakdown in self-control. It forces 

us to pause and provides us the opportunity to regain control of ourselves. We've all 

experienced the "internal break" function of guilt. Remember the last time that you 

skipped going to the gym? Guilt, and the accompanying grief and regret, is the 

emotion that gets us to drag our heavy bodies onto the treadmill. Guilt is a 

powerfully motivating emotion. 

   One useful function of guilt is to get us to stop doing whatever it is that we are 

doing that is generating the guilt. Another is to motivate us to make amends.* When 

we feel guilty about having harmed others, we can apologize and try to repair the 

damaged relationship, which, for a species that is dependent on others for survival, is 

an evolutionarily sound strategy. 

■ 논술전형 논술고사(토요일 오후) 문항 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계열(과목) 및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출제범위
과목명

문학, 영어, 독서와 문법, 화법과 작문, 사회, 사회문화, 

한국지리

핵심개념/용어 죄책감, 죄의식, 질적연구, 양적연구, 고령화, 노인 복지

답안 작성 시간 120분

○ PART Ⅰ

문항 및 제시문

<제시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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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vasive: 만연한, 스며드는 *extrapolate: 추론하다 

*compensation: 보상 *make amends: 보상해 주다

                  K. Reivich and A. Shatté, The Resilience Factor (EBS 수능특강 영어)

<제시문 2>

       ‘그럼, 어쩐단 말이야, 식민지 백성이 별수 있었어. 날구뛴들 소용이 있었느냐 말이야. 

어느 놈은 일본 놈한테 아첨을 안 했어. 주는 떡을 안 먹은 놈이 바보지. 흥, 다 그놈이 

그놈이었지.’ 이인국 박사는 자기변명을 합리화시키고 나면 가슴이 좀 후련해왔다. 거기다 

어저께의 최종 취조 장면에서 얻은 소련 고문관의 표정은 그에게 일루의 희망을 던져주는 

것이 있었다. 물론 그것이 억지의 자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었지만. 아마 스텐코프 소좌라고 

했지. [중략] 수술은 예상 이상의 단시간으로 끝났다. 위생복을 벗은 이인국 박사의 전신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완치되어 퇴원하는 날 스텐코프는 이인국 박사의 손을 부서져라 쥐면서 

외쳤다. “꺼삐딴 리, 스바씨보.” 이인국 박사는 입을 헤벌리고 웃기만 했다.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된 것만 같았다. [중략] 그는 혈압 때문에 술을 조절해야 하는 자기 체질에 알맞게 스카치 

잔을 핥듯이 조금씩 목을 축이면서 브라운 씨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그거, 국무실에서 통지 

왔습니다.” 이인국 박사는 뛸 듯이 기뻤으나 솟구치는 흥분을 억제하면서 천천히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탱큐, 탱큐.” 어쩌면 이것은 수술 후의 스텐코프가 자기에게 하던 방식 

그대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인국 박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구, 나의 처세법은 

유에스에이에도 통하는구나 하는 기고만장한 기분이었다. 

                                          전광용,『꺼삐딴 리』(문학 I, ○○○ 출판사)

<제시문 3>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 보내 주신 학비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澱)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곰 내몰고, / 시대처럼 올 아츰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후략]    
           윤동주,「쉽게 씌어진 시」(고등 국어·상, ○○교육)



- 12 -

[문제 1] <제시문 1>, <제시문 2>의 요지와 <제시문 3>에 나타난 주제 의식을 각각 

서술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문제 2] <제시문 1>에서 ‘guilt(죄책감)’의 역할을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2>의 

주인공과 <제시문 3>의 화자가 처한 각각의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문항 해설

1. Part I은 영어 제시문 한 개와 우리말 제시문 두 개로 구성하였다.

2.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비교 분석 및 적용 추론을 하도록 하였다.

3. <문제 1>에서는 핵심어(keyword)가 아닌 글의 요지와 주제 의식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가. <제시문 1>의 요지 : 사람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인 죄책감에 주목하고, 죄책감의 순기능적인 

역할로 죄책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중단하게 하는 것과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나. <제시문 2>의 요지 : 주인공인 이인국 박사는 시대에 따라 일제, 소련, 미국 등으로 변하는 강

자들에 아첨하여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회주의적인 자신의 처세법이 성공적임에 만족해 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4. <문제 2>는 비판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로서, <제시문 1>의 관점에서 <제시문 2>와 <제시문 

3>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논하도록 하였다.

  가. <제시문 3>의 요지 : 화자는 조국의 현실로부터 동떨어져 일본에서 학업을 하고 시를 쓰는 자

신의 모습에서 죄의식을 느끼고, 소극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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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달동네로 알려진 ○○동 현장 연구를 시작했을 때, 주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자세하게 알고 있지 못했다. 그들의 가난은 집안에 들어섰을 때에야 실감할 수 

있었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가 친근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는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할 것인가였다. 그래서 

특정 사례들의 전형적 특성을 찾아내는 질적 연구방법인 참여관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몇몇 가족들 중에서 □□할머니 가족은 빈곤의 세대 재생산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였고, 구술생애사 연구를 하기에도 적합했다. 월남해서 서울에서 계속 판자촌과 

달동네를 전전한 할머니의 가족사는 가족이야말로 사회 구조와 역사와 개인이 만나는 

접점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할머니 가족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부터 객관적 자료 

수집이라는 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점차 이들에 대한 중립적이거나 객관적 기술 같은 

것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조은,『사당동 더하기 25』에서 재구성

○ PART Ⅱ

문항 및 제시문

I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4>

   윌리엄 라보프는 뉴욕 사람들 중 모음 뒤의 [r] 발음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현상에 주목하고, 뉴욕 시민들의 [r] 음과 사회계층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 가정하여 이를 밝히기 위해 창의적 연구를 설계하였다.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계층을 객관화된 방법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백화점을 실험 장소로 선정하였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어울리는 백화점을 찾을 것이고, 그들을 대하는 직원들이 

고객의 계층에 걸맞은 언어를 구사할 것이기 때문에 고객의 언어를 반영할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백화점을 고객 계층에 따라 상, 중, 하로 나누고 A백화점 68명, 

B백화점 125명, C백화점 71명의 직원(총 264명)에게 “fourth floor”를 발음하도록 유도하여 

[r] 음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획득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A백화점에서는 30%, 

B백화점에서는 20%, C백화점에서는 단지 4%의 피험자들이 [r] 발음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라보프는 사회경제적 상위계층의 [r] 발음 실현 비율이 

하위계층의 그것보다 높음을 밝혀냄으로써 언어 사용과 사회적 계층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일반화를 이끌어 내었다.

      W. Labov, ‘Social Stratification of (r) in New York Department Stores’에서 재구성

<제시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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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사회 현상에 접근하는 <제시문 4>와 <제시문 5>의 상반된 연구방법을 비교·분석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문제 4] [표 1], [그림 1], [그림 2]를 활용하여 한국 노인 복지의 문제점을 찾고, <제시문 4>의 

연구방법이 전제하고 있는 관점에서 [표 1], [그림 2], [표 2]로부터 향후 한국 노인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2가지를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자료>

  [표 1] OECD 5개국의 노인 빈곤율 비교       [그림 1] OECD 5개국 일하는 노인 비율 및 한국 노인이 일하는 이유

(단위 %, 노인은 65세 이상)

노 인
빈 곤 율 *

전 체
빈 곤 율

프랑스 8.8 7.1

독일 8.4 11

영국 10.3 8.3

일본 22 14.9

한국 45.1 14.6

OECD 평균 13.5 10.6

* 전체 가구의 소득 기준 중위 50% 
   이하의 비율

         

 *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62만원 

   (2015년 기준)

  [그림 2] 노인(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연금 수령액     [표 2]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연도 총인구
(천명)

인구 구성비(%)

0∼ 14세 15∼ 64세
65세
이상

1990 42,869 25.6 69.3 5.1

1995 45,093 23.4 70.7 5.9

2000 47,008 21.1 71.7 7.2

2005 48,138 19.2 71.7 9.1

2010 49,410 16.1 72.8 11.0

2013 50,220 14.7 73.1 12.2

2014 50,424 14.3 73.1 12.7

2030 52,160 12.6 63.1 24.3

2040 51,091 11.2 56.5 32.3

 

출처: 통계청 (2015), 서울연구원 (2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자료를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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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해설

1. Part 2의 <문제 3>과 <문제 4>에서는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비교 분석 및 적용 

추론을 하도록 하였다.

2. <문제 3>에서는 <제시문 4>와 <제시문 5>의 방법론적 차이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

고자 하였다.

  가. <제시문 4>는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연구방법인 양적 연구방법의 특성에 대해 설명

한다. 양적 연구방법은 과학적, 객관적 연구를 지향하며, 자료들을 계량화하여 엄밀한 분석 과정

을 거친 뒤 가설을 검증하고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나. <제시문 5>는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연구방법인 질적 연구방법에 대해 설

명한다. 질적 연구방법은 사례 연구 중심이며 현장 연구를 지향한다.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의 일

상 속으로 들어가 참여관찰이나 구술생애사 인터뷰 같은 방법을 통해 그들의 삶과 문화를 기술

하고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문제 4>에서는 <제시문 4>의 관점을 <자료>에 적용하여 어떠한 문제 해결 방안을 추론해 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가. <자료>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과 복지의 문제를 다룬다. 양적 연구방법의 관점에서 그림과 표를 

종합적으로 읽고 해석하면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하고 노인 빈곤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으며 노인 복지 문제 해결방안도 추론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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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생 은  거 리 에  서 로  알  만 한  사 람 이  없 었 다 . 바 로  운 종 가 로  나 가 서  시 중 의  사 람 을  붙 들 고  물 었 다 .

  “누가 서울 성중에서 제일 부자요?”

  변 씨(卞氏)를 말해 주는 이가 있어서, 허생이 곧 변 씨의 집을 찾아갔다. 허생은 변 씨를 대하

여 길게 읍하고 말했다. 

  “내가 집이 가난해서 무얼 좀 해 보려고 하니, 만 냥(兩)을 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변씨는 “그러시오.” 

하고 당장 만 냥을 내주었다. (중략)

  허생은 만 냥을 입수하자,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안성(安城)으로 내려갔다.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요, 삼남(三南)의 길목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 밤, 감, 

배며 석류, 귤, 유자 등속의 과일을 모조리 두 배의 값으로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낼 형편에 이르렀다. 얼마 안 가서, 허생에게 두 배의 값으

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값을 주고 사 가게 되었다. 허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

었다. 

  “만 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 만하구나.”

그는 다시 칼, 호미, 포목 따위를 가지고 제주도(濟州島)에 건너가서 말총을 죄다 사들이면서 말했

다.

  “몇 해 지나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허생이 이렇게 말하고 얼마 안 가서 과연 망건값이 열 배로 뛰어올랐다.

박지원, 『허생전』(고등학교 문학I, OO출판사)

■ 논술전형 논술고사(일요일 오전) 문항 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계열(과목) 및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출제범위
과목명 고등학교 문학, 경제, 사회문화, 윤리와사상, 사회, 생활과윤리

핵심개념/용어 독점, 시장 경제 체제, 사회적 소수자(외국인 노동자), 편견

답안 작성 시간 120분

○ PART I

문항 및 제시문

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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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제시문 1>과 <제시문 2> (가)와 (나)의 요지를 설명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문제 2] <제시문 2> (나)의 요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1>에 나타난 허생의 매매 행위에 대해 

비판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가) 

시장 경제 체제는 가계나 기업 같은 민간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경쟁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는 경제 체제를 말한다. 시장에서 이들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적 재산권

과 이윤 추구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

여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 결과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됨으로써 경제

가 발전하게 된다. (중략) 시장 경제 체제의 또 다른 장점은 시장을 통해 구성원들의 선호와 능력

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 내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

용되기 위해서는 누가 무슨 일을 잘 하는지, 또 누가 어떤 재화를 원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모든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시장이 이런 기능을 수행해 준다.

OO출판사, 『고등학교 경제』

(나) 

Language policy in Latin America is assimilationist*, seeking "to impose the colonial 

languages on speakers of other languages, whether they be immigrant, slave, or indigenous* 

people." Spanish-speaking settlers in Latin America shared a puristic language ideology 

which initially considered anything indigenous to be impure. 

When considering the flexibility, creativity, and social aspect of language, employing a 

unilingual policy on a national level raises certain concerns. Saussure, a Swiss linguist, 

argued that language arbitrariness* should be a point of consideration and mentioned that 

language communicability is achieved through the natural inclinations of a language 

community.

Nevertheless, a national policy on language, as set by the government, warrants certain 

merits. A government bears the responsibility of prescribing a communal identity to an 

eclectic* collection of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ethnic groups to promote effective 

communication among its members and advance the nation. 

*assimilationist: 동화주의자  *indigenous: 토착의/원산의  *arbitrariness: 임의성  *eclectic: 절충적 

B. Spolsky, Language Policy 외에서 변용 

<제시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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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해설

- 문제1 

<제시문 1>은 허생이 취약한 시장구조 하에서 수완을 발휘하여 매점매석을 통해 많은 이윤을 남

긴다는 내용이다. <제시문 2> (가)는 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경쟁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내용이다. <제시문 2> (나)는 국가가 언어동화정책을 통해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통합적 정체성을 부여하고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 문제2

 <제시문 2> (나)는 국가가 언어의 순수성 유지와 사회통합을 위해 언어를 통제하고 언어사용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경제적 관점에 입각해 적용해 본다면, 경제 내에서 자

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도출된다. <제시문 

1>에 나타난 허생의 매점매석 행위는 개인의 자유로운 상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만약 국가가 시

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따른다면 허생의 이윤추구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실제로 이

러한 매점매석 행위는 경제정의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허생의 매점매석과 

같은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자원

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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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는 실내를 세심히 둘러볼 것도 없이 카밀을 보자 와락 눈살부터 찌푸렸다. 

“마침 잘 왔네, 오빠.” / 나는 짐짓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가게 인테리어 어때? 아주 예쁘잖아, 엘레강스하고.” / “뭐하고 있는 거냐?”

“뭐하긴, 일 끝나고 축배를 드는 거지. 오빠도 앉아 봐. 여긴 오빠도 만나 본 카밀이고, 여긴 필

리핀에서 온 로리 씨. 두 분이 해 줘서 인테리어 비용 반 이상 아꼈어.”

“내가 경고했을 텐데......” / 오빠는 카밀에게 쏘아붙였다. 

“네가 뭔데 여기 있는 거야? 정말 끌려가고 싶어서 이래?”

“왜 다짜고짜 반말을 해, 오빠는.” / 내가 오빠를 가로막고 나섰다.

(중략)

나는 오빠가 그렇게 흥분하는 걸 최근에 처음 보았다.

“날 도우러 온 거야. 오빠의 이런 무례, 이해할 수 없어.”

“무례? 저런 놈들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아니? 뻔할 뻔 자야. 너도 미국에서 자존심도 없는, 치

사하고 더러운 멕시칸들 많이 겪어 봐서 알잖아. 네 막내 오빠를 죽인 그놈들이야. 네게 맡겨 달라

고 해서 설마설마, 참고 기다려 왔는데 도대체 네 꼴이 지금 뭐냐?”

“카밀은 멕시칸이 아니야.”

“멕시칸보다 더 못사는 놈들이잖아. 난 절대로 용납 못한다. 네가 쫓아내지 못하면 내가 나설 수

밖에. 어디 남자가 없어서 하필 네팔 놈이야?”

“오빠!” 나는 참지 못하고 쨍 소리쳤다.

“오빠가 네팔에 대해 뭘 알아? 나마스테 알아? 히말라야, 카일라스* 알아? 난 오빠가 그렇게 천

박한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인 줄 몰랐어.”

“시끄러워!”

“오빠같이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해 못해. 나마스테를 오빠가 어떻게 알고 카일라스를 또 어

떻게 이해하겠어? 오빠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네팔 사람들, 백 배는 나아. 어디 사람이 없어서 

네팔 사람이냐고?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래, 오빠, 이 땅에서 어디 사람다운 사람 있

으면 데려와 봐. 나 혼자 잘 먹고 잘살자고 악을 쓰는 오빠 같은 사람 말고, 못살고 힘없는 사람은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사람 같지 않은 종자들 말고, 카밀보다 더 사람 냄새 나는 사람 데려오면 그 

사람하고 사귈게. 그 사람 애도 낳고 그 사람 위해 밥도 짓고 국 끓이고 할게. 나도 이런 생활 지

긋지긋해. 오빠처럼 오로지 돈, 돈, 돈, 혈안이 된 사람들도 지긋지긋하고, 약하고 가난하면 무조건 

밟아도 좋다는 야만종들도 지긋지긋하단 말야. 차라리 다시 이민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야. 오빠 

내가 어떤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알기나 해?” 

지나던 사람들이 가게 안을 기웃거렸다.

* 카일라스: 중국 티베트 자치구 서남쪽에 있는 산. 라마교의 성산

박범신, 『나마스테』(EBS 인터넷수능 국어B형)

○ PART Ⅱ

문항 및 제시문

I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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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 Wason(1966)은 실험에서 참가

자들에게 “만약 카드의 한 쪽 면이 모음

이라면, 다른 한 쪽 면은 짝수이다”라는 

규칙을 검증하게 하여 이 과정에서 나타

난 행동양상을 관찰하였다.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제시한 네 가지 카드는 모두 한쪽 면에 숫자가, 

다른 한쪽 면에 글자가 있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카드의 보이는 면에는 각각 ‘A’, ‘K’, ‘2’, ‘7’이 쓰

여 있었다. 만약 이 규칙이 참이거나 거짓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카드들을 뒤집어야 할까? 

논리적 관점에서 보면, ‘A’와 ‘7’ 카드가 잠재적으로 ‘모음-짝수’ 규칙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들 카드를 뒤집어야 한다. 반면에 ‘K’와 ‘2’ 카드의 다른 면에 무엇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그것들을 뒤집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관찰 결과에 따르면 10%보다 적은 참가자들만이 논리적으

로 옳은 카드를 선택했다. 대신에, 참가자들은 규칙에 단순히 언급된 ‘A’와 ‘2’ 카드를 선호했다. 그

리고 옳은 카드를 선택했더라도 규칙을 기각할 수 있는 ‘7’ 카드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A’ 

카드를 선호하였다. Wason은 이와 같은 피험자들의 논증방식을 근거로 사람들이 가설을 논박하기

보다는 오히려 확증하려고 하는 편향성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K. Lamberts & R. L. Goldstone (Eds.), Handbook of Cognition에서 변용

[문제 3] <제시문 3>과 <제시문 4>를 비교・분석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문제 4] <제시문 4>에 나타난 주장에 근거하여 <제시문 3>의 ‘오빠’와 ‘나’의 입장을 지지하는 
[그림]의 항목들을 분류하고, 이 중에서 [표]와 관련된 가장 적절한 항목을 각각 찾아 
이와 연관시켜 [표]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제시문 4>

<자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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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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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70
80

(1) 범죄율증가의 요인이다(2) 사회발전에 기여한다(3) 한국경제에 기여한다(4) 일자리를 빼앗는다(5) 이민자지원이 과도하다(6) 불법이민을 막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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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모름/무응답 동의 안 함

구분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내국인 26,195 25,398 797

외국인    793    760  33

                                  [표] 한국의 고용 동향                      (단위: 천명)

 *출처: 통계청 (2013년)

                       [그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단위: %)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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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해설

- 문제3

<제시문 3>과 <제시문 4>는 공통적으로 치우침/편견/편향의 현상을 다루고 있다. <제시문 3>에

는 미국 내 멕시코 사람이나 그보다도 못산다고 생각하는 한국 내 네팔 이주민에 대한 오빠의 인

종차별적 편견이 드러나 있는 한편, <제시문 4>는 인지심리학적 실험을 통해 나타난 사람들의 논

증적 사고과정에서의 편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치우침/편견/편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생

각해 보면, <제시문 3>의 오빠가 가진 인종차별적 편견은 동생이 멕시코 사람에게 살해당한 개인

적 경험과, 가난한 자를 얕보는 태도로부터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제시문 4>의 논증

적 사고과정에서 나타난 피실험자의 편향성은 인간이 가진 일반적 인지성향으로 인해 생긴 것으

로 볼 수 있다.  

- 문제4

<제시문 4>의 주장은 사람들이 가설을 확증하려는 편향성에 따라 자료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제시문 3>의 ‘오빠’와 ‘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진다. 그 입장들은 주관적 

견해이므로 가설이라고 볼 수 있다. 오빠는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정당

화하려고 편향된 방식으로 <그림> (1), (6)을 선택할 것이다. 반면 ‘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확증하려고 (2), (3), (4), (5)만을 선택할 것이다. 한국의 고용 동향을 보여주는 

<표>에서, 오빠는 (6)을 근거로 외국인 취업자 76만 명에는 불법이민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

주하여 이들 모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3) 또는 (4)

를 근거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거나 외국인 취

업자의 비중은 미미하므로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지도 않는다고 해석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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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파른 비탈만이

순결한 싸움터라고 여겨온 나에게

속리산은 순하디순한 길을 열어 보였다

산다는 일은

더 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듯

평평한 길은 가도 가도 제자리 같았다

아직 높이에 대한 선망을 가진 나에게

세속을 벗어나도

세속의 습관은 남아 있는 나에게

산은 어깨를 낮추며 이렇게 속삭였다

산을 오르고 있지만

내가 넘는 건 정작 산이 아니라

산 속에 갇힌 시간일 거라고, 

오히려 산 아래서 밥을 끓여 먹고 살던

그 하루하루가 

더 가파른 고비였을 거라고, 

속리산은 

단숨에 오를 수도 있는 높이를

길게 길게 늘여서 내 앞에 펼쳐주었다  

            나희덕,「俗離山에서」(EBS 인터넷 수능 국어 B형)

■ 논술전형 논술고사(일요일 오후) 문항 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계열(과목) 및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출제범위
과목명 문학, 독서와 문법, 영어, 화법과 작문, 과학, 사회, 경제

핵심개념/용어 삶의 태도, 자아 성찰, 자극-반응, 정부와 시장(기업) 간의 관계

답안 작성 시간 120분

○ PART Ⅰ

문항 및 제시문

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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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독 한인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긍정성의 과잉으로 인한 ‘피로 

사회’라고 진단하였다. 그는 근대 서양 사회를 지배해 온 부정성의 패러다임, 즉 금지, 강제, 

규율, 의무, 결핍, 타자에 대한 거부 등이 적어도 20세기 말부터 긍정성의 패러다임, 즉 능력, 

성과, 자기 주도, 타자성의 소멸 등으로 전환되었거나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사회가 규율 사회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복종적 주체라고 한다면, 오늘날은 

그 자리에 성과 사회, 성과 주체가 대신 들어선다. 이와 같은 주장은 근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성과 사회, 긍정성 과잉의 사회는 흔히 얘기되는 탈근대 사회의 다른 이름이다. 냉전의 

종식, 다문화주의, 바이러스성 질병의 효과적 퇴치, 규제와 억압의 철폐와 개인적 욕망의 긍정 

등 다양한 차원에서 관철되는 긍정성의 패러다임은 탈근대 사회의 유토피아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긍정성의 과잉이 자아를 새로운 궁지로 몰아가기도 한다. 

마치 늘어나는 자기 자신의 지방질에 병들어 가는 사람처럼, 성과 주체는 자기 자신을 

뛰어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마모시켜 간다. 

                               한병철,『피로사회』에서 재구성 (EBS 수능완성 국어 B형)

[문제 1] <제시문 1>에 나타난 주제 의식과 <제시문 2>, <제시문 3>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제시문 2>

<제시문 3>

   A writer is someone who spends years patiently trying to discover the second being 

inside him and the world that makes him who he is. When I speak of writing, what 

comes first to my mind is not a novel, a poem, or a literary tradition; it is a person 

who shuts himself up in a room, sits down at a table, and turns inward when alone. 

Amid its shadows, he builds a new world with words. […] From time to time, he may 

rise from his table to look out through the window at the children playing in the 

street and, if he is lucky, at trees and a view, or he can gaze out at a black wall. He 

can write poems, plays, or novels, as I do. All these differences come after the crucial 

task of sitting down at the table and patiently turning inwards. To write is to turn this 

inward gaze into words, to study the world into which that person passes when he 

retires into himself, and to do so with patience, obstinacy,* and joy. As I sit at my 

table-for days, months, years-slowly adding new words to the empty page, I feel as if 

I am creating a new world, as if I am bringing into being that other person inside me. 
   *obstinacy: 완고함, 집요한 끈기

                      O. Pamuk, Speech of Nobel Prize Laureate in Literatur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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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제시문 3>에서 밑줄 친 것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설명한 

후, 이것을 바탕으로 <제시문 1>의 화자가 겪는 변화를 평가하고 <제시문 2>의 문제 상황을 

비판적으로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문항 해설

1. Part I은 우리말 제시문 두 개와 영어 제시문 한 개로 구성하였다.

2. <문제 1>에서는 핵심어(keyword)가 아닌 글의 요지와 주제 의식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가. 제시문1 요지: <제시문 1>은 발전과 성공, 더 높은 성취를 추구하는 수직적인 가치에서 벗어나 

수평적인 가치 속에서 생활해야 함을 드러낸다. 

 나. 제시문2 요지: <제시문 2>는 오늘날의 서구사회를 이끌고 있는 것은 긍정성의 패러다임이라고 

진단하고, 그것의 과잉이 야기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3. <문제 2>는 비판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로서, <제시문 3>의 관점을 토대로 <제시문 1>과 

<제시문 2>를 비판적으로 논하도록 하였다.

 가. 〈제시문 3〉에서는 영어 제시문으로 터키를 대표하는 작가인 오르한 파묵의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연설을 사용하였다. 파묵의 영문 연설은 내용면에서도 큰 울림을 줄 뿐 아니라 어휘나 

문장의 난이도 측면에서 현재 고교 교과과정의 영어 교과서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글이고, 

어려운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말 뜻을 제공하였으므로 의미 파악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제시문 3>은 집필(창조)은 외형적 결과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만의 공간에서 

내면을 살피며 찾은 새로운 자신과 세계를 그려내는 것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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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은 외부자극이 되어 인간의 인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처럼 
여겨왔다. 예를 들어 ‘바나나’라는 개체가 눈앞에 존재하면, 그 외부자극이 인간의 인지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 시각적으로 인지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퍼키 효과(Perky's Effect) 
실험에 따르면 사물의 시각적 인지는 그처럼 단순하지만은 않다. 인지심리학자 퍼키는 빈 벽에 
영상을 투사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사람들이 눈앞에 없는 해당 대상물을 보고 있다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게 하였을 때, 어떤 작용들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지를 연구하는 
실험이었다.
 
   <실험 방법>

• 실험대상 집단1: ‘바나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함. 
• 실험대상 집단2: ‘바나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라는 주문을 하지 않음.
• 과정1: 두 집단 모두에게 빈 벽을 응시하게 함(피실험자가 알지 못하게 빈 벽 뒤에 영사기를 

배치함). 
• 과정2: 피실험자들이 ‘바나나 영상’을 인지할 때까지 선명도를 서서히 높이며 빈 벽에 

투사함. 
처음에는 피실험자들이 의식적으로 보고자 해도 보이지 않을 정도(정상치 이하)의 
선명도로 투사하다가, 그 선명도를 점차 높임. 

○ PART Ⅱ

문항 및 제시문

I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4>

   카사데발 교수와 피로프스키 교수는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지나치게 강조한 의학 

패러다임이 오히려 전염병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연구자들은 

“숙주(사람) 없이 미생물 혼자서 질병을 일으킬 수는 없다”며 “질병은 숙주와 미생물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능한 결과들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병원체라는 

용어로 미생물을 지칭하는 것이 연구자나 의사의 관심을 미생물에만 집중하게 해 효과적인 

치료법의 발견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생물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숙주와 미생물의 상호작용이 숙주에게 손상을 줄 수 있는지, 

있다면 왜 그런지를 연구해야 한다는 말이다. 

   연구자들이 미생물 감염으로 일어난 숙주의 손상에 대해 고찰한 결과, 감염 질환으로 인한 

손상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미생물의 직접 타격에 의한 손상이고 다른 하나는 면역계의 

과잉반응에 의한 손상이다. 숙주의 반응이 미약할수록 미생물로 인한 숙주의 손상이 심해지고, 

숙주의 면역계 반응이 과도해도 역시 숙주의 손상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각 

매체에서 면역계를 강화한다며 소개하는 건강식품들을 면역력이 적당한 사람들이 먹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건 아닐까.

                                    강석기, ‘병원체에 대한 고찰’, ○○사이언스에서 재구성

<제시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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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결과>
실험대상 집단1 대부분이 선명도가 정상치 이상이 될 때까지 ‘바나나 영상’을 실제 
영상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머릿속 상상의 결과라고 믿었다. 반면 실험대상 집단2는 
선명도가 정상치에 이르렀을 때 ‘바나나 영상’을 실제 영상으로 인지하였다. 이는 사물을 볼 
때, ‘사물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시각적 인지를 방해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부자극뿐만 아니라 대상을 상상하는 것과 같은 심리적인 요소도 인간의 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방증한다. 물론 예외적으로 빠른 대상 인지능력을 보유한 특정 소수에 대한 
연구도 보고된 바 있는데, 이 집단은 심리적 요소와 상관없이 영상의 실제 구현물을 빠르게 
알아챘다. 

                         B. Bergen, Louder than Words에서 재구성 

[그림 1] 경제 발전 수준과 자국 대기업 신뢰도 간의 

         관계
 [그림 2] O ECD 국 가 의  경 제  발 전  수 준 과  
          정 부  신 뢰 도  간 의  관 계

 

       [그림 3] A국 정부 신뢰도에 따른 자국 대기업 신뢰도* 변화 (단위: %)

* x축의 대기업 신뢰도: 1점 매우 신뢰, 2점 대체로 신뢰, 3점 별로 신뢰하지 않음, 4점 전

혀 신뢰하지 않음

<자료>

 출처: GlobeScan·동아시아연구원·사회적기업연구소 <RADAR 2013 조사>를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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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제시문 4>와 <제시문 5>를 ‘자극-반응’ 관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문제 4]
<제시문 4>와 [그림 1]에 나타난 유형을 설명하고, <제시문 5> 밑줄의 위상에 해당하는 [그림 2] 

국가의 정부 신뢰와 대기업 신뢰 관계를 [그림 3]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문항 해설

1. Part II는 제시문 두 개와 자료 한 개로 지문을 구성하였다.

2.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문제 3>과 <문제 4>에서는 비교 분석 및 적용 추론을 하

도록 하였다.

3. <문제 3>에서는 <제시문 4>와 <제시문 5>의 차이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가. <제시문 4>는 미생물의 자극과 인체의 반응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미생물뿐 만 아니라 미생물

과 인체(숙주)의 상호작용도 인체(숙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제시문 5>는 외부 사물의 자극과 인간 인지체계의 반응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외부 사물의 

자극뿐만 아니라 사물을 상상하는 것도 인지 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 여준다. 

4. <문제 4>는 주어진 <제시문 4>, <제시문 5>, <자료>에 근거해서 어떤 유형과 관계를 추론해 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가. [그림 1]은 20개 국가의 경제발전수준(1인당 국민소득)과 각 국가의 자국 대기업 신뢰도 간

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2]는 OECD 11 개 국가의 경제발전수준과 각 국가의 정부 신

뢰도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와 달리 [그림 3]은 한 국가의 정부 신뢰도와 기업 신뢰도의 관

계가 병행적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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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인문계열 토요일 오전) 문항 정보

[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16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일 2015년 10월 17일 (토)

분야 및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오전 문항 1

출제범위
과목명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핵심개념/용어 화법의 성격, 언어의 특성

면접 소요 시간 3분 이내

문항 및 제시문

‘언어’와 ‘문자’에 대하여 각각 정의를 내리고,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문항 해설

언어는 음성으로 전달되는 인간의 의사소통 도구임, 문자는 언어를 기록하여 언어가 가지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게 함, 언어와 문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기법, 의미, 문장 등의 측면에서 변

화를 겪게 됨



- 29 -

[ 문항 2 ]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16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일 2015년 10월 17일 (토)

분야 및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오전 문항 2

출제범위
과목명 사회

핵심개념/용어 사회 변동과 문화, 협동, 경쟁, 갈등

면접 소요 시간 3분 이내

문항 및 제시문

모든 조직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기능과 역

기능을 설명하시오. 

문항 해설

갈등의 순기능으로서는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으며, 다양한 대안

들을 모색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갈등의 역기능으로서는 서로의 감정이 악화되어 

서로 협조하지 않으려 하며, 자신의 이해관계나 가치관만을 고집할 경우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

다.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서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고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양립하기 어려울 때는 협상(give-and-take)을 진행한다.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며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성에 기초하여 판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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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인문계열 토요일 오후) 문항 정보

[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16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일 2015년 10월 17일 (토)

분야 및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오후 문항 1

출제범위
과목명 사회와 문화

핵심개념/용어 문화의 정의,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면접 소요 시간 3분 이내

문항 및 제시문

‘문화’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문항 해설

문화는 인류의 생활과 관계된 모든 것을 포함하며, 각 사회의 문화는 인류 생활의 공통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보편성과 상이한 환경에서 기인하는 특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예를 들어 겨울에 추운 

지역에서는 모두 난방을 하는데(보편성), 한국은 온돌이라는 특수한 난방 장치를 가지고 있음(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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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 2 ]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16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일 2015년 10월 17일 (토)

분야 및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오후 문항 2

출제범위
과목명 사회, 경제

핵심개념/용어
무역정책, 국제거래와 세계화, 자유무역, 보호무역, 

자유무역협정
면접 소요 시간 3분 이내

문항 및 제시문

한국은 최근 많은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다. 정부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를 제시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하시오.

문항 해설

자유무역은 저렴한 가격, 품질개선, 선택의 폭 확대, 넓은 시장을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 어떠한 국가

와 협정을 체결하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도태될 수 있고 이 기업에 종사하

던 근로자들은 실업자로 전락하게 된다.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자국민의 실업 방지, 핵심 산업 보호, 국제수지 균형 유지 등을 위

해서이다. 그 방법으로는 관세장벽과 수입할당제, 수출 보조금 지급 등이 있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더라도 무역이 완전 자유화되는 것은 아니다. 협상과정에서 보호산업을 지정하

거나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두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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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인문계열 일요일 오전) 문항 정보

[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16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일 2015년 10월 18일 (일)

분야 및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오전 문항 1

출제범위
과목명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용어 사이버 공간과 인간의 자아 정체성

면접 소요 시간 3분 이내

문항 및 제시문

최근 익명성에 의한 사이버윤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거론

되고 있다. 그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문항 해설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은 특정 조직의 불법적 혹은 비도덕적 행위를 고발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보

호해주고, 억압적인 권위로부터 박해받지 않게 해줌, 반면에 익명성에 의한 무책임성은 잘못 또는 거

짓된 정보전달, 명예훼손과 인신공격 등의 역기능도 가지고 있음

양면성을 가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 의견 개진과 합리적인 설명에 근거하여 평가함



- 33 -

[ 문항 2 ]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16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일 2015년 10월 18일 (일)

분야 및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오전 문항 2

출제범위
과목명 경제

핵심개념/용어 경기변동과 안정화 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

면접 소요 시간 3분 이내

문항 및 제시문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기불황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

는 정책들을 제시하시오.

문항 해설

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금융정책을 사용할 수 있음, 구체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으로는 대규모 공공사업(댐, 도로, 항만)을 실시하는 방법과 세금을 적게 거둬들이는 

방법이 있음, 확장적 금융정책으로는 화폐공급을 늘리거나 이자율을 낮추는 방법(공개시장조

작, 지급준비율, 대출)이 있다.

대규모 공공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불필요한 투자가 일어나 낭비가 초래될 수 있으며, 세금을 

적게 거둬들이면 정부부채가 급증하고 공공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고갈될 수 있다. 

통화량이 증가함으로써 물가가 오르고, 이자율이 낮아짐으로써 대출을 많이 받아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전세/집값이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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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인문계열 일요일 오후) 문항 정보

[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16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일 2015년 10월 18일 (일)

분야 및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오후 문항 1

출제범위
과목명 윤리와 사상

핵심개념/용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면접 소요 시간 3분 이내

문항 및 제시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문항 해설

자본주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상대되는 용어로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경제를 의미하며, 

자유의 가치를 중시하며, 사적 소유권을 존중함, 사회주의는 생산보다 분배를 중시하며, 생산

수단의 공동소유 혹은 국유화를 통해 평등사회를 이룩하고자 한다.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권의 철저한 보호로 인한 빈부격차의 확대, 사회계층 간의 갈등과 대립 등의 문

제를 발생시킴,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적 소유권의 합리적인 제한을 통해 중

간계층 확대, 사회통합, 인간의 존엄성 유지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서구의 복지 자본주의는 평등의 이상을 도입하여 완전고용, 최저임금보장,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 경기침체, 실업문제, 빈부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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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 2 ]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16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일 2015년 10월 18일 (일)

분야 및 문항번호 인문계 오후 문항 2

출제범위
과목명 사회, 경제

핵심개념/용어 경제성장과 삶의 질, 국민경제의 이해, 실업, 청년실업

면접 소요 시간 3분 이내

문항 및 제시문

고령자의 임금을 낮춰 청년층을 더 고용함으로써 청년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자

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문항 해설

고령자의 임금을 낮추어 청년층을 더 고용할 수 있음, 그러나 문제는 기업들이 절감된 인건비를 청년

고용에 사용하는지 여부에 있음,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필연적인 인과관계는 없으며 기업이 절감된 

인건비를 유보금으로 축적해둘 수도 있음 

고령자의 고용이 연장되거나 재취업이 활성화되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청년실업률을 증가시킬 

수도 있으나, 고령자와 청년들의 일자리가 서로 다르다면 이런 대체효과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음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기업들이 경력자 대신 고졸/대졸 사원들을 채용하도록 보조금이나 훈련

비 등을 지원, 대기업만을 선호하는 청년들의 의식변화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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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자연계열 일요일 오전) 문항 정보

[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16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일 2015년 10월 18일 (일)

분야 및 문항번호 자연계열 오전 문항 1

출제범위
과목명 과학

핵심개념/용어 정보통신,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 비트(bit)

면접 소요 시간 3분 이내

문항 및 제시문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와 비교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단백질을 구성하는 20가지 필수 아미노산

을 2진법 디지털 신호로 표현하기 위해서 최소 몇 비트(bit)가 필요한 지 제시하시오.

문항 해설

진법 및 비트 등 기본적 디지털 정보 개념에 대한 이해 여부, 총 20가지 아미노산을 디지털 정보화

하기 위해 필요한 비트 산출 능력 평가 (2진법 5비트로는 25=32개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음), 디지

털 정보와 아날로그 정보의 차이점 이해 여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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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 2 ]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16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일 2015년 10월 18일 (일)

분야 및 문항번호 자연계열 오전 문항 2

출제범위
과목명 과학

핵심개념/용어 에너지 보존법칙, 에너지 효율, 영구기관

면접 소요 시간 3분 이내

문항 및 제시문

연료, 바람, 또는 파도 등 외부 에너지의 공급 없이 차가운 바닷물의 열에너지만을 이용하여 계속 움

직이는 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 여부를 이유와 함께 설명하시오.

문항 해설

열역학 제 1, 2법칙에 대한 이해 여부 (에너지 보존과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 제 2종 영구기관(하나

의 열원으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그대로 외부에 대한 일로 계속 바꾸는 기계)에 대한 이해여부, 자신

이 선택한 가능 여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 이유를 얼마나 조리 있게 설명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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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자연계열 일요일 오후) 문항 정보

[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16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일 2015년 10월 18일 (일)

분야 및 문항번호 자연계열 오후 문항 1

출제범위
과목명 과학

핵심개념/용어 에너지와 환경, 탄소순환, 광합성, 이산화탄소의 환원

면접 소요 시간 3분 이내

문항 및 제시문

광합성 - 화석연료의 생성 - 화석연료의 연소로 연결되는 탄소의 순환과정을 산화와 환원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문항 해설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에 의해 환원되어 탄수화물이 생성되고, 생성된 탄수화물은 한층 더 환원되어 (수

소와 결합이 증가하여 화석화) 화석연료가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화석연료는 연소과정에서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과정을 거쳐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화학반응의 기본개념 이해 여부, 산화-환원의 개념

에 대한 이해 여부, 탄소 순환의 이해 여부를 평가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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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2 ]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16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일 2015년 10월 18일 (일)

분야 및 문항번호 자연계열 오후 문항 2

출제범위
과목명 과학

핵심개념/용어 과학과 문명-정보통신과 소재-정보의 발생과 처리-센서

면접 소요 시간 3분 이내

문항 및 제시문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에는 센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편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그 중 한 

가지 기능을 예로 들어 센서의 작동원리와 함께 설명하시오. 

문항 해설

정보를 인식하는 여러 가지 센서의 기본 작동 원리 이해 여부, 센서작동에 있어서 입력-출력 에너지 

전환 이해 여부 (예를 들어, 가속도 센서는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 실생활에 사용되는 과

학원리에 대한 이해 여부, 가속도 센서 (카메라 손 떨림 보정, 자동 가로-세로 화면 변환), 압력 센서 

(손가락으로 화면을 누르는 시간 및 압력에 따른 소프트웨어 작동 구현, 압전효과), 광센서 (외부 빛

에 따른 화면 밝기 조정) 등의 작동원리 이해 여부를 평가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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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특기자전형 면접고사

■ 특기자전형 면접고사(외국어 - 오전A형) 문항 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16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전형일 2015년 10월 25일(일)

분야 및 문항번호 외국어특기자 오전 A형

출제범위
과목명 도덕, 윤리와 사상

핵심개념/용어 욕심(탐욕), 불공정, 부정, 이상적인 그리스도교인

면접 소요 시간 3분 이내

문항 및 제시문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욕심이 많고 불공정한 사람은 모
두 부정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그는 ‘욕심’이란 단어를 통해 사회적 분배정의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종교개혁시기 칼뱅의 이상적인 그리스도교인의 관점에서 위에서 제기한 아리
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반론하시오.  

문항 해설

-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인간의 욕심이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변

모되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수험생들이 숙지하고 있는지가 문제의 관건이다. 우선 칼뱅이 말하는 

이상적인 그리스도교인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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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자전형 면접고사(외국어 - 오전B형) 문항 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16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전형일 2015년 10월 25일(일)

분야 및 문항번호 외국어특기자 오전 B형

출제범위
과목명 법과 정치

핵심개념/용어 분쟁, 소송, 사회통합, 대안적인 분쟁해결방식

면접 소요 시간 3분 이내

문항 및 제시문

한국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한국사회의 갈등과 분쟁양상이 첨예화되고 있음을 상징

적으로 대변한다. 소송은 분쟁해결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그렇지만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은 시간과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고 분쟁당사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낳는 등 사회통합

을 해치는 측면이 크다. 따라서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분쟁해결 방식들이 대안으로 제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대안을 제시해 보시오.

문항 해설

-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이 무너지며 급격하게 법률적인 소송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분쟁해결방

식으로 소송보다 덜 소모적이며 사회통합을 위해 더욱 바람직한 대안적인 해결방식들을 묻는 문

제이다. 시민권의 고취와 행사를 위해서 바람직한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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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자전형 면접고사(외국어 - 오후A형) 문항 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16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전형일 2015년 10월 25일(일)

분야 및 문항번호 외국어특기자 오후 A형

출제범위
과목명 독서와 문법 I

핵심개념/용어 텔레비전, 일상사들, 비판적인 정보, 시민권, 글 읽기

면접 소요 시간 3분 이내

문항 및 제시문

한 프랑스 사회학자에 따르면 텔레비전은 다양한 일상사들을 강조함으로써 정당한 시민권을 행사

하기 위해 필요한 비판적인 정보를 멀리하게 하고 민주적인 권리행사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에 대한 대안으로 비판적인 글 읽기, 즉 독서행위가 제시되기도 하는데,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언어

에 대한 대안으로서 독서의 특성과 장점들을 말해보시오.

문항 해설

-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의 수동적 수용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판과 분석, 대화적 

상호작용과 상상력의 개입을 강조한 글 읽기의 특성과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개념이 독서의 특성인 만큼 별도의 사고의 깊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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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자전형 면접고사(외국어 - 오후B형) 문항 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16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전형일 2015년 10월 25일(일)

분야 및 문항번호 외국어특기자 오후 B형

출제범위
과목명 독서와 문법 II

핵심개념/용어
발견, 발명, 아메리카, 유럽중심주의, 지식의 지정학, 패러

다임 
면접 소요 시간 3분 이내

문항 및 제시문

월터 미뇰로(Walter Mignolo) 교수에 의하면 발견과 발명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다른 해석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다른 패러다임을 전제한다. 두 개의 패러다임을 구분하는 경계는 ‘지식

의 지정학’(geo-politics of knowledge)을 구분하는 경계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메리카’는 유럽의 

역사관과 세계관에 따라 만들어진 근대 유럽의 발명이다. 따라서 ‘아메리카의 발명’ 뒤에는 유럽중

심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유럽중심주의가 구체화되는 담론들을 열거하고 그 비판적 대안을 제시해 

보시오.

문항 해설

-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아메리카를 콜럼버스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얘기한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중심주의의 담론, 즉 인종주의, 근대성, 헤게모니 담론 등을 전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지식의 경계, 즉 중심에서 주변부로의 탈중

심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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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자전형 면접고사(수학과학 - 오전A형) 문항 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16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전형일 2015년 10월 25일(일)

분야 및 문항번호 수학과학특기자 오전 A형

출제범위
과목명 화학I

핵심개념/용어 공유결합, 분자 구조, 산성, 염기성 

면접 소요 시간 3분 이내

문항 및 제시문

“암모니아(NH3)는 질소(N2)와 수소(H2)의 공유결합 물질이며, 자극성 냄새가 나는 무색의 기체이

다. 또한, 수용액인 암모니아수에는 수산화 이온(OH-)이 존재하여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

으로 변화시킨다.”

(1) NH3의 분자 모형을 만들고 싶다. 어떤 구조로 만들면 좋을지 설명해 보시오. 

(2) 암모니아수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

문항 해설

- 암모니아의 화학 결합과 암모니아수의 화학 반응을 통해 화학 결합, 분자 구조, 산-염기에 대한 

이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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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자전형 면접고사(수학과학 - 오전B형) 문항 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16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전형일 2015년 10월 25일(일)

분야 및 문항번호 수학과학특기자 오전 B형

출제범위
과목명 수학II, 적분과 통계

핵심개념/용어 도함수, 함수의 증가와 감소, 함수의 극값, 최댓값, 최솟값 

면접 소요 시간 3분 이내

문항 및 제시문

홍길동씨는 오전 8시에(  ) 출근해서 오후 5시에(  ) 퇴근하며, 근무 시간 중 시 정각부

터 1시간의 휴식 시간을 갖는다. 휴식 시간 전에는 제품 설계를 하고, 휴식 시간 이후에는 제품 

생산을 한다. 제품 설계를 시부터 시까지 했을 경우 



 (백원)의 임금을 받으며, 제품 

생산을 시부터 시까지 했을 경우 



 (백원)의 임금을 받는다. 단,   는 포물선

이고   는 직선이다. 또한 ≤ ≤  구간에서는 와 는 항상 양의 값을 가지며 

매 시 정각에(  ⋯) 함수 값은 다음과 같다.

 

홍길동씨가 최대 임금을 받으려면 몇 시 정각부터 휴식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지 생각해 보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문항 해설

- 문제를 파악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을 수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과 미분법, 적분법, 도함수의 

활용에 관한 이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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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외국민과외국인특별전형

■ 재외국민과외국인특별전형(재외국민-국어) 필답고사 문항

일반정보

유형 ■ 필답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16학년도 재외국민과외국인특별전형

계열(과목) 및 

문항번호
재외국민전형 국어 1~35번 문항

출제범위
과목명 국어

핵심개념/용어

답안 작성 시간 50분

문항 및 제시문

1. 다음 중 표준어에 해당하는 것은?

  ① 쌍동이    ② 누른밥      ③ 등교길     ④ 오뚜기

2.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① 동짇날    ② 이튿날      ③ 숟가락      ④ 반짇고리

 

3. 다음 밑줄 친 말 중 맞춤법에 맞는 것은?

  ① 문을 꼭 닫아 주십시요.

  ② 얼른 쾌차하시기를 바래요.

  ③ 내일 김철수 씨가 올 거예요.

  ④ 난 오늘 김치찌개를 만들어볼께.

4. 다음 밑줄 친 말 중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① 어쨌든 난 지금 집에 가야겠다.

  ② 날씨가 흐리더니 금새 눈이 내렸다.

  ③ 그들은 시련과 고통을 꿋꿋하게 이겨 나갔다.

  ④ 아이들이 처음 글씨를 쓸 때에는 괴발개발 쓴다.

 

5. 다음 밑줄 친 말 중 어법에 맞는 것은?

  ① 뭘 먹던지 네가 먹을 만큼만 덜어 먹어라.

  ② 가게를 홍보할려면 제대로 하는 것이 좋다.

  ③ 영수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통 못 드신데요.

  ④ 돈을 빌려 사업을 벌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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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이 방은 앞뒤로 바람이 통해 시원하다.

6. 다음 밑줄 친 말 중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① 저 아이가 제 친구인 영숙이예요.

  ② 학생들이 예의가 발라서 마음에 든다.

  ③ 교실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삼가해 주세요.

  ④ 공부가 잘 안 돼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요.

7.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표준어인 것은?

  ① 낙서를 지우게로 깨끗이 지웠다.

  ②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풋잠이 들었다.

  ③ 올캐와 시누이의 사이가 마치 친자매 같다.

  ④ 낭만적인 분위기를 즐기는 그는 멋장이로 소문났다.

8.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표준어에 맞지 않는 것은?

  ①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② 시장에는 늘 먹을거리가 다양하다.

  ③ 그 아이를 보면 왠지 가슴이 두근거린다.

  ④ 연주가 끝나자 우뢰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9.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문장 맥락상 맞지 않는 것은?

  ① 산이 온통 흰 눈에 덮여 있다.

  ② 도둑들이 경찰에게 쫓기 시작했다.

  ③ 예원이는 종이 비행기를 하늘에 날렸다.

  ④ 자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을 겨우 재웠다.

10.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문장 맥락상 맞지 않는 것은?

  ① 신발은 신던 것이어야 편하다.

  ② 아이들이 떠드는 바람에 아기가 잠을 깼다.

  ③ 어제 나는 친구 덕분에 일을 일찍 끝낼 수 있었다.

  ④ 철수가 시험 공부하느라고 어머니께서 한숨도 못 주무셨다.

11. 다음 중, <보기>의 밑줄 친 ‘통해’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그와는 마음이 잘 통해 여행을 함께 다닌다.

② 우리는 책을 통해 간접 경험을 얻을 수 있다.

③ 요즘에는 입학 원서를 인터넷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④ 철수 결혼식에 못 가서 예림이를 통해 축의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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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자서전을 (      ) 것이 소원이던 아버지가 드디어 책을 출판하셨다.

․무척 바빠서 쉴 틈을 (      ) 어려우실 텐데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딸아이가 부쩍 멋을 (      ) 것을 보면 다 큰 것 같아요.

<보기>

․그 아이는 언어를 빨리 (       )한다.

․이번 선거에서 겨우 10%의 표를 (       )했다.

․그녀는 외국에서 학위를 (       )했다.

12. 다음 중, <보기>의 모든 (     )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의 기본형은?

  ① 쓰다     ② 갖다     ③ 내다     ④ 부리다

13. 다음 중, <보기>의 모든 (     )에 들어갈 단어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취득-습득-획득    ② 획득-습득-취득    ③ 습득-취득-획득    ④ 습득-획득-취득

※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문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우선 신문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 
“잘～” 읽어야 합니다.

사실 어른들도 하루치 신문을 제대로 정확하게 읽으려면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러니 배경 지식
이 부족한 학생들이 어려운 어휘들로 가득한 신문을 매일매일 척척 읽어 내기란 여간 벅찬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을 읽을 때는 단순히 활자를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의 편집’을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일어난 사건은 ‘사실’입니다. 기자는 그 사실
을 바탕으로 기사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두고 어떤 기자는 A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른 기자는 B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기자가 쓴 기사는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물론 신문 기사는 ( ㉠ ) 정확하면서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의 ‘편집 읽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경애,「신문을 잘 읽으면 세상이 보여요」

14. 위 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신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무조건 많이 읽어야 한다.

  ② 신문을 읽을 때에는 각 어휘들의 의미를 잘 해독해야 한다.

  ③ 신문 기사를 잘 이해하려면 신문의 편집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④ 동일 사건의 기사들이 다른 이유는 기자가 사실을 바탕으로 쓰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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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느 누구라도 당장 받을 수 있는 100만원이 1년 뒤 받게 될 100만원보다 더 낫다고 생각

합니다. 100만원 꾸어다 쓴 사람이 1년 뒤에 이자를 덧붙여 이보다 더 큰 금액을 갚아야 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만 한나절이라도 앞당겨 받는 것이 나중에 받는 것보다 

낫다는 데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똑같은 먹이라도 아침에 먹는 것이 저녁에 먹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 그런데 ㉡과연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원숭이들이 정말로 미련한 짓을 한 걸까요? 사실 그

렇지 않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원숭이들은 미련하기는커녕 사람보다도 훨씬 똑똑한 녀석들입

니다. 똑같은 먹이라 해도 저녁에 먹는 것과 아침에 먹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아는 원숭이들은 ‘경제적 동물’이라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을 듯합니다.

(다) 반면 저공은 같은 개수의 도토리를 주고도 원숭이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여기

서 유래한 고사성어가  ㉢바로 ‘조삼모사(朝三暮四)’입니다. 눈앞의 이익만 알고 결과가 같은 것

은 모르는 어리석음을 비유하거나,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

습니다.

(라) 춘추 전국 시대, 송나라의 저공이란 사람이 원숭이를 많이 기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먹이

가 부족하게 되자, 저공은 원숭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주는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로 제한하겠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은 아침에 3개를 먹고는 배가 고파 못 

견딘다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에 저공이 “그렇다면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

다.”라고 하자, 원숭이들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마) 이는 중국의 고전『열자(列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받든,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받든, 원숭이들이 모두 7개를 받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4개를 먼저 받는다는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어 상대에게 설득 당하게 됩니다. 

 -서명수,「합리적인 경제 생활을 하려면?」

15. 다음 중,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객관적으로      ② 주관적으로      ③ 상대적으로      ④ 관념적으로

※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6. (가)～(마)를 문맥에 맞게 적절하게 배열한 것은?

  ① (가)-(다)-(나)-(라)-(마)

  ② (라)-(마)-(다)-(나)-(가)

  ③ (가)-(라)-(나)-(다)-(마)

  ④ (라)-(나)-(마)-(다)-(가)

17. 위 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비유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고 있다.

  ② 상징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역설하고 있다.

  ③ 추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고 있다.

  ④ 경험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고 있다.



- 50 -

  조세 ⓐ부담의 공평성에 대한 논의는 크게 이익설과 능력설로 구분된다. 먼저 이익설이란 국민

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공공 서비스 혜택의 크기에 따라 조세 부담을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이

다. 즉 조세는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 서비스의 편익의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며, 각 개인이 받는 

편익의 크기에 따라 조세 부담이 이루어질 때 그 조세 체계는 공평한 것이 된다. 

  그런데 이익설에 따른 과세는 각 개인이 공공재로부터 받는 편익의 크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 ㉠ ) 각 개인이 누리고 있는 공공재로부터 받는 편익에 따라 조세를 부담할 때, 

사람들 대부분은 그 편익의 정도를 과소 보고하게 될 것이다. ( ㉡ ) 그러므로 이익설은 각 개인

이 받는 편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문에 적용될 수 있다.   ( ㉢ ) 각 개인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공공재에 대한 수요와 편익으로만 조세 부담 능력을 파악하는 경

우, 정부의 소득 분배를 위한 역할은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 ㉣ ) 

  능력설은 개인의 조세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를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주장이다. 소득의 공평한 

분배를 중요한 재정 기능의 하나로 여기는 현대 국가에서는 대부분 조세 부담의 공평성에 대해 이

익설보다는 능력설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있다. 능력설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조

세 부담 능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현대 국가에서는 ( ⓑ )이/가 조세 

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현실적인 척도로 이용된다. 

  능력설에서 공평의 개념은 조세 부담 능력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으로 구체화된다. 수평적 공평이란 동일한 조세 부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동일하게 취급해

야 한다는 것이다. 수직적 공평이란 동일하지 않은 조세 부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게 취급

해야 한다는 것이다. 

-EBS 수능완성 국어B형

18. ㉠～㉣의 문맥에서의 뜻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① ㉠: 그 이상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② ㉡: 결과에 있어서도 참으로

  ③ ㉢: 일이 일어난 직후의 빠른 시간

  ④ ㉣ : 성이 나서 갑자기 기를 쓰거나 소리를 냅다 지르는 모양

※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 위 글을 읽고 나올 수 있는 반응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수직적 공평에 따른 과세를 할 경우 조세를 회피하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군.

  ② 대부분의 현대 국가에서는 능력설을 바탕으로 조세 부담의 공평성을 이루려 하는군. 

  ③ 이익설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조세 부담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군. 

  ④ 이익설을 따를 경우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를 하면 되니 과세의 공평성이 향상되겠군.

20. 다음 중, ‘부담’이 ⓐ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① 너무 비싼 선물을 받아 부담스럽다.

  ② 여행 경비는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③ 저녁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스러울 텐데. 

  ④ 부 담 을  줄 이 기  위 해  조 금 씩  나 누 어  투 자 하 는  것 이  좋 겠 어 요 . 



- 51 -

  生死 길은 

  예 있으매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몯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彌陀刹에서 ㉢만날 나 

  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월명사,「제망매가」

 ＊彌陀刹(미타찰): 아미타불이 있는 서방 정토

21. ㉠～㉣ 가운데, “또 이익설은 소득 분배 상태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

판되고 있다.”라는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당한 자리는?

  ① ㉠     ② ㉡     ③ ㉢     ④ ㉣ 

22. 내용 흐름으로 볼 때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득     ② 재산     ③ 소비     ④ 직업

※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작품 내용상 가을에 쓰인 작품이다.

  ② 표현 기교와 서정성이 뛰어난 세련된 작품이다.

  ③ 7행과 8행에서 화자의 인생무상 의식이 드러난다.

  ④ 인간적 슬픔과 고뇌를 9행과 10행에서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24. 위 글에서 화자와 죽은 이가 혈연 관계임을 나타내는 시어는?

  ① 잎     ② 도(道)     ③ 바람     ④ 가지

25. 다 음  중 , ㉠ ～ ㉣  가 운 데  행 위 가  일 어 나 는  공 간 이  다 른  하 나 는 ?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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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정호승,「내가 사랑하는 사람」

※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6. 위 글에 쓰인 표현상 특성과 관계 없는 것은? 

  ①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을 형성한다. 

  ② 1연과 2연의 대칭구조를 통해 안정감을 준다.

  ③ 설의법을 사용해 의미를 강조하고 여운을 준다. 

  ④ 화자의 강한 부정 의지가 이중 부정을 통해 드러난다.  

27. 위 글에 주로 쓰인 심상과 가장 가까운 것은?

  ①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②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③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④ 살 진  젖 가 슴 과  같 은  부 드 러 운  이  흙 을 / 발 목 이  시 도 록  밟 아 도  보 고  좋 은  땀 조 차  흘 리 고  싶 다

28. 위  글 의  화 자 가  사 랑 하 는  사 람 으 로  거 리 가  먼  인 물 은 ? [1.7점 ] 

  ① 경쟁자의 성공을 질투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

  ②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생활이 힘들지만 아버지를 위로하는 청소년  

  ③ 이웃 사람이 시련당하는 것에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

  ④ 오랜 고통을 참으며 눈물어린 노력을 통해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낸 젊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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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부 분  줄 거 리 】 4월  어 느  봄 날  ‘나 ’는  상 처  입 고  쓰 러 져  있 는  ‘카 밀 ’을  발 견 하 고  그  인 연 이  이 어 져  

연 인  관 계 로  발 전 한 다 . 하 지 만 , 미 국 에  거 주 할  때  겪 은  흑 인  폭 동 의  경 험 으 로  외 국 인 에 게  배 타 적 인  

‘오 빠 ’는  내 가  카 밀 과  사 귀 는  것 을  반 대 한 다 .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가게에 배달될 때쯤 ㉠한강 쪽에 예쁜 무지개가 섰다. 내부 인테리어 공

사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무지개가 선 것이 길조로 느껴져 기분이 좋았다. 카밀도 무지개를 발견

하고 어린애처럼 환호했다.

  “소주에 취하면 언제나 쌍, 쌍무지개 뜨던데.”

  카밀의 목소리가 생기 있게 솟았다. 오빠가 가게 문을 열고 예고 없이 안으로 들어선 것은 바로 

그때였다. 우리 세 사람이 막 소주잔을 높이 들고 건배를 하는 순간이었다. 당황한 카밀이 자리에

서 일어서다가 소주잔을 놓치는 바람에 판은 엉망이 됐다. 오빠는 실내를 세심히 둘러볼 것도 없

이 카밀을 보자 와락 눈살부터 찌푸렸다.

  “마침 잘 왔네, 오빠.” 나는 짐짓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가게 인테리어 어때? 아주 예쁘잖아, 엘레강스하고.”

  “뭐하고 있는 거냐?”

  “뭐하긴, 일 끝나고 축배를 드는 거지. 오빠도 앉아 봐. 여긴 오빠도 만나 본 카밀이고, 여긴 필

리핀에서 온 로리 씨. 두 분이 해 줘서 인테리어 비용 반 이상 아꼈어.” 

  “내가 경고했을 텐데…….” 오빠는 카밀에게 쏘아붙였다.

  “네가 뭔데 여기 있는 거야? 정말 끌려가고 싶어서 이래?”

  “왜 다짜고짜 반말을 해, 오빠는.” 내가 오빠를 가로막고 나섰다.

  ㉡무지개는 이미 스러지고 없었다. 오빠의 미간에 수직선 두 개가 뚜렷했다. 화가 날 대로 났을 

때 생기는 골 깊은 수직선이었다. 로리는 눈치를 보다 슬쩍 가게 밖으로 나갔고, 카밀은 죄인처럼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잡고 구석에 밀려나 고개를 잔뜩 숙이고 있었다. 돈벌이에 대해선 남달리 전

투력이 강한 오빠지만 다짜고짜 막말부터 앞세워 잘 알지도 못하는 남을 윽박지르는 건 평소 오빠 

스타일이 아니었다. 나는 오빠가 그렇게 흥분하는 걸 최근에 처음 보았다.

  “날 도우러 온 거야. 오빠의 이런 무례, 이해할 수 없어.”

  “무례? 저런 놈들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아니? 뻔할 뻔 자야. 너도 미국에서 자존심도 없는, 치

사하고 더러운 멕시칸들 많이 겪어 봐서 알잖아. 네 막내 오빠를 죽인 그놈들이야. 네게 맡겨 달라

고 해서 설마설마, 참고 기다려 왔는데 도대체 네 꼴이 지금 뭐냐?” 

  “카밀은 멕시칸이 아니야.”

  “멕시칸보다 더 못사는 놈들이잖아. 난 절대로 용납 못한다. 네가 쫓아내지 못하면 내가 나설 수

밖에. 어디 남자가 없어서 하필 네팔 놈이야?”

  “오빠!” 나는 참지 못하고 쨍 소리쳤다.

  “오빠가 네팔에 대해 뭘 알아? 나마스테 알아? 히말라야, 카일라스 알아? 난 오빠가 그렇게 천

박한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인 줄 몰랐어.” “시끄러워!”

  “오빠같이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해 못해. 나마스테를 오빠가 어떻게 알고 카일라스를 또 어

떻게 이해하겠어? 오빠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네팔 사람들, 백 배는 나아. 어디 사람이 없어서 

네팔 사람이냐고?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래, 오빠, 이 땅에서 어디 사람다운 사람 있

※ (29～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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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데려와 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악을 쓰는 오빠 같은 사람 말고, 못살고 힘없는 사람

은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사람 같지 않은 종자들 말고, 카밀보다 더 사람 냄새 나는 사람 데려오면 

그 사람하고 사귈게. 그 사람 애도 낳고 그 사람 위해 밥 짓고 국 끓이고 할게. 나도 이런 생활 

지긋지긋해. 오빠처럼 오로지 돈, 돈, 돈, 혈안이 된 사람들도 지긋지긋하고, 약하고 가난하면 무조

건 밟아도 좋다는 야만종들도 지긋지긋하단 말야. 차라리 다시 이민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야. 오

빤 내가 어떤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알기나 해?”

-박범신,「나마스테」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등의 넓은 의미로 쓰이는 인사말

*카일라스: 중국 티베트 자치구 서남쪽에 있는 산. 라마교의 성산(聖山)

  변씨는 이완 대장을 밖에 오래 서 있게 하는 것이 민망해서 자주 말하였으나, 허생은 대꾸도 않

다가 야심해서 비로소 손을 부르게 하는 것이었다.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다. 이 대장은 몸둘 곳을 몰라 하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은 손을 저으며 막았다.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에 지루하다. 너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

  “대장이오.”

  “그렇다면 너는 나라의 신임받는 신하로군. 내가 와룡 선생(臥龍先生) 같은 이를 천거하겠으니, 

네가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초려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29.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화를 통해서는 인물들의 과거 행적을 전혀 알 수 없다. 

  ② 서로 대립하는 인물이 대화를 통해 상대를 이해하게 된다. 

  ③ 서술자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한다. 

  ④ 중심인물은 세태의 변화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30. 다음 중, ‘나’와 ‘오빠’의 인식과 관계가 없는 것은? 

  ① ‘나’는 카밀에 대한 오빠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생각한다.

  ② ‘오빠’는 미국의 멕시칸들이 네팔 사람들보다 품성이 좋다고 생각한다. 

  ③ ‘나’는 한국인 가운데 사람다운 사람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④ ‘오빠’는 한국에 있는 저개발국 출신 노동자들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1. 밑줄 친 ㉠과 ㉡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앞으로 전개될 사건에 필연성을 부여한다. 

  ② 사 건  전 개 와  조 응 하 면 서  상 황  변 화 와  그  의 미 를  암 시 한 다 . 

  ③ 전개되는 사건의 숨은 의미를 밝혀주는 단서를 제공한다. 

  ④ 인물의 내면에 상상력을 유발하여 과거의 경험 장면을 떠오르게 한다. 

※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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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렵 습 니 다 . 제 이 의  계 책 을  듣 고 자  하 옵 니 다 .” 했 다 .

  “나는 원래 ‘제이’라는 것은 모른다.” 하고 허생은 외면하다가, 이 대장의 간청을 못 이겨 말을 

이었다.

  “명(明)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으니, 너는 조정에 청하여 종실(宗室)의 딸들을 내어 모두 그들에게 시집 보내

고, 훈척, 권귀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또 머리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했다.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네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무릇, 천하에 대의(大義)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되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 땅에는 천하의 

주인이 들어앉아서 스스로 중국 사람과는 친하지 못했다고 여기는 터이다. 이에 조선이 솔선해서 

다른 나라보다 먼저 항복을 하였으니, 저들은 우리를 가장 미더워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

제들을 파견하여 학문도 배우게 하고 벼슬도 하게 하는 등 옛날 당(唐), 원(元)의 고사를 따르고 

상인들도 자유로이 내왕하도록 해달라고 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청을 기뻐하며 허락할 것이다. 그

렇게 되거든 나라 안에서 자제들을 뽑아서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혀 들여보내고, 지식층은 빈

공과를 보도록 하거라. (중략)”

  이완은 얼빠진 듯 멍하니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사대부들이 몸을 삼가고 예법을 지키고 있으니, 누가 그들의 자제를 머리 깎게 하고 호복을 입

게 하겠습니까?”

  이 말에 허생은 버럭 화를 냈다. 

  “소위 사대부란 대체 어떤 놈들이냐? 이맥의 땅에 태어나서 제멋대로 사대부라 하니 염치가 없

지 않느냐? 바지저고리를 온통 희게만 해 입으니 이건 장사를 지내는 사람의 옷차림이요, 머리를 

한데 묶어서 송곳처럼 상투를 트니 이건 남만의 방망이 상투가 아니냐. 그러면서 어찌 예법을 압

네 주둥이를 놀리는 거냐? 옛날 번어기는 사사로운 원한을 갚고자 머리를 자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고, 무령왕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호복을 입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 지금 명나라

의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서 그래 그까짓 상투 하나를 아낀단 말이냐?

  뿐만 아니다. 장차 말타기․칼치기․창찌르기․활당기기․돌팔매질을 익혀야 하거늘, 그 넓은 소매를 고

칠 생각은 하지 않고 예법만 찾아? 내가 세 가지를 말했으나 너는 그 중 한 가지도 못 한다 하면

서 그래도 신임 받는 신하 노릇을 한단 말이냐? 그래도 굳이 신임 받는 신하라고 하겠느냐? 이런 

놈은 참수하는 것이 옳다.”

  허생은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 찔러 죽일 듯한 기세였다. 이공은 크게 놀라 엉겁결에 뒤창

을 차고 나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그는 다시 허생의 집을 찾았으나, 이미 집은 텅 비고 찬바람만 쓸쓸할 뿐, 주인의 종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박지원,「허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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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위 글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것은? 

  ① 허생은 이완 대장에게 거침없이 말한다.  

  ② 임금은 인재를 찾기 위해 어디든 달려간다. 

  ③ 이완은 청나라와 친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허생은 위기 극복을 위해 명나라와 연합하자고 주장한다. 

33. 위 글에 드러난 허생의 주장과 관계가 없는 것은?

  ① 허식적인 예법을 버려야 한다. 

  ② 전통적인 예법을 존중해야 한다.

  ③ 명나라의 후손들을 돌봐주어야 한다. 

  ④ 청나라의 실상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34. 다음 중, ‘이완’의 등장이 가지는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완이 실리를 주장하는 허생을 도와준다. 

  ② 이완의 등장으로 허생의 남다름이 더욱 부각된다. 

  ③ 당대 지배층의 무능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④ 작 품 의  역 사 적  배 경 을  구 체 화 하 여  사 건  전 개 의  실 감 을  더 한 다 . 

35. 이완이 허생의 계책을 수용하지 못한 이유의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임금의 신뢰를 잃을까봐 걱정했기 때문

  ② 허생의 식견과 인품이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

  ③ 허생의 계책이 지나치게 임시방편적이고 실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④ 집권층의 권위주의적, 명분중시 태도로 볼 때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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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별 평가요소 및 출제 근거

문항 평가 요소 출제 근거

1~

10번

국어의 표준어와 문법 지식을 묻는 문항들로,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과서의 ‘품사’와 ‘문
법 요소’ 등의 단원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
를 출제하였다. 

국어의 표준어와 문법 지식과 관련하여 국립
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과 온라인 가나다에
서의 질의 내용 중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
과서의 ‘품사’와 ‘문법 요소’ 등의 단원과 관
련된 어휘와 문법 요소들과 해당 예문을 발
췌하였다.

1 1 ~

13번 

국어 단어(다의어와 동음이의어, 유사 한자
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
는 문항들로,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과서의 
‘단어의 의미’ 등의 단원과 관련하여 해당 내
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국어 단어(다의어와 동음이의어, 유사 한자
어)의 의미 파악과 관련하여 국립국어원의 표
준국어대사전의 어휘 중 고등학교 독서와 문
법 교과서의 ‘단어의 의미’ 등의 단원과 관련
된 어휘와 예문들을 발췌하였다.

1 4 ~

15번 

국어의 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
는 문항들로,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과서의 
‘글의 구성 원리’와 ‘독서의 방법’ 등의 단원
과 관련하여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구성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지
를 묻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국어의 글의 내용 파악과 관련하여 “하이라이
트 월간 중학교 독서평설 p. 83.(지학사 
2009.12)”의 제시문 중 재외국민 수험생의 
수준에 맞게 내용을 발췌하였다.

1 6 ~

18번 

국어의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를 묻는 문항
들로,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과서의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와 ‘담화’ 등의 단원과 관련
하여 글의 전개 방식에 따라 그 구조를 정확
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를 출제
하였다.

국어의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와 관련하여 
“하이라이트 월간 중학 독서 평설 p.54(지학
사 2010.06.)”의 제시문 중 재외국민 수험생
의 수준에 맞게 내용을 발췌하였다.

1 9 ~

22번 
글 내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가에 중점
을 두었다.

“EBS 수능완성 국어B형”에서 지문을 차용하
였다. 

2 3 ~

28번 

고등학교 공통과정의 기본 문학작품을 통해 
내용 이해, 작품의 표현 특성, 심상의 이해와 
적용, 시 이해의 적용과 추론을 할 수 있는가
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고전시가 「제망매가」와 현대시 「내가 사
랑하는 사람」을 제시문으로 하였다. 

2 9 ~

31번 
작품 내용의 이해, 주요 등장인물의 성격 파
악, 작품 내 상징의 서사적 기능을 물었다.

한국에서 근래 촉진되고 있는 다문화 사회화
를 염두에 두고 박범신의 「나마스테」를 제
시문으로 하였다. 

3 2 ~

35번
내용에 대한 이해, 등장인물의 기능, 인물 간 
갈등 원인을 추론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박지원의 「허생전」을 제시문으로 하였는데, 
위에서 제시문으로 가져온 네 문학작품은 모
두 고등학교 공통 교육과정 수준에서 제시되
는 기본 작품들이다. 

- 중·고등학교 과정 중 3년 이상을 해외에서 수학한 점을 참고하여 고등학교 2학년 교과 수준의 

내용으로 출제하였다. 또한 교과서, EBS교재를 참고하여 제시문을 활용함으로써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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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과외국인특별전형(외국인-한국어) 필답고사 문항

일반정보

유형 ■ 필답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16학년도 재외국민과외국인특별전형

계열(과목) 및 

문항번호
외국인전형 한국어 1~35번 문항

출제범위
과목명 한국어

핵심개념/용어

답안 작성 시간 50분

문항 및 제시문

※ (1～6) 다음 (    )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 이 길에는 사람이 지나간 (      )이/가 없다.

  ① 흠집           ② 흔적           ③ 자리           ④ 상태

2. 그들은 이번 경기에서 자신들의 실력을 (      ) 발휘했다.

  ① 넉넉하게       ② 유감없이       ③ 염치없이       ④ 흡족하게

3.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      ) 있다.

  ① 빗발치고       ② 결정되고       ③ 떨어지고       ④ 달라붙고

4. 나무가 (      ) 대패로 말끔하게 다듬었다. 

  ① 고와서         ② 잘아서       ③ 뻣뻣해서       ④ 거칠어서

5. 나는 (      ) 무표정한 얼굴로 안락의자에 앉아 그들을     관망하기만 했다.

  ① 구태여         ② 함부로       ③ 일부러         ④ 과실로

6. 그 아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       ) 썼다.

  ① 설렁설렁       ② 꼬박꼬박      ③ 허둥지둥       ④ 차곡차곡

※ (7～9) 다음 중, 밑줄 친 부분과 바꾸었을 때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을 고르시오.

7. 철수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학업을 그만두고 직장을 다녔다.

  ① 마치고        ② 포기하고      ③ 계속하고      ④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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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커피를 너무 (     ) 탔다.

․어머니께서 옷에 단추를 (     ) 주셨다.

․다리미가 좀더 (     ) 다리미질을 할 수 있다.

<보기>

․그는 증인으로 법원에 (     ) 갔다.

․이 음식으로 모든 사람의 배를 (     ) 어렵다.

․퇴 직 금 은  신 탁  회 사 에  맡 겨  재 산 을  (     ) 것 이  요 즘  추 세 이 다 .

8. 그 회사 제품이라면 믿을 만하다. 

  ① 신뢰할 만하다     ② 기대할 만하다     ③ 배반할 만하다     ④ 의심할 만하다

9. 힘든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다.

  ① 부담이 된다       ② 힘이 생긴다      ③ 몸이 아프다       ④ 힘이 많이 든다

※ (10～11) 다음 <보기>의 (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의 기본형을 고르시오.

10. 

  ① 늘리다         ② 채우다       ③ 불리다         ④ 출석하다

11. 

  ① 달다          ② 맛있다       ③ 붙이다        ④ 뜨거워지다

※ (12～13)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을 고르시오.

12. 누구나 그런 일에는 자신의 명예를 건다.

  ① 운전수가 자동차 엔진에 시동을 건다. 

  ② 온 가족이 동생의 일에 기대를 걸고 있다. 

  ③ 집을 얻으려면 미리 계약금을 걸어야 한다. 

  ④ 그는 집에 들어오면 외투를 벗어서 옷걸이에 건다.

13. 이번 시험 문제는 아주 쉬워서 시험 시간이 많이 남았다.

  ① 진정한 영웅의 이름은 후세에 영원히 남는다.

  ② 통장에 돈이 얼마 안 남았으니 아껴 써야 한다.

  ③ 우리는 이곳에 남아서 뒷정리를 하고 가야겠다.

  ④ 선생님의 마지막 모습이 오랫동안 머리에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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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는 선천적으로 ( ㉠ ) 주어진 환경에 의하여 얻어지는 면이 강하다. 따라서 다양한 경

험을 통해 자신의 흥미를 발견하고, 이를 ( ㉡ )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중학교『기술․가정』

  운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 ㉠ ) 우리나라 수험생은 운동하는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고 공

부에만 매달린다. 그러나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학습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명

심해야 한다. 종일 공부만 하는 것보다 적절한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 ㉡ ). 운동을 하면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집중력과 체력이 좋아지고 아울러 뇌의 기능도 활성화되어 학습 능

력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 ㉠에 가장 알맞은 것은?

  ① 타고날지언정      ② 타고나더라도     ③ 타고날 뿐더러     ④ 타고나는 것보다

 

15. ㉡에 가장 알맞은 것은? [3점]

  ① 계발하려는       ② 계획하려는      ③ 선택하려는       ④ 수행하려는

※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6.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여러 실험 결과로 인해서

  ② 여러 실험 결과에 대해서 

  ③ 여러 실험 결과에도 불구하고 

  ④ 여러 실험 결과로부터 비롯되어

17.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든든하다      ② 못마땅하다      ③ 바람직하다    ④ 불가피하다 

18. 다음을 논리적인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체 온 이  내 려 가 면  근 육 이  떨 리 도 록  하 여  몸 에 서  열 이  많 이  발생하게 한다. 

(나) 그 결과 체온이 올라간다.

(다) 그 럼 으 로 써  몸 에 서  외 부 로  열 이  빠 져 나 가 는  것 을  줄 인 다 .

(라) 그 리 고  피 부 의  모 세  혈 관 이  수 축 하 여  피 부 로  흐 르 는  혈 액 의  양 이  감 소 한 다 .

-중학교『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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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자 안내  

  안녕하세요? 공모전 운영 사무국입니다.

  이번 '2015 한글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연령,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타 공모전 수상작은 응모가 불가합니다.)

  공 모 전  참 여 를  희 망 하 시 는  분 께 서 는  참 가  신 청 서 를  작 성 하 셔 서  전 자 우 편 (hanguel@ kocca.kr)으 로  

접 수 해  주 시 길  바 랍 니 다 . 

  접수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21일 24:00(KST)까지입니다.

  여름 과일로는 수박만한 것이 없다. 참외나 자두 같은 과일도 있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멜론이나 

오렌지도 있지만 역시 수박이 제일이다. 야외 활동을 하느라고 땀을 많이 흘리고 집에 들어왔을 

때 냉장고에 맛있는 수박이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시원한 수박을 몇 조각 먹고 나면 속까지 

시원해지고 갈증이 사라지며 힘이 솟기까지 한다. 

  김대리: 새로 들어온 신입 사원 어때? 괜찮아?

  이대리: 어, 일은 그런대로 잘하는데...

  김대리: 그런데? 

  이대리: 응, 뭔가 좀 그래.

  김대리: 뭐가? 

  이대리: 음, 뭐냐면...( ㉠ )

  ① (가)-(나)-(다)-(라)   ② (가)-(다)-(라)-(나)  ③ (가)-(라)-(나)-(다)  ④ (가)-(라)-(다)-(나)

19. 다음 글을 읽고 내용이 같은 것을 고르시오. 

  ① 과일 중에서 수박이 제일 맛있다. 

  ② 수입 과일보다 국산 과일이 맛있다. 

  ③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 갈증이 사라진다. 

  ④ 야외 활동 후에는 꼭 수박을 먹어야 한다. 

20.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빈틈없이 일을 해.

  ② 눈치가 너무 없어.

  ③ 선배들의 말을 안 들어.

  ④ 행동하는 게 신입사원 같지가 않아. 

※ (21～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1. ㉠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밀접하게      ② 제한없이     ③ 무관하게      ④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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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란 어떤 물건이나 일에 대해 서로 협의하여 동의한 것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이다. 사

실 계약은 말이나 간단한 글을 통해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을 ( ㉠ ) 거짓말을 

할 경우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게 쉽지 않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에 발생할 수도 있는 다툼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게 된다. 계약서는 확실한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

다. 

  믿을 만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스스로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

요하다. ( ㉠ ) 등의 신뢰와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끊임없

이 노력해야 한다. 이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임을 알아보고 좋은 친구가 

된다. 

22. 위 글을 잘못 이해한 반응은? 

  ① 어린이도 참여가 가능하군. 

  ② 접수 기간이 한 달이나 되는군.

  ③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는군.

  ④ 참가 신청서 없이도 참여할 수 있군.

※ (23～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3.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②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③ 나는 늘 용서를 바라는 사람이다.

  ④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24. 위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믿을 만한 친구를 만나자.

  ②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친구이다. 

  ③ 믿음을 가지고 친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④ 믿을 만한 친구를 만나려면 스스로 믿을 만해야 한다.

※ (25～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5. 위 글의 내용상 ㉠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① 어기거나       ② 빼앗거나     ③ 깨버리거나     ④ 무시하거나

2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계약은 글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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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가운데에는 뜻을 이루어 높은 자리에 간 후 부하 직원의 어려움을 듣지 않는 경우가 종

종 있다. 그들은 자신이 낮은 자리에 있을 때 ( ㉠ ) 부하 직원들도 고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

각한다. 그리고 가난하던 사람이 경제적으로 성공하여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 ㉡ )(이)라는 속담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듯하다. 심지어 지위가 높아지고 부자가 되

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 ⓐ ) 그들은 ( ㉡ )(이)라는 비판을 

당하곤 한다. ( ⓑ ) 자리가 높아질수록 겸손하고, 부자가 될수록 가난한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주위의 존경을 받는다. 지난 날 자신이 어려웠던 때를 잊지 않고 주위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 

  ② 대부분의 계약은 믿기 어렵다. 

  ③ 계약서는 법적으로 별 가치가 없다.  

  ④ 계약서는 다툼이 있을 때 좋은 증명서이다. 

※ (27～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7. ㉠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① 고생했으니      ② 잘나갔으니     ③ 고생했으면서    ④ 잘나갔으면서 

28. ㉡에 들어갈 속담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싼 게 비지떡이다.

  ②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③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④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

29. ⓐ와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당한 것은?

  ① ⓐ: 또         ⓑ: 그래서 

  ② ⓐ: 반면에     ⓑ: 또

  ③ ⓐ: 그렇지만   ⓑ: 반면에

  ④ ⓐ: 그러므로   ⓑ: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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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 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김소월, 「엄마야 누나야」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 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

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속을 빤히 들여다본다. 얼굴이라도 비추어 보는 것이리라. 갑자기 물을 움켜 낸다. 고기 새끼라

도 지나가는 듯. 소녀는 소년이 개울둑에 앉아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 

제목: ( ㉠ )

주제문: 건강해지는 습관을 알고 실천하자.

Ⅰ. 시작하기... ( ㉡ )

Ⅱ. 건강해지는 습관

Ⅲ. 건강해지는 습관 실천 방법 

Ⅳ. 끝 내 기 ... 건 강  습 관 과  실 천  방 법 을  잘  알 고  건 강 을  지 키 자 .

※ (30～31) 다음은 글을 쓰기 전 차례를 적은 메모이다. 잘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 ㉠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당한 것은? 

  ① 건강과 습관  ② 건강이 제일이다  ③ 건강과 운동 방법  ④ 건강 습관과 실천 방법

31. ㉡에 들어가기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건강의 중요성

  ② 건강식품에 대한 소개

  ③ 건강하지 못할 때의 문제점

  ④ 건강에 대한 사회 분위기 소개 

※ (32～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2. ㉠의 의미와 관계가 없는 것은?

  ① 이상적인 곳       ② 고향 같은 곳     ③ 현대적인 장소     ④ 아름다운 자연

33. ㉡의 표현법과 다른 것은?

  ① 바위의 고민       ② 깃발의 외침       ③ 가로수의 기도     ④ 무당벌레의 다리 

※ (34～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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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중간 생략)

  그러다가 소녀가 물 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 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만 홱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조약돌이 날아왔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밭 사잇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

래 빛나는 갈꽃뿐.   (중간 생략) 소녀가 갈꽃을 안고 있었다. 그 리 고  이 제 는  천 천 한  걸 음 이 었 다 . 

유 난 히  맑 은  가 을  햇 살 이  소 녀 의  갈 꽃 머 리 에 서  반 짝 거 렸 다 . 소 녀  아 닌  갈 꽃 이  들 길 을  걸 어 가 는  것 만  

같 았 다 . 

  소년은 이 갈꽃이 아주 뵈지 않게 되기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문득,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내려

다보았다. 물기가 걷혀 있었다. 소년은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황순원, 「소나기」

34. 소년에 대한 소녀의 관심을 드러내주는 소재는? 

  ① 개울          ② 조약돌       ③ 징검다리      ④ 분홍 스웨터

35. 소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① 성격이 활달하다. 

  ② 관찰하는 것을 좋아한다.

  ③ 소녀에 대해 관심이 있다.

  ④ 조약돌을 모으는 취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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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별 평가요소 및 출제 근거

문항 평가 요소 출제 근거

1~
13번

한국어의 어휘 지식을 묻는 문항들로, 고등학
교 독서와 문법 교과서의 ‘단어의 의미’와 ‘담
화’ 등의 단원과 관련하여 한국어 능력 시험 
5~6급 수준의 어휘 의미를 문장 내에서 정
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1~13번 문제의 제시문은 한국어의 표준어와 
어휘 지식과 관련하여 국립국어원의 표준국
어대사전과 온라인 가나다에서의 질의 내용 
중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과서의 ‘품사’와 
‘문법 요소’ 등의 단원과 관련된 어휘 중 한
국어 능력 시험 5~6급에 해당하는 어휘와 
그 예문을 발췌하였다.

1 4 ~
17번

한국어의 글의 내용을 파악하면서 문맥에 맞
는 문법 요소와 어휘를 선별하는 문항들로,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과서의 ‘글의 구성 
원리’와 ‘담화’ 등의 단원과 관련하여 한국어 
능력 시험 5~6급 수준의 문법 지식과 어휘 
의미를 문맥에 맞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
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14~15번 문제의 제시문은 “중학교 기술•가정 
3학년 교과서(금성출판사)”, 16~17번 문제의 
제시문은 “리더들의 성공 비결(국민체육진흥
공단)”의 제시문을 외국인 수험생의 수준에 
맞게 내용을 발췌하였다.

18번

한국어의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과서의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와 ‘담
화’ 등의 단원과 관련하여 한국어 능력 시험 
5~6급 수준의 글 내용을 전개 방식에 따라 
그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
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제시문은 한국어의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와 
관련하여 “중학교 과학 3학년 교과서(미래
엔)”의 제시문을 외국인 수험생의 수준에 맞
게 내용을 발췌하였다.

1 9 ~
20번

19번은 제시문 내용의 정확한 파악, 20번 문
제는 일상 대화에서 이루어지곤 하는 불완전
한 표현의 감춰진 내용을 추론하도록 하였다. 

19번 문제는 제시문 내용의 정확한 파악, 20
번 문제는 일상 대화에서 이루어지곤 하는 
불완전한 표현의 감춰진 내용을 추론하는 것
으로, 제시문은 출제의도에 맞추어 출제자가 
작성하였다. 

2 1 ~
22번 

공모전 참가 안내문을 활용하여 적절한 의미 
파악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실제적인 자료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문화
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15 한글 창의 아
이디어 공모전” 참가 안내문을 제시하였다. 

2 3 ~
26번

제시문 내용 이해, 주제 파악, 유의어의 활용 
능력 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주제 파악, 유의어의 활용 등을 묻기 위해 제
시문은 출제의도에 맞추어 출제자가 작성하
였다. 

2 7 ~
29번 

어휘의 문법적 형태, 문맥에 어울리는 속담, 
앞뒤 맥락을 고려한 접속어를 적절히 이해하
고 적용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문맥에 어울리는 속담, 앞뒤 맥락을 고려한 
접속어를 묻는 것으로 제시문은 출제의도에 
맞추어 출제자가 작성하였다. 

3 0 ~
31번 

쓰기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모 형식의 
간단한 개요 제시문을 통해 구성 내용에 걸
맞은 제목을 찾을 수 있는지, 개요 맥락을 고
려하여 시작하기 단계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
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쓰기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모 형식의 
간단한 개요 제시문을 출제의도에 맞추어 출
제자가 작성하였다. 

3 2 ~
35번

한국어 능력 시험 5~6급 수준에 맞는 문학 
제시문을 사용하여 상징적 의미, 표현법, 인
물의 성격 등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
고자 하였다.  

한국어 능력 시험 5~6급 수준에 맞는 문학 
제시문을 사용하여 상징적 의미, 표현법, 인
물의 성격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 황순원의 「소나기」를 
사용하였다. 

-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해외에서 수학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5~6급 

수준의 내용으로 시험 시간을 고려하여 기초 학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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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과외국인특별전형(재외국민-영어) 필답고사 문항

일반정보

유형 ■ 필답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16학년도 재외국민과외국인특별전형

계열(과목) 및 

문항번호
재외국민전형 영어 1~50번 문항

출제범위
과목명 영어

핵심개념/용어

답안 작성 시간 60분

문항 및 제시문

[Questions 1-10] Choose the word that best completes the blank in the given context. 

1.  The boulder was balanced in a _______ position over the cliff, and it threatened to fall at 

any moment onto the heads of the heedless skiers below.

    ① vulnerable          ② precarious

    ③ stable               ④ commanding

2. Many ancient civilizations collapsed when their environment could not _______ the strain 

of supporting their growing populations.

    ① enhance            ② ascertain

    ③ comprehend          ④ withstand

3.  Located near bus and subway stations, the school has good public _______. It’s easy for 

students to get there.

  ① access              ② facilities

  ③ programs           ④ relations

4.  Before allowing someone to deliver a personal opinion on the air, most television news 

programs issue a disclaimer _______ all responsibility for the views expressed.

    ① denying            ② fulfilling

    ③ shouldering          ④ promoting

5.  The bridge at Niagara Falls spans the longest _______ border in the history of the world, 

symbolizing the peace and goodwill that exist betwee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① unguarded          ② ex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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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disputed            ④ permanent

6. In statistics, _______ always exists in a data set, because not every individual will have 

the same exact value for every characteristic being measured.

    ① similarity              ② consistency  

    ③ correlation             ④ variation

7.  Critics of socialism argue that it does little to reward hard work, and that a socialist 

economy, with its centralized decision-making, is _______ to mistakes by a few leaders.

   ① beneficial                ② tantamount  

   ③ susceptible               ④ averse

8.  Monochronic people believe that time is tangible, so they do one thing at a time and 

concentrate on events in _______.

   ① reverse                   ② sequence  

   ③ effect                     ④ jeopardy

9. The Muses are _______ deities: they take vengeance without mercy on those who are 

jealous of their charms.

   ① vindictive                 ② solicitous 

   ③ magnanimous              ④ dispassionate

10. The candidate __________ the election shortly before midnight, after it had become 

abundantly clear that his opponent was going to win by a landslide.

  ① conceded                ② supported

  ③ confirmed                ④ overturned  

[Questions 11-25] Choose the number of the underlined part of the sentence that is NOT correct. 

11. There are times ①when a simple act of helping causes criticism. If the assistance makes 

②those who are helped ③feeling ashamed of their current social or economic position, 

then it’s an undesirable way ④of helping.

12. Newton imagined that ①masses influence ②on each other by exerting a force, ③while in 

Einstein’s theory the effects occur through ④a bending of space and time.

13. Bristlecone pines are unusual trees ①that grow ②in the mountain regions of western 

America, sometimes as ③highly as two or more miles ④above sea level.

14. One of the reasons why the law forces men ①to provide alimony and child support 

②is that society assumes that women have a higher moral responsibility to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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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than ③men are and ④that women wouldn’t abandon that responsibility under 

any circumstances.

15. The tendency of new immigrants ①to settle in their ethnic communities ②are sometimes 

wrongly cited as evidence ③that they do not wish to become ④integrated into American 

society.

16.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nglish used by men and by women ①are not limited to 

vocabulary, ②which they might be expected because of ③differences in the conventional 

interests that males and females are socialized ④to have.

17. An investigation of a child’s ①developing linguistic competence ②involves obtaining an 

initial speech sample and then, over a period of time, ③regular gathering samples that can 

be ④compared with the original data.

18. The development of this area, ①which recreated the neighborhood’s 1920s heyday but ②

forced out longtime residents and ③sanitizing the area to the point of lifelessness, ④sets 

a very worrying precedent.

19. We will support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Africa and ①assist Africans in their 

struggle for ②lasting peace, poverty eradication ③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reby ④

bring Africa into the mainstream of the world economy.

20. The procedures that have ①been outlin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②are 

intended to make sure that researchers follow the rules that ③are required them to report 

all negative side effects that ④are observed in clinical trials.

21. ①Most of the data in the article show ②that levels of educational achievement ③have 

remained ④steadily for the last twenty-five years.

22. Modern diagnostic equipment ①allows doctors to identify some serious medical problems 

②so early than ③was possible in the past. The high price of that same equipment, 

however, ④drives up the costs of medical care.

23. According to Levada, an independent pollster, ①a number of people ②prepared to 

support ③the Kremlin ④in case of a military conflict with Ukraine has dropped from 

74% to 41% since March.



- 70 -

24. Singapore looked ①set to be among the world’s ②fastest- growing economies this year, 

after a growth spurt in the first half ③has prompted the government to project an 

expansion of ④as much as 15 percent. 

25. ①Rediscovered in 1980 when a fisherman caught ②a piece of the airship’s debris in his 

net, the wreck was recently surveyed and mapped ③using remotely ④operating robots.

[Questions 26-30] Read the following sentences and choose the order that forms a well-organized 
paragraph. 

26.

A. However, the demand for skilled workers is greater than the supply.

B. Today, modern businesses must have skilled workers in order to be successful.

C. As a result, there is a strong global demand throughout the world for the skilled workers.

D. They need high-tech workers who can design, create, and work with modern technologies.

① B-A-D-C     ② B-D-C-A     ③ D-C-A-B    ④ D-B-A-C

27. 

A. Euphemisms are expressions intended to be less offensive, disturbing, or embarrassing than 

the words or phrases they replace.

B. People often speak about these topics using euphemisms.

C. One reason why people use euphemisms is that they can hide unpleasant or disturbing 

ideas behind them.

D. In every culture, there are topics that are hard to talk about directly.

① A-B-D-C     ② A-D-C-B     ③ D-A-B-C     ④ D-B-A-C

28.

A. The Spanish added sugar and brought it back to Spain, where it became very popular.

B. When Spanish explorers went to Mexico for the first time, they discovered the drink of 

Mexican kings ― chocolate.

C. Today, chocolate is a very popular flavor in drinks, cakes, and other sweets, but its 

history goes back more than five hundred years.

D. However, it was not like the hot chocolate of today: it did not have sugar in it, so it had 

a very bitter taste.

① C-B-D-A   ② C-D-A-B    ③ B-A-C-D     ④ B-C-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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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A. Sociologists distinguish two kinds of status.

B. Status is usually defined by sociologists as the position of an individual in relation to other 

members of a group.

C. Achieved status, the other category, is a social position that an individual reaches through 

choice, ability, and competition.

D. An individual has ascribed status by virtue of being born male or female and of being 

born into a given social class or racial and ethnic group. 

① A-D-C-B      ② A-D-B-C      ③ B-A-D-C     ④ B-D-A-C

30.

A. Despite recent findings which link the overconsumption of animal fats to degenerative 

diseases, animal foods are more critical for sound nutrition than plant foods.

B. We are best off when we consume both kinds.

C. Rather, my argument is that while plant foods can sustain life, access to animal foods 

bestows well-being above and beyond survival.

D. I don’t mean to say that animal foods are so good to eat that we can dispense with plant 

foods altogether.

① A-C-B-D      ② A-D-C-B      ③ D-B-A-C      ④ D-A-B-C

[Questions 31-40] Read the following passages and answer the questions. 

[31-32] A green workplace is one that does not use much energy and water and does not 
produce much waste and pollution. It also generally provides a healthy working environment. 
The United States Green Building Council (USGBC), an independent organization, certifies a 
building as “green” if it does all these things. Between 2000 and 2004, the number of 
workplaces that received certificates went up steadily. Then in 2005, the USGBC certified 
1,400 new buildings. This was almost double the number of buildings certified in 2004. Two 
years late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workplaces certified was even more dramatic. 
Between 2006 and 2007, there was an increase of 228 percent. In total, just over 10,000 
workplaces have been certified as green since 2000. This is good news for the U.S. office 
workers and for the environment in general. 

3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mentioned as a condition for the USGBC certification?
① Garbage production ② Water consumption
③ Work environment ④ Organic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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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How many office workplaces received certificates from the USGBC in 2004?
① Around 500 ② Around 600
③ Around 700 ④ Around 1,000

[33-34] American movies create a myth about college life in the United States. These movies 

are entertaining, but they aren’t true. You have to look beyond Hollywood movies to 

understand what college is really like. Thanks to the movies, many people believe that college 

students party and socialize more than they study. Movies almost never show students 

working hard in class or in the library. __________, movies show them eating, talking, 

hanging out, or dancing to loud music at wild parties. While it’s true that American students 

have the freedom to participate in activities outside of the classroom, they also have 

important academic responsibilities. In order to succeed, they have to attend classes and study 

hard. 

33.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lls in the blank?

① Besides ② Instead    ③ Similarly   ④ Accordingly

34. W hich of the fo llow ing is true according to the passage?

① Hollywood makes movies that show stories of real college life.

② There is nothing exciting happening on America’s college campuses.

③ We can hardly see Hollywood movies show students in the library or in class.
④ Am erican students have to participate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for graduation.

[35-36] In one classic experiment, divers learned lists of words in two environments, on dry 

land and underwater. They were later asked to recall the words in one of the two 

environments: either in the original environment in which the words were learned or in the 

alternative environment. Lists learned underwater had higher recall underwater, and lists 

learned on dry land had higher recall on dry land. The experimenters later proved that this 

effect was an example of __________ memory. Some companies have used this effect to their 

advantage. One example is Standard Parking of Chicago, which manages a parking garage at 

O’Hare Airport. To help customers remember on which floor they parked their car, they 

played a different signature tune at each level of the garage, and decorated the walls with the 

icons of different local sports franchises, so the Bulls were on one floor and the Blackhawks 

on another. 

35.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lls in the blank?

① long-term  ② random-access  ③ age-associated  ④ context-dependent

36.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stated or implied about the parking garage managed by 

Standard Parking of Chicago?

① The garage provides the customers with an easy connection to airport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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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Customers are helped to find the place where they parked their car.

③ Different music is played on each floor of the garage.

④ The walls at each level are decorated with pictures of different sports franchises.

[37-38] In 2000, the music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was very worried. Young people 
everywhere were illegally getting digital music tracks from the Internet. If this continued, the 
music industry knew it was going to be in trouble. People would stop buying CDs and stop 
paying for music. So the music industry decided to try selling tracks of music online. In 
2003, the music industry sold only 19 million digital tracks of music. By the end of 2007, 
however, the number of tracks sold on the Internet was 844 million, a huge and dramatic 
increase. During the same period, the number of CDs sold declined from 656 million in 2003 
to 500 million in 2007. But the music industry was not too worried about the decline. When 
you look at the total sales of music (both CDs and digital tracks), the music industry sold 
675 million units of music in 2003, but four years later, that number doubled. Total sales of 
both types of music in 2007 were 1,344 million units. In other words, the music industry 
was __________.

37.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lls in the blank?
① facing a new obstacle to overcome to make profit
② finding a way to create new business through the Internet
③ counting on an innovative technology to facilitate downloading
④ struggling to increase its share in the domestic market

38. Which of the following did NOT happen to the music industry between 2003 and 2007?
① Total music sales decreased.
② The volume of CD sales was reduced.
③ Digital track sales increased sharply.
④ There were changes in music distribution.

[39-40] Historically, liberalism has been oriented toward change and progress, whereas 

conservatism is skeptical about change and does not necessarily equate change with progress. 

Changes planned and initiated by the state might be described by a liberal as “reform” and by 

a conservative as “meddling,” that is, meddling with the natural order of things. Conservatives 

view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order in a society as natural, in that the society’s 

culture and politics have been developed over generations by a process of gradual evolution. To 

tamper needlessly with intricate social relationships is a folly because it is unlikely to improve 

things and more likely to make them worse. 

  Perhaps the most basic differences between liberalism and conservatism involve the 

conception of (A)___________ and the individual’s place within (B)__________. Liberalism 

begins with a conception of individual and property rights and then constructs a theory of 

society to accommodate the individual’s natural rights. Conservatism begins with a conception 

of society and fits into it individual and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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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lls in both (A) and (B)?

① culture    ② society    ③ change    ④ progress

40. Which of the following text structures does the writer use to present the main idea?

① Cause and effect

② Problem and solution

③ Definition and example

④ Comparison and contrast

[Questions 41-50] Read the following passages and answer the questions. 

[41-43] Diversity wasn’t always part of American college life. When Harvard College in 

Massachusetts opened its doors in 1636, its first students were wealthy, white, and male. For 

the next 200 years, this was the typical college population. Many people simply didn’t believe 

that women or minorities needed a college education. Fortunately, not everyone shared that 

view. Students who were neither white nor male were able to go to separate and highly 

respected colleges such as Radcliffe for women and Howard University for African Americans.

  The U.S. government provided greater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Americans in 1944, 

with the GI Bill of Rights. In this bill, the government promised to pay tuition and living 

costs for any World War II veteran who wanted to go to college. The bill opened up U.S. 

campuses to students of all ethnic and economic backgrounds. As a result, 2.5 million 

veterans attended college, and many of them graduated and became engineers, lawyers, and 

teachers.

  Change happened slowly, however. Although the integration of most colleges started with 

the GI Bill, campuses didn’t have many minority students until the 1980s. Also, for a long 

time many parents didn’t believe in the value of a college education for their daughters. 

Throughout the 20th century, Americans had to fight for equal rights for all members of 

society. Thanks to their fight, the numbers of minorities and women in college increased over 

time. Now at least half of the students in U.S. colleges are women and almost a third are 

minority students. 

4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of the GI Bill?

① It helped produce engineers and lawyers.

② It helped people from diverse backgrounds go to college.

③ It provided employment and training services for veterans.

④ It provided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World War II veterans.

42.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passage most likely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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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Diversity in higher education

② Growth in college population

③ Education for ethnic minorities

④ Job opportunities for college graduates

43.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of the passage?

① In the early 1600s, women from a wealthy white family often went to college.

② The number of minority students in college increased rapidly after World War II.

③ Now minority students represent almost half the entire college population.

④ Not all Americans believed in equal education opportunities for their sons and 

daughters.

[44-46] On June 22, Google introduced its News Lab project, which aims to actively support 

innovation in media technology. More specifically, Google will provide journalists worldwide 

with tools and data packages from its immense collection. It’s an idea many reporters in the 

digital and mobile era will welcome. Of course, Google didn’t volunteer to initiate News Lab 

at first. The company was long criticized as a news (A)__________ for using and 

disseminating media content without paying the appropriate fees. News Lab is an extension of 

the digital news initiative announced in April to support the digitalization of European media. 

At the same time, it may as well be the (B)__________ Google is offering to the press as IT 

giants such as Facebook, Apple and Twitter join the news distribution business. Whatever 

their intention may be, the Korean media welcomes and envies the creation of News Lab. We 

especially appreciate Google’s view that it should share its assets with the media and provide 

ideas for the future of journalism. So how about Naver and Daum Kakao, the leaders in 

Korea’s IT industry? They became aware of the advantages of news distribution before 

Google and Facebook were even at the gateway of the online news market. It’s hard to 

imagine Naver and Daum Kakao without news. However, I’ve never heard of Naver and 

Daum Kakao seriously contemplating how it could contribute to the digital innovation of 

Korean media. They reluctantly feign reform when they are criticized as “Internet dinosaurs.” 

44.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lls in the blanks (A) and (B)?

       (A)       (B)

① patron - carrot

② patron - stick

③ thief - stick 

④ thief - carrot

45. What is the author’s attitude towards Korea’s “Internet dinosaurs”?

① Censorious  ② Neutral     ③ Complimentary  ④ Sympathetic 



- 76 -

46. According to the passage, the author would likely be _________.

① a Google employee

② a News Lab designer

③ a US media tycoon

④ a Korean news reporter

[47-48] In America, you might innocently say, “I made a presentation to the board today and 

bombed, and then when I got home I found a notice from my bank that I had a large 

overdraft.” Most Americans would interpret that to mean you failed, miserably, at your 

presentation, and at the bank you had overdrawn your account. Both circumstances would 

deserve __________ in the United States. But in the United Kingdom just the opposite reaction 

would result. “Oh, grand!” they would say. “You went like a bomb. Splendid. And then a 

large overdraft. Congratulations.” The reason for these opposite reactions would be that to 

“bomb” in Britain means to succeed. And an overdraft (spelled “overdraught”) at a bank means 

an increase in a line of credit, which every businessperson covets. 

47.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lls in the blank?

① suspicion ② pity   ③ credit   ④ acclaim

48.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main topic of the passage?

① Similar expressions might cause totally different reactions across cultures.

② Americans and Britons react similarly to “overdraft” and “bomb.”

③ Some of the jargons used in the business community are confusing.

④ Even in English-speaking societies, communicative misunderstandings arise very 

frequently. 

[49-50] Is carrying a sleep debt really so harmful? Careful experiments by psychologist David 

Dinges and others show that the answer is yes. Dinges and colleagues recruit healthy young 

volunteers, who live continuously in Dinges’s sleep laboratory for 10 to 20 days. Dinges 

randomly assigns them to receive different amounts and patterns of sleep over time. He 

controls access to stimulants, such as caffeine, and constantly monitors the amount of sleep 

they get. Dinges has learned that people with fewer than eight hours’ sleep per night show 

pronounced cognitive and physiological deficits. These deficits include memory impairments, a 

diminished ability to make decisions, and dramatic lapses in attention. As sleep deprivation 

continues, these deficits grow worse. Consistently failing to get enough sleep is the biological 

equivalent of consistently __________. Napping can help reduce a sleep debt, but there are also 

long-term benefits to maintaining consistent, predictable sleep patterns. Whereas naps do 

improve cognitive functioning after periods of sleep deprivation, they do little to repair the 

negative mood that results from sleep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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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lls in the blank?

 ① eating more than you need

 ② spending more money than you make

 ③ napping more than you need

 ④ creating more energy than you use 

50. Which of the following is mentioned about Dinges’s experiments?

 ① The cognitive deficits of those experiencing sleep loss

 ② The location of Dinges’s sleep laboratory 

 ③ The long-term effects of caffeine on sleep debt

 ④ The number of research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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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별 평가요소 및 출제 근거

문항 평가 요소 출제 근거

1~
50번

Ÿ 어휘 영역에서는 어휘의 난이도가 의도된 

범위 안에 있도록 고등학생 추천 단어 목

록, 사용 빈도 목록 등을 참조하였다. 어

휘문제에 사용되는 지문도 고등학교 수준

에서 출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Ÿ 문법 영역에서는 과도하게 학술적이거나 

규범적인 요소는 지양하고 의도된 교과 

수준의 기초적인 문법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제(문항 24), 수(문

항 15, 23,), 대동사(문항 14), 사역동사

(문항 11), 관계대명사(문항 16), 형용사/

부사 사용(문항 13, 17, 21), 분사구문(문

항 19), 비교급(문항 22), 자동사/타동사 

구분(문항 12), 수동태(문항 20), 병렬구

조(문항 18)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등학

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문법

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였다. 문항에 사

용되는 지문도 고등학교 수준에서 출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Ÿ 단락구성 영역은 문장 사이의 논리적 흐

름을 바탕으로 적절한 단락을 만들 수 있

는지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항의 

지문도 고등학교 수준에서 출제될 수 있

도록 내용, 어휘 선택에 주의를 기울였다. 

Ÿ 독해 영역은 고교 2학년 수준의 약 

100~250 단어로 구성된 지문을 이해하

고 지문 안에서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는지 대의/주제 및 세부사항 파

악, 빈칸 채우기 등의 형식으로 출제하였

다. 독해 지문의 주제/내용도 경제·사

회·심리·환경·언어사용 등 다양한 분

야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출제하였다. 

Ÿ 어휘 문항 6: EBS 수능연계대비 영어독해

의 기본 p. 120의 지문 활용

Ÿ 문법 영역 문항 11: High School English 

II (동아출판) p.112의 지문 활용 

Ÿ 문법 영역 문항 13: EBS 인터넷 특강 독

해편 p.77의 지문 활용

Ÿ 문법 영역 문항 24: EBS 인터넷 특강 독

해편 p.103의 지문 활용

Ÿ 문법 영역 문항 25: EBS 인터넷 특강 독

해편 p.123의 지문 활용

Ÿ 단락 구성 영역 문항 27: High School 

English II (천재교육) pp.45-46의 지문 

활용

Ÿ 단락 구성 영역 문항 30: 인터넷 수능 영

어독해연습 2, 틀리기 쉬운 유형편 p.73

의 지문 활용

독해 영역 지문 출처의 예는 다음과 같다.

Ÿ 독해 영역 문항 35~36: EBS N제 200, 

p.94의 지문 활용

Ÿ 독해 영역 문항 41~42: EBS 수능독해연

습, p. 34의 지문 활용

- 재외국민 특별전형 영어 필답고사는 수험생의 대부분이 초중고교 과정 중 3년 이상을 해외에서 

수학한 점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2학년 교과 수준으로 출제하였다. 전체적인 구조는 총 50문항을 

어휘, 문법, 단락구성, 독해의 영역으로 나누어 60분 안에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영역이 목

표한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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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과외국인특별전형(외국인-영어) 필답고사 문항

일반정보

유형 ■ 필답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16학년도 재외국민과외국인특별전형

계열(과목) 및 

문항번호
외국인전형 영어 1~35번 문항

출제범위
과목명 영어

핵심개념/용어

답안 작성 시간 50분

문항 및 제시문

[Questions 1-5] Choose the word that best completes the blank in the given context. 

1.  The sense of smell consists not only of the sensation of the odors themselves but also of 

the experiences and emotions _______ with these sensations. 

① confused    ② eliminated   ③ associated   ④ suppressed

2.  Even when an individual is accused of a crime, he or she is assumed to be _______ 

unless proven guilty.

① reckless    ② innocent    ③ accountable   ④ culpable

3.  It is not lawful to practice medicine without obtaining a(n) _______ medical license.

① valid    ② exclusive    ③ provisional    ④ conditional

4.  Our new air-conditioning system is much more _______ than the one it replaced, because 

it cools the room faster and uses 25 percent less energy.

① sizable    ② efficient   ③ conventional    ④ affordable

5. An amazing new technique for _______ the freshness and natural flavor of meats has been 

discovered after countless attempts to keep foods fresh by lowering temperature.

① enjoying  ② preserving   ③ accelerating   ④ overwhel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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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6-10] Choose the number of the underlined part of the sentence that is NOT correct. 

6. Air pollution ①may harm populations ②in ways ③too subtle or slow that they have ④
not yet been detected.

7. ①Million of people in the US use herbal products to treat ②a wide variety of ③ailments 

or ④to enhance health.

8. His poetical paintings, ①with men in bowler hats, have ②been imitating in countless 

advertisements ③employed by various agencies ― from famous ④car companies to the 

state railway.

9. French doctors reported a procedure ①which they introduced a ②normally functioning 

gene ③into three babies who ④suffered from a fatal immune deficiency.

10. ①Despite the differences in the linguistic properties of the utterances, native speakers will 

have no difficulty ②accurate judging ③which utterances are formal and which ④are 

informal.

[Questions 11-15] Read the following sentences and choose the order that forms a well-organized 
paragraph.

11. 
A. In fact, helping behaviors and even altruistic behaviors are common.

B. Ground squirrels, for instance, often sound alarm calls when a predator approaches.

C. Animal behavior is not limited to the aggressive elimination of competitors.

D. These calls warn other squirrels of the threat, and increase the chances of the individual 

sounding the alarm being killed.

① A-B-D-C    ② A-C-B-D    ③ C-D-A-B    ④ C-A-B-D

12. 
A. On land, plants that shoot up the fastest and tallest get more precious sunlight that they 

use for growth.
B. Thus, the competition for sunlight that often characterizes plant life on land seems not to 

be as important in the oceans.
C. The ocean surface itself is generally pretty clear.
D. Looking down at the water, one usually sees plants receiving sunlight without any 

interference. 
① A-B-D-C    ② A-B-C-D    ③ C-B-D-A    ④ C-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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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 For example, the Vietnam War was the first war that people could watch on television.
B. As a result, public opinion turned against the war, and this negative opinion forced 

politicians to end the war.
C. Television has often provided news and information that have led to important changes in 

society.
D. Every night on the news, families watched American soldiers and Vietnamese citizens die.

① C-D-A-B    ② C-A-D-B    ③ D-A-B-C    ④ D-B-C-A

14.
A. Because many low-income Americans cannot afford annual physical examinations, they tend 

to be diagnosed with serious diseases late.
B. A greater focus on primary health care would benefit public health in the United States.
C. Both of these problems would be helped by more emphasis on primary health care.
D. For the same reason their children frequently do not complete their programs of 

vaccination.
① A-B-D-C    ② A-C-D-B    ③ B-A-D-C    ④ B-D-A-C

15.
A. These blog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telling the people what is happening in their 

country.
B. In these countries, the population often turns to the Internet, especially blogs, for the news.
C. However, in some other parts of the world, governments often prevent journalists from 

reporting the news.
D. In most parts of the world, journalists are free to report the news.

① A-C-D-B    ② A-D-C-B ③ D-C-A-B    ④ D-C-B-A

[Questions 16-35] Read the following passages and answer the questions. 

[16-17] Humans are beautifully designed to run long distances in hot weather. Long-distance 
running requires the ability to keep the body from __________, and we humans have several 
advantages in this regard. First, we sweat through numerous sweat glands rather than 
through panting. And because we have no fur, sweat evaporates quickly. Our upright posture 
also helps immensely by exposing less surface area to direct sunlight and more area to the 
wind we create as we run. We humans are the best at keeping our bodies cool ― this is 
why we can run so far in hot weather.

16.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lls in the blank? 
① overreacting    ② overheating   ③ overrunning    ④ overr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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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of the passage?
① Humans are skilled at sprinting in hot weather.
② We mostly use panting to release heat in hot weather. 
③ Humans are good runners in hot weather and over long distances.
④ Our hair protects our body from direct sunlight. 

[18-19] Excessive use of computer games among young people in China appears to be taking 

an alarming turn and may have particular relevance for American parents whose children 

spend many hours a day with their attention focused on electronic screens. The documentary 

“Web Junkie” highlights the tragic effects of video games on teenagers who often play games 

for dozens of hours at a time without breaks to eat, sleep or even use the bathroom. Many 

come to view the real world as __________. Chinese doctors consider this phenomenon a 

clinical disorder and have established rehabilitation centers where afflicted youngsters, 

completely isolated from all media, receive intensive therapy for months, the effectiveness of 

which remains to be demonstrated. While Internet addiction is not yet considered a clinical 

disease in the US, there’s no question that American youths are plugged in and tuned out of 

“live” action for many hours of the day, which experts consider to be unhealthy for normal 

development. And the addition starts early, often with preverbal toddlers handed their parents’ 

cellphones and tablets to entertain themselves when they should be observing the world 

around them and interacting with their care-givers.

18.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lls in the blank?

① fake   ② more real  ③ the utopia   ④ more amusing

19. According to the passage,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① Chinese and American teens differ in the way they use the Internet.

    ② Some Chinese teens are sent to facilities where they can freely play video games.

    ③ In the US, Internet addiction is not considered a clinical disease. 

    ④ Those working in daycare centers are not allowed to use cellphones.

[20-21] Due to saturated markets and competitive pressure, Boeing decided to look for new 

markets in the Middle East, Africa, and Latin America for the 737 rather than close the 

production line altogether. To adjust to the idiosyncracies of these markets, such as 

__________, the company redesigned the wings to allow for quick deceleration during 

landings and added thrust to the engines for quick acceleration during takeoffs. To make sure 

that the planes would not bounce even if piloted by less experienced captains, Boeing 

redesigned the landing gear and installed low-pressure tires to ensure that the plane would 

stick to the ground after initial touchdown. In addition to becoming a success in the intended 

markets, the new product features met with approval around the world and made the Boeing 

737 the best-selling commercial jet i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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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lls in the blank?

       ① smaller passenger capacity

② no control tower 

③ smaller terminals

④ shorter runways

21. Which of the following is cited as a new change? 

① High-pressure tires

② Longer wings

③ Redesigned landing gear

④ Renovated cockpits

[22-23] There is a saying that a butterfly flapping its wings in Japan can cause a hurricane in 
North America. This saying illustrates what could happen in the global economy. An event in 
a business in one country can significantly affect businesses in other countries. This happened 
in July 2007 when an earthquake closed several Japanese power plants. These plants produced 
energy. Because the Japanese could not use their own energy, they needed to buy more oil 
from other countries. As a result, oil prices around the world ___________. This shows that 
a natural disaster in one country can change the prices of a global product.

22.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lls in the blank?

① increased    ② fluctuated   ③ collapsed   ④ stabilized

23. Why does the writer include a saying about a butterfly and a hurricane?

① To show how one country’s economy affects another’s

② To illustrate the damages caused by the earthquake that occurred in Japan

③ To explain how a natural disaster shut down Japanese power plants

④ To help the reader understand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Japanese economy

[24-25] Annually, about 12 million children in less-developed countries die before their fifth 
birthday from diseases like diphtheria, measles, whooping cough, and simple diarrhea. The 
health systems of developing countries could save many, if not all, of these children by 
emphasizing prevention rather than treatment. Some of the diseases that kill so many children 
can be prevented by vaccines that are now available. Using the vaccines is simple and 
effective. After a few injections, the patient has a natural protection against the disease. 
__________, treating the diseases after they occur is often not effective; it is expensive and 
difficult and requires drugs, facilities, and the medical expertise that many developing countries 
cannot provide. Other killer diseases, such as simple diarrhea, are closely related to unhygienic 
living conditions and can easily be prevented if clean water and adequate sanitation ar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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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lls in the blank?

① After all     ② In particular    ③ In other words    ④ On the other hand

25. Which of the following is this passage mainly about?

① The importance of disease prevention

② Living condi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③ A new development in medical treatment

④ Recent improvements in sanitary measures

[26-27] Stress is part of everyday life. We experience it in good times and bad. Traumatic 
events such as serious illness, death, earthquakes, and wars all cause stress. However, positive 
changes in life can also be stressful. New relationships, new jobs, or a new baby can make 
someone feel “stressed out.” While too much stress isn’t healthy, reactions to stress can be 
helpful. In fact, in prehistoric times, stress helped people to survive. When our ancestors were 
in danger, certain changes in their bodies prepared them either to fight or to flee. Today this 
“fight or flight” reaction is still a part of us. Stress causes powerful hormones to move 
quickly through the body. The hormones cause an increase in heart rate, blood pressure, 
blood sugar, and the need for oxygen. These are the changes that help people get through 
stressful situations successfully. However, when stress is out of control, the body’s immune 
system suffers. This is a problem for many people. In fact, 75% to 90% of all visits to the 
doctor are stress-related.

26.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ddressed in the passage?

① How to reduce stress

② What the causes of stress are

③ Why stress can be good for you

④ How stress affects the human body

27. According to the passage, when does stress become a problem?

① When heart rate increases

② When the immune system is poor

③ When stress cannot be controlled

④ When the blood sugar level is high

[28-29] Most Americans agree that the workplace and the home are very different from the 

way they were thirty years ago. The world of work is no longer a man’s world. Between 

1970 and 1995, the percentage of women working outside the home went from 50 percent 

to 76 percent. In the year 2000, of the more than 55 million married couples in the United 

States, 10.5 million women were making more money than their husbands, and 2 million men 

were stay-at-home dads. Author, husband, and father Mark Pullman wrote about bei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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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at-home dad in his book. His story helped others who were learning how to cope with 

the changing gender roles in our society. Mark and his wife, Kathleen, were a two-income 

couple, but things changed when their first baby was born. Kathleen wanted to continue her 

work, but someone needed to stay at home to take care of the baby. Kathleen had the 

higher paying job, so she became the provider. Mark stayed at home to raise the children. In 

his book he told many stories about his role in the family.

28. Why did Kathleen become the provider in the family?
① Because Mark did not want to be the provider
② Because Kathleen was making more money than Mark
③ Because the children were closer to Mark than Kathleen
④ Because Mark lost his job when the first baby was born

29. Which of the following happened to Mark and Kathleen after their first baby was born?
① The children first went to Mark for help.
② Kathleen found a new, high-paying job.
③ Mark wrote a book about the changing gender roles.
④ Mark and Kathleen became jealous of each other’s jobs.

[30-32] Asahiyama Zoo is the northern-most zoo in Japan. It was established in 1967 in 
Asahikawa, the second largest city in Hokkaido with a population of about 360,000. In the 
early years of its history, the zoo witnessed a growing number of visitors as the city itself 
grew. Then, in 1994, some animals died of a serious disease, and the zoo had to be closed 
for almost an entire season. The number of visitors went down significantly, and the city 
seriously considered closing the zoo forever. 
  In 1997, the chief manager of the zoo and the zookeepers realized people would not come 

just to see birds in small cages and animals confined within concrete walls. So they decided 

to start a project to construct unique interactive viewing facilities where the animal habitats 

and behaviors could be seen up close. The project was __________. In 1996, the zoo had 

only about 260,000 visitors. In 2007, however, more than three million people visited the 

zoo. The zoo’s story has greatly influenced other zoos and theme parks in Japan and abroad.

30.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lls in the blank?
① nearing completion      ② still under development
③ launched in 1994          ④ a great success

31. Which of the following best represents the distinctive feature of Asahiyama Zoo?
① Viewing facilities          ② Visitor numbers
③ Animal housing            ④ Geographic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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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Which of the following happened to Asahiyama Zoo between 1997 and 2007?

① The zoo was established.

② Some animals of the zoo died.

③ The zoo was closed for a while.

④ The number of visitors increased.

[33-35] Before the invention of printing, people wrote newspapers by hand. For example, 
over two thousand years ago, the Chinese government employed educated people to write the 
news. At about the same time, Julius Caesar, the leader of the huge and powerful Roman 
Empire, put a daily newspaper on the wall of a government building. Because most people 
were illiterate in both China and Rome, the governments also paid people to read the news 
aloud. This meant that ordinary people who could not read could also hear the news.
  After the invention of the printing press in about 1440, it became possible to print the 

news. Printed news came out first in short one-page reports. These early news reports were 

not very accurate. In Germany, for example, the reports printed news of the horrifying 

crimes of Count Dracula, although most of this news was not true. The first real newspapers 

began to appear in England and France in the early 1600s. In 1690, the first newspaper in 

the United States started in Boston, and by 1752, Canada had its first newspaper. More 

newspapers appeared in North America in the early 1800s. However, not very many people 

read them because most people could not afford to buy a newspaper. The average cost of a 

newspaper in the United States was six cents, which was a lot of money for most people in 

those days.

33. Why does the writer include the example about Julius Caesar?
① To show that Julius Caesar was an intelligent leader
② To give information about an early use of written news
③ To indicate that illiterate people were also interested in the news
④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news reports in the Roman Empire

34. Why did most people not buy newspapers in the early 1800s?
① Newspapers were too expensive for most people.
② Most people were immigrants and could not speak English.
③ There were only a few newspapers available at that time.
④ Immigrants were rather interested in news about their home countries.

35.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of the passage?
① Daily newspapers first appeared in China over two thousand years ago.
② The first printed news reports came out in France in 1440.
③ The first newspaper in North America was published in Canada. 
④ It was not until the early 1600s that the first real newspapers were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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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및 출제근거

문항 평가 요소 출제 근거

1~
50번

Ÿ 어휘 영역에서는 어휘의 난이도가 의도된 

범위 안에 있도록 고등학생 추천 단어 목

록, 사용 빈도 목록 등을 참조하였다. 어

휘문제에 사용되는 지문도 고등학교 1~2

학년 수준에서 출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Ÿ 문법 영역의 경우, 수(문항 7), 수동태(문

항 8), 관계대명사(문항 9), 동명사(문항 

10), 형용사(문항 6) 등 고교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문법 범위에 대한 이해도를 측

정하였다. 

Ÿ 단락구성 영역은 문장 사이의 논리적 흐

름을 바탕으로 적절한 단락을 만들 수 있

는지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항의 

지문도 고등학교 1~2학년 수준에서 출제

될 수 있도록 내용, 어휘 선택에 주의를 

기울였다. 

Ÿ 독해 영역의 경우, 인문·사회·과학·예

술 등 여러 분야의 보편적인 주제를 균형

적으로 안배하여 고교 1∼2학년 수준에 

맞는 100∼250단어 이내 분량의 지문으

로 구성하였다. 문제 수준은 현행 고교 1

∼2학년 교육과정 범위를 넘지 않도록 세

심하게 배려하였으며, 문항별 배점은 변별

력과 난이도를 고려해 두 단계(3, 3.5점)

로 구별하였다.

어휘·문법·단락구성의 영역 문항에서 사용
된 문장 및 지문의 출처 예는 다음과 같다. 

Ÿ 어휘 문항 1: High School English II (비
상교육) p. 244의 지문 활용

Ÿ 문법 영역 문항 8: High School English 
II (금성출판사) p.148의 지문 활용

Ÿ 단락 구성 영역 문항 11: EBS수능 특강 
영어어휘편 p. 122의 지문 활용

Ÿ 단락 구성 영역 문항 12: EBS N제 200 
p.80의 지문 활용

독해 영역 지문 출처의 예는 다음과 같다.
Ÿ 독해 영역 문항 20~21: EBS 인터넷 수능 

어휘특강, p. 69의 지문 활용
Ÿ 독해 영역 문항 30~32: High School 

English II, 천재교육, p. 31의 지문 활용

- 외국인 특별전형 필답고사 영어영역은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중국, 동남아, 남미 등 대부

분 비영어권 국가에서 수학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현행 고교 1~2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전체적인 구조는 어휘(빈칸 채우기), 문법(오류 고르기), 문장배열, 독해 영역으로 구

성된 총 35문항을 50분 안에 풀 수 있도록 구성하여, 각 영역을 통해 영어 문장의 의미구조 완

성 및 적절한 단어 사용, 정확한 문법적 표현, 맥락을 활용한 논리 추이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

다.

- 출제 제시문은 교과서와 EBS교재를 활용하여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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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대학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1. 대학입학전형 반영 계획

가. 논술고사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논술 문항은 제시문, 출제 의도, 출제 근거, 채점 기준, 예시 답안의 수준 및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첫째,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둘째, 지식의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종합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

단된다. 이에 대한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문항의 근거가 2016학년도 대학별 고사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의 내용에 부합하였다. 둘째, 제시문의 다수가 교과서 내용을 활용하였고, 교과서 

외의 제시문의 경우 영어 단어의 난이도 등,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수정이 이루어 졌다. 셋째, 문항의 

발문은 고등학교의 성취기준에서 요구하는 사고력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다. 넷째, 시험 시간과 분량을 

적정하게 조절하여 수험생이 제한된 시간 내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따라서 한국외

국어대학교의 출제 경향은 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며 수험생의 부

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향후 전형 또한 현재와 같은 경향과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정상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나. 면접고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면접 문항의 수준과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제시되었다고 판단된다. 

제시문과 발문의 내용과 수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으로 제시되었고, 수험생의 단순 지식만이 아

닌 지식의 이해, 적용, 분석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출제 방향을 유지하면서 제한된 시간 내에 수험생들의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2. 개선 노력

가. 수험생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문제 난이도에 대한 의견 청취 및 반영

   연중 실시하는 고교별 입시설명회 및 교사간담회 등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 본교의 대학별 고사 

문제에 대한 난이도 및 내용,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의논

술고사와 모의면접 등의 행사를 실제로 진행하여 응시 결과를 분석한 후 학생부종합전형과 특기자전

형의 면접문항 및 논술전형의 논술고사 문제 출제 시 분석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반영을 위한 내용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연구 지속

   본교 대학별 고사 출제 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출제 절차상에서도 이를 개

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출제본부 운영 방법 개선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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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형별 출제위원 대상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 진행

   전형별 출제본부 입소 전에 현직 고등학교 교사 혹은 교육과정 전공자를 초빙하여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교수를 대상으로 각 교과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문제 출제 시 이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에 대한 연구를 지속 한다.

라. 출제위원 선행학습영향자체평가 절차 운영

   전형별 출제본부 운영 시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출제를 한 이후 반드시 출제한 문제가 공교육정상

화 및 선행학습 금지법에 위배되거나 선행학습을 요하는 문제가 아닌지에 대한 여부 또는 현행 교육

과정에서 출제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선행학습영향에 대한 자체평가 의견서’ 

제출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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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규정번호 : 4-1-97

제 정 일 : 2015.2.13

개 정 일 : 2015.5.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선행학습영향평가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란 법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논

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2조에 따른 본교의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

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입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선행학습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은 7명 이내, 외부위원은 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내부위원은 입학부처장, 입학관리팀장(서울/글로벌)을 당연직으로 하며 전임교원 및 교내 전문

가 중에서,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

다.(개정 2015.5.19)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

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서무처리를 위해 입학처 직원 중 2인 이내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조(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선행학습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대한 사항

     3.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

     4.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의 차년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5. 이의신청 및 기타 선행학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5조(소위원회)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외 업무의 효율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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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필요한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경비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비,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선행학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및 연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에게도 이를 적

용할 수 있다.

제7조(영향평가의 시기) 선행학습영향평가는 해당 대학별고사가 종료된 이후부터 결과공시일 이전까

지 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모집시기(수시 및 정시)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결과의 공시 및 반영) ① 법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은 매

년 3월 31일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② 영향평가 결과는 시행령에 따라 차년도 입학전형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선행학습영향평가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10조(개정)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직제규정 개정(2015. 5. 19)에 따라 개정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