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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 보고서
■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는 대학별 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5년에 대학 자체 규
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2021학년도 대학별 고사에 대한 선행
학습 영향평가를 진행하였다. 우리 대학은 출제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
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출제 문제에 대하여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의 확인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1. 문항 총괄표
평가
대상

입학전형

계열

인문·
사회

논술

일반논술

자연

입학 모집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계열 및 교과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문제1

-

문제2

-

수학I, 수학II,
미적분, 확률과통계

문제1
문제2
문제3

1-1~3
2-1~3
3-1~3

O

수학I, 수학II,
미적분, 확률과통계

문제1
문제2

1-1~3
2-1~3

O

물리학(I,II),화학(I,II),
생명과학(I,II) 중
1개 교과목 선택

문제1
문제2

1-1~5
2-1~2

인성가치관

문제1

1-1~2

O

전공역량평가
(사회)

문제2

2-1~2

O

인성가치관

문제1

1-1~3

O

전공역량평가
(수학)

문제2

2-1~2

인문사회 교과목
(인문·사회 교과목의 통합
/통걔자료 또는 과학
관련 제시문 포함 가능)

인문사회
국어

사회

O

O

O

과학
도덕

수학

과학 물리학 화학

생명
과학

O

교과
외

O

전형

의예

학생부종합
(활동우수자)
동아시아국제학부

O

O

O

국제

글로벌엘리트학부

면접
학생부종합
(활동우수자)

디자인,공학

(공통)

O

디자인예술학부,

학생부종합
(SW창의인재)

공학

O

※ 학생부종합(활동우수자) 디자인예술학부 출제문제2는 예술 교과(군)으로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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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별고사 운영 현황
모집
시기

구 분

모집인원

대학별 고사
실시 여부

영향평가
대상 여부

비고

174

O

X

동영상업로드
(P/NP 방식)

352

O

X

동영상업로드
(P/NP 방식)

66

O

O

대면면접
(영어 제시문
포함)

15

O

O

대면면접

77

O

X

동영상업로드
(P/NP 방식)

일반논술 전형

262

O

O

「가」군 일반전형

151
-

X

「나」군 일반전형

312

「나」군 디자인예술학부 실기 전형

40

실기시험

X

위주

전형명(※)
학생부교과 교과우수자 전형
학생부종합
-학교생활우수자 전형 257
-강원인재 전형 60
-기회균형 전형 35

학생부종합 전형
학생부

-활동우수자

학생부종합 전형

수시

-SW창의인재

학생부종합 고른기회 전형(정원 외)
-기초생활연세한마음 28
-농어촌학생 32
-특성화고교졸업자 12
-특수교육대상자 5
-북한이탈주민 약간명

논술

수능
정시

실기

예체능실기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학생부교과 전형 및 일부 학생부종합 전형은 기존 대면면접에서 비대면
동영상 업로드 방식으로 면접 방식을 변경하고, 인성 및 고교활동을 Pass/Non-Pass 방식으로 평가함

3. 대학별고사 운영 일자
전형명

전형일자

출제입실기간

2020. 11. 7.(토)

2020. 11. 5(목). ~ 11. 7.(토)

일반논술 전형

2020. 12. 11.(금)

2020. 12. 7.(월) ~ 12. 11.(금)

디자인예술학부 실기 전형 실기시험

2021. 01. 27.(수)

2021. 01. 27.(수)

학생부종합
수시

활동우수자, SW창의인재

모집

정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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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1.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판단기준

구분

항목

세부내용

1.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 게재
대학별
고사 실시

2.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항목 준수

관련 이행
사항 점검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이행점검

① 기간 내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O

공개(문항과 답안 공개의 충실성)
② 문항 총괄표 작성의 충실성

O

③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 작성의 충실성

O

④ 장별 내용 제시 여부

O

⑤ 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 여부

O

⑥ 현직 고등학교 교사 포함 여부

O

2.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
가. 규정명 : 미래캠퍼스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규정(P.15 참조)
(제정일 : 2015. 02. 26. 개정일 : 2020. 01. 06.)
나. 적용범위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입학전형
다. 주요내용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입학전형을 적용 범위로 규정
·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정의
·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위한 조직구성 및 기능 명시
·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실시 방법, 결과 공개 방법 등을 규정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조직 구성
가. 조직명 :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나. 기

능

· 영향평가를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영향평가를 실시, 문항카드 및 결과보고서를 검토
·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시정·변경 명령 또는 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대한 (재)검토

다. 구

성 : 입학홍보처장 및 대학별고사 출제위원, 현직 고등학교 교사 등 당연직 및
임명직위원 총 13명으로 구성
구

분

구

성

참여인원

입학홍보처 내부위원

2

출제 참여교원

3

현직 고등학교 교사

8

비 고

내부위원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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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 분

1

위원장

2
3

소

속

구 성

직 위

이 름

입학홍보처

입학홍보처장

서00

위원

글로벌
창의융합대학

교수

리00

위원

글로벌
창의융합대학

교수

한00

4

위원

소프트웨어
디지털헬스케어
융합대학

교수

하00

5

위원

입학홍보처

입학관리부장

윤00

6

위원

OO고등학교

교사

이00

일반고(경기)

7

위원

OO고등학교

교사

김00

일반고(경기)

8

위원

OO고등학교

교사

김00

일반고(서울)

9

위원

OO고등학교

교사

조00

일반고(경기)

(고교 소재 지역)

내부위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10

위원

OO고등학교

교사

김00

일반고(경기)

11

위원

OO고등학교

교사

이00

특목고(경기)

12

위원

OO고등학교

교사

박00

일반고(경기)

13

위원

OO고등학교

교사

김00

일반고(서울)

현직
고등학교 교사

라. 2021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일정 및 절차
1) 2021학년도 입학 전형 진행: 2020. 9. ~ 2021. 2.
2) 2021학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 2021. 2. ~ 3.
3) 일 정
· 1차 점검 : 대학별고사 출제위원(교원)의 문항카드 점검 및 검토 (2021년 2월)
· 2차 점검 : 선행학습 영향평가 교사위원의 문항카드 점검 및 검토 (2021년 3월)
· 3차 점검 : 선행학습 영향평가 내부위원의 문항카드/결과보고서 점검 및 검토 (2021년 3월)
·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회의 : 2021. 3. 29.(월) 17:00
·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발표 : 2021. 3. 31.(수) / 연세대학교 입학홍보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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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출제 전>
1. 출제위원의 고교 교육과정 이해 증진 노력
가. 출제위원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과서, 교육과정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입학담당자 연수 교육자료(온·오프라인 자료) 등을 제공하여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사전에 파악토록 함

나. 출제위원이 고교 교육과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출제 전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
안내를 위한 사전 워크숍을 진행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로 진행)

2. 점검위원(현직 고교교사)에 대한 출제 입실 전 사전 연수 실시
가. 대학별고사 출제입실 전 사전 연수를 통해 출제과정에서 문항 검토 시 유의사항을 안내
1) 대학의 선행학습 위반 사례 및 행정처분 등을 설명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
2) 출제과정에서 출제문제 및 교육과정 검토에 필요한 요청사항을 접수하기로 함

나. 출제 시 검토위원(고교 교사)의 권한 설명
- 출제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위반할 경우 출제위원장의 주관 및 중재 하에 출제위원
에게 해당 문항의 폐기 또는 수정을 요청하고 재출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 설명함

<출제과정>

•출제 시 원칙 :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를 원칙으로 함.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대학별고사를 출제해야 한다.
-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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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연세대학교 수시모집요강 P.24 논술시험 안내
구

논술계열

분

인문

자연

의예과
• 수학[2문제]
-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 인문[1문제], 사회[1문제]

문제 수 및 유형

확률과 통계

• 수학[3문제]

- 인문·사회 교과목의 통합

-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 통계자료 또는 과학 관련

확률과 통계

제시문 포함

• 과학[2문제]
- 물리학(Ⅰ,Ⅱ), 화학(Ⅰ,Ⅱ)
생명과학(Ⅰ,Ⅱ) 중 1개
교과목 선택

시험시간

오전 10:00~12:00, 오후 14:00~16:00

답안지 형태

원고지

백지

백지

답안지 글자수

문제당 1,000자 내외
(글자수에 대한 감점은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중략) ※ 논술문제는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여 출제합니다.

1. 점검위원(고등학교 현직 교사) 검토
가. 면접 및 논술시험 출제입실 점검위원(교사)들은 출제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도록 출제기간 동안 여러 차례 문제를 검토하고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점검
나. 고교 교육과정 위반요소 발생 시 점검교사는 출제위원장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출제위원장의 주관 하에 출제위원은 문제를 폐기 또는 수정 후 재출제 실시할 수 있음
다. 출제위원이 작성한 문항카드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점검교사가 검토하여 수정 요청
라. 출제된 문제에 대하여 1) 출제개요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2) 출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지 3) 출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총평 및 제언을 통해 문제의 수준 및 난이도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

2. 점검위원(재학생) 검토
가. 재학생 점검위원 사전연수
전년도 논술시험 성적에 근거하여 선발한 1학년 재학생을 입실시켜 사전 연수를 통해
예비문제 응시 및 난이도 점검, 출제문제 의견서 작성 등 역할을 부여함.
나. 재학생 점검위원 난이도 점검 및 의견서 작성
출제위원들이 예비문제를 출제한 후 재학생 점검위원은 주어진 시간 내에 과목별 예비
시험을 응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개별면담을 통해 문제의 난이도를 점검하였고
교육 수요자(학생)측면에서 문제의 난이도를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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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검위원 구성
가. 구

성

1) 면접전형 :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으로 구성
2) 논술전형
가) 교사위원 : 현직 고등학교 교사 10명으로 구성
나) 재학생 점검위원 : 과목별로 6명으로 구성
나. 현

황

1) 면접전형 출제 입실교사 점검위원
연번

과목

검토계열

성명

고등학교

일반고 여부

고교 소재 지역

1

사회

인문사회

신OO

OO고등학교

O

강원

2

수학

수학

김OO

OO고등학교

O

강원

3

영어

인문사회/국제

박OO

OO고등학교

O

강원

2) 논술전형 출제 입실교사 점검위원
연번

과목

성명

고등학교

일반고 여부

고교 소재 지역

1

국어

박00

OO고등학교

O

서울

2

사회

남00

OO고등학교

O

강원

3

수학

장00

OO고등학교

O

서울

4

수학

김00

OO고등학교

O

강원

5

물리학

홍00

OO고등학교

O

경기

6

물리학

이00

OO고등학교

-

강원

7

화학

유00

OO고등학교

O

경기

8

화학

김00

OO고등학교

O

강원

9

생명과학

윤00

OO고등학교

O

경기

10

생명과학

지00

OO고등학교

O

강원

3) 논술전형 재학생 점검위원
연번

과목

학부(학과)

성명

1

국어

인문과학부

유OO

2

사회

경영학부

신OO

3

수학

물리치료학과(자연)

김OO

4

수학/물리학

의예과

이OO

5

수학/화학

의예과

이OO

6

수학/생명과학

의예과

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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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학년도 개선 사항 요약
우리 대학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1학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고등학교 교육
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대학별고사 문제를 출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

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대학별고사 문제를 출제하기 위하여 사전 출제회의를 통해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미리 배부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도를 높였다.

나. 점검위원(현직 고교 교사)에 대하여 출제 입실 전 사전 워크숍을 실시하여 문항 검토 시
선행학습 위반사례 및 행정처분 등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입실 교사의 권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다. 출제입실 점검교사의 고교 유형 중 일반고 비율을 상향시켰으며 (면접시험 100%, 논술시험 90%)
선행학습 영향평가 교사 점검위원의 고교 유형 중 일반고 비율을 상향시켰다.(8명 중 7명)
출제입실 교사의 1차 의견서와 선행학습영향평가 교사위원의 2차 의견서를 통해 출제문제
범위와 수준이 고교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중복 확인하여 자체평가의 신뢰성을 높였다.

라. 우리 대학 1학년 재학생들(논술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이 출제 장소에 입실하여
예비시험을 통해 문제의 난이도를 점검하는 등 출제문항을 교육수요자(학생) 측면에서
점검·보완하였다.

5. 2021학년도 개선할 점
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부 전형의 면접방식 변경이 있었고 사전워크숍의 시간/횟수
의 증가와 다양한 지역의 교사를 포함(권장사항)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고교 교육과정의 이해 증진을 위한 대학의 노력이 필요하다.

나. 출제 점검위원에게 문제 점검의견서 이외에 출제‧검토과정에서의 만족도나 문제점에
대한 별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재하여 향후 입실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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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 분석 결과 요약
1. 문항 분석 결과 요약표
평가
대상

입학전형

계열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교과별 교육과정 과목명

교육과정
준수여부

문항 붙임 번호

1

-

국어과, 사회과

O

문항카드 1

2

-

사회과, 도덕과

O

문항카드 2

1

1-1~3

수학과

O

문항카드 3

2

2-1~3

수학과

O

문항카드 4

3

3-1~3

수학과

O

문항카드 5

1

1-1~3

수학과

O

문항카드 6

2

2-1~3

수학과

O

문항카드 7

1,2(물리학)

1-1~2
2-1~2

과학(물리학I,II)

O

문항카드 8

1-1~5

과학(화학I,II)

O

문항카드 9-1

2-1~2

과학(화학I,II)

O

문항카드 9-2

1-1~2

과학(생명과학I,II)

O

문항카드 10-1

2-1~2

과학(생명과학I,II)

O

문항카드 10-2

1-1~2

사회과

O

인문

자연

논술 등
일반논술 전형
필답고사

의예
1,2(화학)

1,2(생명과학)

학생부종합
(활동우수자)
국제
동아시아국제학부 (영어제시문포함)
글로벌엘리트학부

면접‧
구술고사

1

문항카드 11
2

2-1~2

사회과

O

학생부종합
(활동우수자)
디자인예술학부,
학생부종합
(SW창의인재)

인성가치관

1

1-1~3

도덕과, 사회과

O

문항카드 12

학생부종합
(SW창의인재)

전공역량평가

2

2-1~2

수학

O

문항카드 13

※ 학생부종합(활동우수자) 전형의 디자인예술학부의 문제2는 예술 교과(군)으로 영향평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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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에 대한 분석
1. 논술시험
가. 인문논술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인문 · 사회계열 논술전형에 출제된 문제는 두 문항이다.
[문항1]은 한 편의 시와 한 편의 에세이, 그리고 두 편의 철학 에세이를 읽고 이로부터 ‘나’와
‘타자’의 관계,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 수험생의 읽기 및 사고능력을 묻는다.
[문항 2]는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 기술의 사회
적 책임 문제에 적용하여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문항1]의 제시문 (가), (나), (다), (라)는 모두 고등학교 국어 및 독서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사
용하거나 부분 재구성하였으며, 또한 이들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출해 낼 수 있는 ‘나’,
‘타자’, ‘개인’, ‘개인 동일성’, ‘사회’ 등의 개념은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개념과
도 연관되어 있어 고등학교 교과과정 성취기준에 잘 부합한다. [문항1]의 제시문 (가), (나)는 문
학 작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자(서술자)의 감정과 정서적 태도를 읽어낼 수 있는가를 묻고 있
으며, 제시문 속에 화자(서술자)의 감정과 정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어 이를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제시문 (다)와 (라)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서술한
철학 에세이로, 수험생들이 글의 주제와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다. 논
제의 지시는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성취기준에 부합하므로, 고
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항 2]의 제시문(가)는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실린 글로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에 관한 글이
며, 제시문(나), (다), (라), (마)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에 실려 있는 글을 부분 재구성하여 사용
한 것으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과 과학기술 연구의 가치중립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소개
한 글이다. 이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이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무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나)~(마)를 두 입장으로 구분하고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여 과학 기술의 사용과
발전 방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라는 논제의 지시는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성, 과학자의
기술에 대한 사회적 책임 등을 다루고 있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의 교육과정에 기반
하고 있다. 논제의 지시 역시, 고등학교 국어과의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등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수험생들이 문제 해결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무난한 문
제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인문·사회계열 논술전형에
출제된 문항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 있고 고등학생 교육과정의 수준에 적합하다
는 점에서 어떤 선행학습 유발 요인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자연논술
자연계열 논술문제를 검토한 결과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되었으며 선행
학습 요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연계열 논술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 결과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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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 자연계열 문제는 크게 세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문항마다 3개의 소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문제1은 역함수의 의미와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를 알고 치환적분법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문제2는 미지수가 2개인 연립이차방정식과
이차방정식 근의 판별을 사용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문제3
은 확률변수와 확률분포의 뜻을 알고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평균)을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
고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법을 알고, 부분적분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

다.

문제 1, 문제2, 문제3 모두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범위와 수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판

단한다.

정상적인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면 충분히 해결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자연계열 문제는 세 문제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별도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 의예논술
의예과 논술문제를 검토한 결과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되었으며 선행학습
요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의예과 논술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예과 문제는 크게 수학과 과학 각각 두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학의 각 문항은

3개

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과학영역의 물리는 문항마다 소문항이 2개, 화학은
문항1은 5개의 소문항, 문항2는 2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명과학은 문항마다
2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수학의 문제1은 융합형 문제로 도함수, 정적분, 그리고 수학 문제2는 삼각함수와 미분에
대한 이해도 및 이산확률변수 등의 지식과 그 응용력을 측정하는 문제이다. 수학문제는 두
문제 모두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범위 내에서 출제 되었고, 계산에 약간 난이도는
있으나 정상적인 교과과정을 착실히 이수한 학생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
한다.
- 의예과 과학문제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 물리의 문제1은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이용하여 속도, 가속도, 구심력을 구하고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문제 2는 전원, 전류, 저항, 다이오드 소자의 작동원리와
옴의 법칙을 이용하여 직류 회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문제이다.
- 화학의 문제1은 현대 원자 모형의 개념, 다전자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 다전자 원자의
바닥상태 전자 배치,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이해하고 이온 결합 화합물의 화학적 성질을
추론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문제2는 용액의 농도를 정의하는 다양한 방법
과

묽은 용액의 성질을 분석하며, 실험적인 결과를 분석하고 시간에 따른 용액의 성질 변화

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 생명과학의 문제1은

항상성과 몸의 조절(호르몬), 유전(세포주기), 유전자 발현과 조절에 대

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 중 생명 정보를 저장하는 DNA 형
질발현 과정 즉, 전사와 번역으로 이어지는 생명 정보의 흐름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를 요구
하는 문항이다. 그리고, 문제2는 생명과학의 탐구방법, 유전(세포주기), 유전자 발현과 조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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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생명공학 기술 중 특히 유전자 재조합 및 핵이식 과정
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 과학문제는 과학과목 I, II의 내용에 대한 제시문을 충실히 제공하여 어려움 없이 답안을
유추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의예과 문제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출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 결론적으로 의예과 문제의 경우 일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고교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범위와 수준을 넘지 않았으며,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학습한 학생이라면
최상위 학생들을 선발하는 문제인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해결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별도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2. 면접시험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성취 수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모두 선행학습 유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 : 수시모집 면접시험 학생부 전형의 인문·사회계열 지문은 사회과의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있다. 대부분 교과서 내의 내용이 지문으로 제시되었고, 신문 기사 등과
같은 교과서 외의 지문이 제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등학생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일상적 용어로 기술된 것이기 때문에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제시문의 내
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문항
이 전반적으로 평이한 지문을 통해 수험생의 이해력, 판단력, 가치관 등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
에서 특별한 선행학습 유발 요소는 없다고 판단한다.
- 자연계열의 소프트웨어, 디지털헬스케어학부의

수학문제는 함수식을 세우는 이해력과 미분

이론을 적용하여 최댓값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구한 결과를 유사한 상황에 응
용하는 응용력과 수열에 관한 지식과 풀이능력 등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현행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범위와 수준을 넘지 않았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학습한 학
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하리라 생각하여, 면접의 경우에도 별도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이
없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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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2021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우리 대학은 사전 교육을 통하여 입시에 첫 적용되는 고등학교 문‧
이과 통합 교육과정, 곧 2015 개정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토대로 고등학교 교과서 및 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 성취기준 등을 충분히 준수하며 수
험생의 학습능력을 유추나 추리 등과 같은 합리적 사고방식의 활용 정도에 따라 평가할 수 있
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학생부 종합 전형 중 면접문항 출제기간 및 논술전형 논술문항 출제기간 중 2015 개정교육과
정의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충분한 숙지 과정을 재차 거쳤으며, 출제교수의 문항과 출제의
도, 고교 교사로 구성된 점검교사들의 충분한 검토 결과 및 평가 등 제반 사항을 다면적이며
총괄적인 검토를 통하여 면접 및 논술 문제를 출제하였다.
면접 후 평가위원들의 의견과 논술 고사를 마친 이후 채점 기간 중 채점 위원들의 평가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후 3차례에 걸친 출제문항과 문항카드 점검 및 검토, 그리고 선행학습영향평
가 회의를 통해 검토한 결과, 첫째, 2021학년도 인문·사회 및 자연·의예 논술 문제는 2015개정
교육과정의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성실하게 잘 반영하였으며, 둘째, 2019년에 지적되었
던 개정 및 권고 사항을 잘 숙지 반영하였으며, 셋째, 지난 수년 간의 문항 분석 자료를 바탕
으로 추가적인 개선 노력을 수행하였다고 자평할 수 있다. 이상의 검토를 종합하여 볼 때,
2021학년도 논술전형 논술 문제 출제는 2015 개정교육과정을 잘 반영하여 선행 학습 유발 요
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사료된다.
2022학년도 입학전형 면접 및 논술 문제 출제는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에 맞추어 문·이과를 통
합해 선발하는 ‘자율융합계열’의 효율적인 선발을 위해 선행학습의 유발 요소를 배제시키는 한
편, 문·이과 통합학습 내용을 융합한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2015 개정교육과정의 기초과정부터
심화과정까지 학습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변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아래
와 같은 개선점을 반영하여 수험생의 눈높이에서 변별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자 한다.

1. 인문계열
2021학년도 인문 · 사회계열(인문논술) 문제 및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 문항에 출제된 제시문
과 질문 문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범위와 수준을 성실하게 준수하였으므로
개선할 사항은 없다고 사료된다. 특히 2019년 지적되었던 일반 논술전형 인문·사회 문항 중 제
시문 영역의 다변화 및 제시문 길이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도 숙지하였고, 이 권고를 충분히
반영하였는지도 검토하였다.
일반논술 인문 · 사회계열(인문논술) 문제 및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 문제는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범위와 수준을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국어와 독서교과서, 그리고
통합사회와 윤리교과서에서 다수의 지문을 발췌하였다. 둘째, 문학 작품이나 신문 기사 등 교
과서 외의 지문이 제시된 경우 고등학생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채택하였다.
셋째, 2019년 논술 문항의 제시문의 길이에 대한 지적과 제시문 영역의 다변화에 대한 권고를
충실히 반영하여 제시문의 길이와 출제 문항 분야도 적절하게 안배하여 문제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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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제시된 지문들은 고등학생 교육 수준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이해할 수 있는 지문들로
구성하였으며, 주어진 시간 내에 수험생들이 제시된 지문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작성하거나 답변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2. 자연공학계열(의예과 포함)
2021학년도 자연계열(의예과 포함) 학생부종합 면접문제와 논술전형 논술문제를 다각도로 검
토해 본 결과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범위와 수준을 성실하게 준수하였으므로 개
선할 사항은 없다고 사료된다. 특히 수학 및 과학교과의 검정교과서 중 일부 출판사에서 출간
한 교과서의 보충학습이나 심화학습 문항으로 제시된 문제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
량과 성취기준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매 문항 출제 시 참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
였다.
각 과목별 문제 출제 시 논란의 쟁점이 되었던 수학 및 과학(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교과에서
용어나 기호의 선택을 2015 개정교육과정의 용어로 선택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 이해
에 혼선이 없도록 하였다. 특히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분야의 과학 교과의 경우 대학 교육과
고등학교 일선 현장에서의 용어와 수준의 상이함을 지양하기 위하여 개념과 수준을 현장에서
각 교과를 교육해 온 점검교사 2인의 중복 확인을 통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노력
하였다. 그리고 과학(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문항 중 통합과학의 범위를 넘어서는 각 탐구영역
의 핵심역량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경우, 제시문을 과학II 교과서에서 발췌함으로써 수험생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을 사전에 해결하였다.
수학 및 과학 교과의 문제로 제시된 문항들은 고등학생 교육 수준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이해
하고 풀이할 수 있도록 문항의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주어진 시간 내에 수험생들이 숙지한 문
제를 풀이하거나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개선을 위한 제언
2022학년도 학생부전형 면접문항과 논술전형 논술문항 출제가 선행학습영향평가의 지침을 더
명확히 준수하고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추가 노력을 검토해 볼 것을
권고한다.
첫째, 3~4월 중 2~3배수의 면접 및 논술 출제위원을 위촉하여 출제 전 충분한 교육을 시킴으
로써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 성취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2015 개정교육과정이 지향하고 있는 문·이과 통합교육의 취지에 맞도록 기존 과목별 문
제 출제의 방식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문·이과 교과를 통합시킨 융‧
복합 문제로 출제 유형을 변화시킨다.(단, 이 경우 수험생들이 문제 유형을 미리 파악할 수 있
도록 입시설명회를 위한 사전 홍보와 입학홍보처 홈페이지를 활용한 예상 문제 유형을 공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험기간이나 여름방학 등을 활용하여 면접과 논술 출제위원과 고등학교 각 교과 일선
교사들 간의 간담회를 마련하여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 및 문제 풀이 역량의 수
준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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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미래캠퍼스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규정
제정일: 2015. 02. 26.
개정일: 2020. 01 .06.
담당부서 : 입학홍보처 입학관리부(033-760-28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입학전형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란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논술, 필답고사, 면접·구술시험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
나서 운영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은 없는지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
음 연도 대학입학전형에 반영토록 하는 일련의 평가활동을 말한다.
제4조(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① 영향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 선
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이하 “영향평가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영향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입학홍보처장(위원장), 입학관리부장
2. 임명직 위원 : 대학별 고사 출제 참여 교원 및 교육과정 혹은 교육평가 전공전임교원,
입학사정관, 대학별 고사 출제 참여 고교 교사 및 입학홍보처 고교 자문교사, 학부모
중 7명 이상
③ 임명직 위원은 입학홍보처장의 추천으로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입학관리부장이 된다.
제5조(영향평가 위원회의 기능) 영향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영향평가 위원회는 영향평가를 위한 기본방향 수립, 영향평가 실시,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검토 등
2.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 또는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의한 이의제기 검토
제6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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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영향평가의 대상) ① 학부 신입생을 선발하는 모든 전형의 논술시험, 면접·구술시험, 실기
고사를 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에서 인문예술대학의 디자인예술학부(예체능)의 신입생 선발을 위한 실기고사
와 학부 편입학 전형은 제외한다.
제8조(영향평가 실시) ① 영향평가 위원회는 수시모집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영향평가 대상
전형과 고사를 확정하고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2.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위한 대학의 노력
3.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
4. 향후 대입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③ 평가위원별 평가 영역은 영향평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영향평가 결과의 공개 및 반영)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
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3월 31일까지 입학홍보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10조(사무관장) 영향평가 위원회의 사무는 입학홍보처에서 관장한다.
제11조(기타) 영향평가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향평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캠퍼스 명칭·부총장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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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고교교사 의견 및 문항카드

2021학년도 일반논술 전형
[문항카드 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일반논술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제 1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국어, 독서,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핵심개념 및 용어

나, 타자, 개인, 사회, 주체성, 자아, 공동체

예상 소요 시간

60분

2. 문항 및 자료

【문제 1】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50점)
(가) 어른이 되어서도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라는 사실을 꺼리며 무리의 주변을 기웃거리거
나 비굴한 웃음을 흘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외톨이로
여겨지는 것이라는 말을 삶 속에서 깨우치게 되면서부터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열심히 무리를 짓는
다. 모임을 만들고, 시시때때로 연락하고, 시간을 쪼개어 약속을 잡는다. 휴대 전화가 울리지 않는
날에는 우울해지고 나만 빼놓고 저희끼리 만나고 있을까 봐 걱정한다. 식당에 들어가 혼자 밥을 먹
으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길로 쳐다볼까 봐 차라리 굶기를 택하고, 결혼사진을 찍을 때 배경이 되어
줄 친구들이 없는 게 부끄러워 대행 서비스를 통해 하객을 사기도 한다. 인맥을 잘 관리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요, 사회생활에서는 인간관계가 곧 재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조급해진다. 그런
이들은 ‘홀로 있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자유로운 일인지를 알지 못한다. 혼자만이 만끽할 수 있
는 기쁨과 풍요로운 삶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다. 동행 없이 홀로 산책을 하면 남의 보폭에 나를
맞출 필요가 없다. 삶은 어차피 홀수이다. 혼자 왔다가 혼자 간다. 그 사실에 새삼 놀라거나 쓸쓸함
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가장 좋은 벗이 되어 충만한 자유를 흠뻑 느낄 수 있
다면, 홀로 있을지언정 외톨이는 아닐 테니까.
(나) 나이 든 남자가 혼자 밥 먹을 때
울컥, 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다
큰 덩치로 분식집 메뉴표를 가리고서
등 돌리고 라면 발을 건져 올리고 있는 그에게,
양푼의 식은 밥을 놓고 동생과 눈 흘기며 숟갈 싸움하던
그 어린 것이 올라와, 갑자기 목메게 한 것이다
몸에 한세상 떠 넣어 주는
먹는 일의 거룩함이여
이 세상 모든 찬밥에 붙은 더운 목숨이여
이 세상에서 혼자 밥 먹는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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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진 뒷머리를 보라
파고다 공원 뒤편 순댓집에서
국밥을 숟가락 가득 떠 넣으시는 노인의, 쩍 벌린 입이
나는 어찌 이리 눈물겨운가

(다)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가 누구
인지 아는 것은 한층 더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수께끼는 예나 지금이나, 물리
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사실 ‘나’는 온전히
사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든지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또한 ‘나’는 잡히지 않는 대상이다. ‘나’가 나의 몸 어디에 존재한다고 꼭 집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를 알고, ‘나’를 탐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를 알
수 있을까? ‘나’를 발견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한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부버(Buber, Martin)는 자신의 저서 <나와 너>에서 ‘너’ 혹은 ‘그것’ 없이는 ‘나’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나’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 둘뿐
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진정한 ‘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너’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
요, 그 사람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나일까? 나를 나로 존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피부는 끊임없이 벗겨지고, 4주마다 완전히 새로운 피부로 바뀐다고 한다. 또 몸 전체의 뼈가 새로
바뀌는 데는 7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7년 전의 내가 내가 아닌 것은 아니다. 내
가 변했지만 그때의 ‘나’가 지금의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이것이
개인 동일성의 문제다. 개인 동일성 문제에 대한 가장 상식적인 대답은 사람의 몸, 곧 신체가 동일
성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비록 사람은 시간에 따라 체격과 용모가 변하지만, 시간과 공간이
연속되어 있다면 동일한 개인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동일성을 판단하는
것이 신체이론이다. 이와는 다른 관점으로 개인 동일성을 설명하는 이론도 있다. 심리이론은 개인의
동일성을 보장해 주는 근거가 신체가 아니라 기억, 버릇, 느낌 따위의 심리적인 특성이라고 본다.
심리이론도 신체이론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기억이나 느낌이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을 연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동일한 개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작년의 일을
‘나’가 모두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을 기억하고 있다면, 작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동
일한 개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는 서로 다른 ‘나’가 있다. 제시문 (가), (나)의 ‘나’는 어떤 ‘나’인지
를 각각 설명하고, 제시문 (다), (라)에서 ‘나’를 탐구하는 관점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그리고, ‘나’와 ‘타자’
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시문 (가), (라)의 공통점과 (나), (다)의 공통점을 추출하고 각각의 공통점을 설명
하시오. (1,000자 내외)

3. 출제 의도
(1) 인문계열 <문제1>은 고등학교 <국어> ‘문제해결의 지름길, 소통’, 고등학교 <독서> ‘비판적 읽기’,
고등학교 <사회·문화>의 ‘개인과 사회’,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의 ‘현대의 윤리적 삶: 실존과 실용’ 등
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히 변용하였다.
(2)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올바르게 읽고 쓰기’와 ‘현대 윤리와 사상’, ‘개인과 사회’ 등을
바탕으로 학생이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논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출제자가 의도한 검증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히, 그리고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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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시문(가)와 (나)는 문학작품의 일부분으로서, 제시문에 나오는 서술자 또는 서정적 화자의 정서적
태도와 감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독해력이 있는가? 문학작품의 정확한 독해력을 바탕으로, 자신이
느낀 바를 적절히 서술할 수 있는가?(감상적 읽기 능력 및 쓰기 능력)
3) 제시문(다)와 (라)는 ‘나’의 ‘본질’ 또는 ‘동일성’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추구하는 논리적·이론
적 과정에 대해 쓴 철학에세이로서, 학생이 이 글을 정확히 읽고 그 차이점을 찾을 수 있는가?(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창의적 읽기) 아울러, 그 관점의 차이를 명료하고 논리적인 글쓰기를 통
해 서술할 수 있는가?(논리적 글쓰기)
4) 주어진 제시문 (가)~(라)를 ‘나’와 ‘타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 공통점과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가?(사
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창의적 읽기) 그리고, 그 구분에 대한 자신의 해석의 근거를 논리
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논리적 글쓰기)
5) 논술 과정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개념 및 어휘들 – 개인, 공동체, 자유, 자아, 주체성, 소외
등 –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가?
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관련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제시문(가),
성취기준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제시문(나),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 제시문 (다)
로 이해한다.

과목명: 국어

제시문(라)

관련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
성취기준1

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제시문(나)
읽는다.

관련 성취기준
성취기준2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과목명: 문학

성취기준1

성취기준2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
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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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화법과 작문
성취기준

관련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
달하는 글을 쓴다.

문제 1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성취기준

관련

[10통사06-02]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
인 사례에 적용하여 평가한다.
과목명: 사회·문화

성취기준

문제 1

관련

[12사문02-01]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비
교하고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설명한다.

문제 1

2. 자료 출처
가. 교과서 내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국어

정민 외

해냄에듀

2019

332

-

고등학교 독서

고형진 외

동아출판

2020

114~118

O

고등학교 독서

한철우 외

비상교육

2020

103~107

O

고등학교 독서

방민호 외

미래엔

2020

103

-

5. 문항 해설
1) 제시문(가)는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피로
를 느끼는 ‘나’가 괴로워 하다가, 마침내 홀로 사는 일의 자유와 재미를 찾고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상
처받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다.
2) 제시문(나)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점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산문에 삽입된 황지우 시인의 시다. 이 시에는 혼자 쓸쓸히 라면을 먹는 나이 든 사
내를 향한 서정적 화자의 동정과 연민, 동일시의 시선이 표현되어 있다.
3) 제시문(다)는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철학적 탐구의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4) 제시문(라)는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나는 왜 나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개
인의 자기동일성을 탐구하는 여러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5) 주어진 ‘문제’는 제시문(가)~(라)를 다양한 관점으로 읽기를 요구한다. 우선 제시문 (가), (나)는 문학
작품에 해당하므로 ‘감상적 읽기’ 능력이 요구된다. 제시문의 화자(서술자)의 감정과 정서적 태도를 얼
마나 잘 파악하는가의 능력을 묻고 있다. 제시문 (다), (라)는 진술 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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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나타난 방법, 태도, 관점 등의 차이를 찾아내는 비교, 비판, 추론적 읽기의 능력을 묻고 있다. 마
지막으로 각 제시문을 ‘나’와 ‘타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재배치하여, (가), (라)를 한 묶음으로, (나), (다)
를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다고 할 때, 그 공통점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학생이 추출한 공
통점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능력을 묻는다. 마지막으로, 제시문들을 바탕으로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어
문규범을 잘 지키면서 논리적이고 맥락에 맞도록 ‘작문’하는 능력이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배점 기준 : 어문규범 10점+내용 40점=50점
*어문규범 : 맞춤법, 띄어쓰기, 부호, 문장의 호응관계 등
*내용 : 문항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 논리 전개 등(아래 사항 참조)
1) 최상(最上)
① 제시문 (가)의 ‘나’를 사람들 무리 속에서 상처받고 괴로움을 겪다가,
홀로된 자의 자유를 찾는, ‘변화하는 나’로 읽어냈을 때. 그 과정에서 자발
적 고립, 소외, 고독, 자유, 개인, 사회 등의 어휘를 적절히 구사하면서 설
명하였을 때 (최근의 사회현상인 ‘혼밥’, ‘혼술’ 등과 연결하여 써도 좋음)
② 제시문 (나)의 ‘나’를 동정, 연민, 관심, 연대감, 동일시 등의 어휘를 적
절히 사용하면서, ‘타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지닌 화자로 설명하였을
때. (가난, 차별, 소외 등의 용어를 사용해도 좋음)
③ 제시문 (다), (라)가 ‘나의 자기동일성’을 질문을 던진 후 그 대답을 구
하는 철학적 탐구과정임을 적절히 제시하면서, 두 글의 탐구 과정에 나타
난 태도가 ‘나’를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규명하는가, 아니면 오로지 ‘나’
의 내부에서 구하는가로 크게 구분된다는 점을 답안에 정확히 서술했을
문제1

때. 즉 제시문 (다)는 ‘나’의 본질이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너’ 혹은
타자의 존재와의 ‘관계’를 통해야 하며, 관계를 통해서만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대답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에 비해 제시문 (라)가 같은 대
답을 구해 나가는 과정은, 타자의 존재나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
고, 내 몸(신체)의 연속성이나, 내가 가진 기억, 느낌 등의 심리적 연속성
을 통해 동일성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나타낸다.(자기동일
성 이외에 정체성, 자아정체성, 주체성, 공동체, 연고적 자아 등의 용어를
적절히 사용해도 좋음)
④제시문 (가), (라)는 ‘나’와 ‘타자’의 공존, 관계, 상호개입보다는 ‘나’ 자체
에 집중하거나, ‘나’의 동일성에 ‘타자’의 존재나 조건이 불필요하다는 점
에서, ‘타자’가 ‘나’로부터 배제되거나 ‘나’의 존재를 탐구하는 데 불필요한
존재라는 공통점을 지닌다는 점을 명시했을 때.(자기동일성 이외에 정체
성, 자아정체성, 주체성 등의 용어를 적절히 사용해도 좋음)
⑤제시문 (나), (다)는 ‘나’의 삶에, ‘나’의 존재규명에 ‘타자’의 존재가 개입
하거나 필요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타자’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
고 ‘나’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는 점을
명시했을 때.(공동체, 연고적 자아 등의 개념을 사용해도 좋음)
⑥ 위의 ①~⑤의 내용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어휘와 개념, 명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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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논리적인 문장, 그리고 어문규범을 정확히 지킨 답안.
2) 상(上)
위의 ①~⑥중 ⑥을 제외한 ①~⑤의 내용이 충실하게 작성되었을 때
3) 중상(中上)
①~⑤의 내용이 서술되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미흡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얻지 못할 때
4) 중하(中下)
①~⑤의 내용 중 답안에 전혀 쓰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썼더라도 엉뚱한
내용으로 작성했을 때
5) 하(下 )
①~⑥중 어느 항목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거나, 작성한 논술문의 분량
이 너무 적어 채점의 근거로 보기 어려울 때

7. 예시 답안
(가)의 ‘나’는 사람들 무리에 섞여 사는 일을 힘들어 한다. 사람들은 늘 남의 눈치를 보고 따돌림을 당
할까 두려워하고 남들에게 자신의 인간관계가 폭넓음을 위장한다. 결국 (가)의 ‘나’는 외톨이가 되지 않
을까 전전긍긍하던 ‘나’로부터 홀로 있는 자유와 재미를 발견하는 ‘나’로 바뀐다. (나)의 ‘나’는 외롭고
불쌍한 타인들에게 동정과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 혼자 밥 먹는 나이 든 남자를 보면서 어린 시절 자
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모든 가난한 이와 외로운 이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시선을 보낸다.
제시문 (다)와 (라)는 둘 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그러
나, 대답을 구하는 방법과 관점은 다르다. (다)는 ‘나’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와 같은
‘타자’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의 본질은 ‘나’ 혼자가 아니라 ‘너’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알 수 있
기 때문이다. (라)에서는 신체이론과 심리이론의 차이를 보여 주면서 ‘나’의 개인동일성을 탐구하고 있
는데, (라)는 그것을 철저히 ‘나’의 내부에서 구한다는 점이 (다)와 다르다. 개인동일성을 구하는 근거가
신체의 연속성이든 심리의 연속성이든, 그것은 오로지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나’의 개인동일성을
탐구하는 과정에 ‘너’나 혹은 타자는 불필요하다. 이 점이 (다)와 (라)에서 ‘자기동일성’을 탐구하는 관점
의 가장 중요한 차이이다.
‘나’와 ‘타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볼 때, (가)와 (라)는 ‘나’에게 ‘타자’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가)의 나는 ‘타자’와의 관계를 회피하고 싶어 한다. (라)에서 ‘나’의 동일성에 ‘타
자’가 개입될 필요는 없다. ‘나’의 삶이나 ‘나의 동일성’에서 모두 이들은 ‘타자’와 관계보다는 자기 세계
내부를 지향한다. 그에 비해 (나)와 (다)는 ‘나’의 시선이 늘 ‘타자’를 향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나)의 ‘나’는 나이 든 사내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타자’의 외로움에 공감한다. ‘타자’는
타자이면서 곧 ‘나’이기도 하다. (다)는 ‘나’는 ‘너’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나’
와 ‘타자’는 엄연히 다른 존재이지만, ‘나’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타자)가 필요하므로
‘나’와 ‘타자’는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는 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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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술 전형 인문사회계열 출제 문제1에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국어과)
제시문 (가)~(라) 모두 고등학교 국어과의 ‘국어’. ‘독서’ 교과서 내용을 활용한 것으로 고등학교 국어
과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
제시문 (가), (나)는 문학 작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자(서술자)의 감정과 정서적 태도를 감상할 수 있
느냐가 관건이다. 제시문 속에 화자(서술자)의 감정과 정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어 이를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시문 (다)는‘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서술한 글로 철학적 탐구 과정이 명확
하게 설명되어 있다. 제시문 (라)는‘자기동일성’을 탐구하는 이론을 소개한 글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 해당 이론을 파악하는데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제시문은 무난한 수
준의 제시문이라고 할 수 있다.
논제의 지시는 제시문에 드러난 감정과 정서적 태도를 파악하는 능력과 제시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비교, 비판, 추론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논제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 추상적인 개념들을 추
론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다소 까다롭게 느껴졌을 수도 있으나, 제시문의 내용이 워낙 명확하고
예를 들어가며 쉽게 설명하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논제의 지시는 고등학
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성취 기준에 기반한 것이기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
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라면 작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
또한 제시문 (다), (라)에 담겨 있는‘나’, ‘타자’, ‘개인’, ‘개인 동일성’, ‘사회’ 등의 개념은 사회과 교육과
정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개념과도 연관되어 있어 수험생들은 이를 친숙하게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B교사/사회과)
제시문은 국어, 독서 교과서에서 발췌한 지문으로 사회과 교육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은 없나 지문
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통합사회 과목 (6) 사회정의와 불평등 단원에서는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바탕으
로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에 대한 의무, 사익과 공익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탐구하도록 하고 있다. 자유
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학습할 때 연고적 자아, 무연고적 자아의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개념이 지문 속의 ‘나’를 구분하고 비교하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문화 과목 (2) 개인과 사회 단원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살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과
과정을 바라본다.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사회화가 이루어진다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을 학습한 학
생이라면 지문 속의 주제적 자아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화된 객체적 자아를 구분할 수 있을 것
이므로 지문 속의‘나’를 구분지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으로 학생들이 어려울 수 있겠으나, 교육
과정 내에서 제시된 내용이고 학생들이 ‘나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고등학교 수업에서 한번쯤 사
유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크게 어렵지 않게 논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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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C교사/국어과)
연세대 미래캠퍼스의 2021 논술 문항 1번은 국어와 사회과 교육과정을 근거로 출제되었다.
출제에 사용된 핵심 개념인 ‘나, 타자, 개인, 사회, 주체성, 자아, 공동체’는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이고 국어과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문학 작품을 감상하거나 이를 제재로 한 다양한 글을 읽
게 된다. 따라서 핵심 개념과 용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다.
주어진 논제는 ‘제시문 (가), (나), (다), (라)에는 서로 다른 ‘나’가 있다. 제시문 (가), (나)의 ‘나’는 어떤
‘나’인지를 각각 설명하고, 제시문 (다), (라)에서 ‘나’를 탐구하는 관점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그리고, ‘나’
와 ‘타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시문 (가), (라)의 공통점과 (나), (다)의 공통점을 추출하고 각각의 공통
점을 설명하시오.’이다. 제시문을 통해 다양한 ‘나’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나’를 비교하여 서
술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독해가 되어야 한다. 독서교
육과정에 제시된 인문과 예술 분야의 글을 읽고 비판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을 잘 준수하고 있다. 그
리고 차이를 서술해야 하는 부분과 공통점을 서술해야 하는 부분은 가치가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
직할 수 있다는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다.
제시문의 수준은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논제에 맞게 재구성한 수준이므로 일반
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면 충분히 읽어 낼 수 있는 수준이다. (가), (다), (라)는 독서 지문으로 사용된
어휘나 지문의 길이가 적당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학 작품은 황
지우의 시가 출제되었는데 ‘혼자 밥 먹는 자들’이라는 부분이 작품의 제재와 직접 연결되고 있어 해석
에 어려움이나 다양성이 생기지는 않았다.
분량의 측면에서 본다면 1000자를 60분 안에 작성해야 하므로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논제
를 몇 개로 구분해 보면 ‘①(가), (나)의 ‘나’는 어떤 ‘나’인지를 각각 설명하기, ② 제시문 (다), (라)에서
‘나’를 탐구하는 관점의 차이를 서술하기, ③‘나’와 ‘타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시문 (가), (라)의 공통점
쓰기, ④ (나), (다)의 공통점을 추출하고 각각의 공통점을 설명하기’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논제의
경중에 따라 250자 내외로 작성하면 되므로 생각보다 분량이 많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논제를 분석하
고 제시문을 논제에 따라 읽고 답안을 작성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다.
채점기준은 논제에 맞게 작성되어 있어 평가에 있어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또한 추후에 공
개되었을 때 수험생 입장에서 스스로 논술문제를 풀어 보고 자신의 답안과 채점 기준을 비교하여 부
족한 부분을 보완해 볼 수 있는 수준까지 채점기준이 작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고등학교 수준
에서 충분히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국어과와 사회과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연세대 미래캠퍼스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
준에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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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카드 2]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일반논술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제 2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핵심개념 및 용어

예상 소요 시간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 과학 기술자의 사회적 책임,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50분

2. 문항 및 자료

【문제 2】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50점)
(가) GMO는 어떤 생물체의 유용한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해 유전자 일부를 변형시켜 만
든 생물체를 말한다. 지금까지 개발된 것은 대부분 식물이기 때문에 GMO라고 하면 통상 유전자 변형 농
산물을 가리킨다. 1996년에 처음으로 상업화된 GMO는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인류의 식량 부족 및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과학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미국 식품 및 농업 정책 연구소가 발표한 2006년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미국에서만 바
이오 기술을 이용한 GMO 작물 재배로 4백만 톤의 증산이 가능했고, 이에 따라 14억 달러의 원가가 절감
되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농약 사용도 3만 톤이나 줄여 전체적인 경제 효과가 2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또 다른 예를 찾아보면, 독일의 A사에서 나오는 옥수수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영양성분이 강화되어
높은 농도의 아미노산과 지방성분,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동물 사료로 인기가 높다. 또 다국적 농업 회
사인 B사에서는 병충해에 강한 목화 종자를 개발했는데, 통계에 의하면 이 목화 종자를 경작하면서 농약
사용량이 2.5배나 줄었다고 한다.
(나) 과학자가 현 단계에서 분명하지도 않은 미래의 윤리 문제를 걱정한다면, 현재 연구가 낳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과학의 특징은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금은
예측하기 무척 힘들다는 것이다. 1940~1950년대 생물학자들이 유전자의 구조가 이중 나선이라는 것을 밝
혀냈을 때, 지금과 같은 바이오 혁명을 예견하지 못했던 것은 그 좋은 예이다.
(다) 현대 과학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윤리적 책임이 커지는 이유는 과학 기술의 결과에 대한 예측이 분명
하지 않기 때문이다. 순수한 학문적 동기에서 비롯된 과학적 발견이 과학자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과학 기술이 선하고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될 때조차도 장기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협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예도 있다.
(라) 어떤 과학자도 자신의 연구와 실험 결과가 인류의 복지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또는 유해할 것인가
를 측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가치 판단의 문제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를 통하여 발견한 진리를 공표할 책임만을 가진다. 그 학문적 성과가 인류 복지에 이용될 것인
가, 그렇지 않으면 인류의 절멸과 범죄 행위에 악용될 것인가의 문제는 이미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마) 과학 기술이 도구라는 말은 사실이지만 그 본질을 드러내주는 표현은 아니다. 과학 기술은 이를 사용
하는 인간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기술의 본질은 인간이 세계와 맺는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
다. 발달된 현대 기술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부품으로 보게 한다. 과학 기술을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만 보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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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위 제시문 (나)~(마)를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두 입장으로 구분하고, 이 중 하나의 입장을 선
택하여 제시문 (가)에서 설명하는 과학 기술의 사용과 발전 방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1,000자 내외)

3. 출제 의도
1. 이 문제는 과학 기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그 차이점과 논거를 비교. 설명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2. 과학 기술과 윤리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 적용하여 비
판하거나 정당화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1. 사회과 교육과정 - 통합사회
과목명: 고등학교 사회
[10통사09-03] 미래 지구촌의 모습을 다양한 측면에서 예측하고, 이

성취기준
관련 성취기준

관련

를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 삶의 방향을 설정한다.

문제 2

2. 사회과 교육과정 – 생활과 윤리
과목명: 고등학교 사회

관련

[12생윤04-01]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조사하여 비교･
성취기준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 적용하여 비

문제 2

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

2. 자료 출처
가. 교과서 내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통합사회

정창우 외 12인

미래엔

2018

274쪽

제시문 (가)

O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6인

미래엔

2018

121쪽

제시문 (나)

O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10인

천재교과서

2018

122쪽

제시문 (다)

O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10인

천재교과서

2018

121쪽

제시문 (마)

O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김국현 외 9인

비상교과서

2018

121쪽

제시문 (마)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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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과서 외 자료 등을 활용한 경우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1 EBS 수능완성
생활과윤리

최경수 외 5인

EBS

2020

62쪽

제시문 (라)

O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탁준 외 7인

지학사

2018

115쪽

제시문 (라)

O

관련 교과서 근거

5. 문항 해설
[문제 2]는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 적용하여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파악한다.
제시문(가)는 고등학교 통합사회(미래엔)에 실린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과 관련된 다양한 글들을 재
구성한 내용이다. 이 글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기술의 상업화와 개발과 관련하여, GMO기술이
인류에게 제공한 다양한 혜택을 나열하고 있다.
제시문(나)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미래엔)에 실린 홍성욱 저자의 “과학은 얼마나”라는 책의 내용을 재
구성한 글이다. 이 글은 과학 기술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므로 연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과학 기술
을 윤리적 관점에서 규제하려는 시도는 과학 기술의 발달은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제시문(다)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천재교과서)에 실린 과학 기술 발전에 있어 윤리적 책임이 커지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과학 기술 결과의 모호성에 근거하여 과학 기술 시대에 윤리적 책임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제시문(라)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지학사)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2021 EBS 수능완성 생활과 윤리
교재에 수록된 과학 기술자의 책임에 관한 오펜하이머의 견해를 재구성한 글로, 과학적 발견 자체는
가치중립적 영역이며 그 자체로 사회적 책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과학적 발견의 결과 활용과
관련된 책임은 과학자가 아니라 활용한 사람이 져야 한다는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마)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천재교과서/비상교육)에 실린 하이데거(Heidegger, M)의 “기술과 전
향”이라는 책의 내용을 재구성한 글이다. 이 글은 과학 기술을 가치중립적으로 고찰하여 무방비 상태
가 된다면 인간이 오히려 과학 기술에 조종당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며, 따라서 과학 기술에 대한 가
치 판단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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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제시문 중 (나)와 (라)는 과학 기술은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이므로 가치판단과는 무관하다는 입
장을 보인다. 더 나아가 과학 기술은 그 자체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며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평
가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시문 (다)와 (마)는 과학 기술의 발견과 활용 과정에는 가
치가 개입되며 바람직한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학 기술의 파급력이 엄청나고 그 영향력
이 인간과 자연, 현세대와 미래세대까지 광범위하게 미치므로, 과학 기술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 있어서
과학 기술자들은 윤리적 책임과 정당화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시문 (마)는 최근까지도 찬
반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에 대한 과학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
한 글이다. 이러한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 제시문에 설명된 과학 기술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근거를
제시하며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문제 2

채점 기준

배점

주요 확인 요소들
제시문 (나)와 (라)와 제시문 (다)와 (마)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그
차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함.
- 제시문 (나)와 (라)는 과학 기술의 가치중립성을 강조하면서 과학연구
의 자유를 강조하는 지문임
- 제시문 (다)와 (마)는 과학 기술에도 윤리적 가치 판단이 필요하며
사회적 책임이 따라야 함을 강조하는 지문임
제시문 (가)의 내용을 위의 두 가지 중 하나의 입장에서 GMO 관련 과
학 기술의 사용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리적으로 의견을 서술함.
찬성하는 입장인 경우, 과학 기술의 연구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므로 해
당 기술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의 자유는 허용해야 함을 강조. 그러면서
도 과학 기술의 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장기적인 영향과 관
련해서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단체의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가 필
요함을 이해해야함.
반대하는 입장인 경우, 과학 기술은 연구 목적의 설정, 기술의 활용 등
다양한 단계에서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으므로 과학 기술을 연
구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함을 강조. 과학기술
사용과 개발에 있어 신중한 입장이 필요함을 이해해야 함.
상상 : 1과 2의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면서 글이 체계적이고 완성도 있게
작성됨
상중 : 1과 2의 요소들은 모두 포함하지만 내용 구성의 완성도가 다소
부족함
중상 : 1과 2의 요소들의 대부분을 잘 포함하고 있으며, 글이 체계적으
로 작성됨
중하 : 1과 2의 요소들의 대부분을 잘 포함하지만, 글의 구성상 완성도
가 다소 부족함
하 : 1과 2의 내용을 잘 담아내지 못함
추가 고려사항
반대하는 입장에서, 해당 과학 기술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거나 등의
기술혐오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제시문들에 나타난 과학 기술을 대하는
책임있는 태도와 거리가 있으므로 감점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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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게 찬성하는 입장에서, 과학 기술을 절대 선으로 보는 기술지상주
의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제시문들에 나타난 과학 기술을 대하는 책임
있는 태도와 거리가 있으므로 감점이 가능함.
양비론을 펼치는 답안은 문제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감점
이 가능함.

7. 예시 답안
제시문 (나)와 (라)는 과학 기술의 연구는 객관적인 진리 탐구를 목적으로 하여 가치 중립적이므로,
가치 판단이나 윤리적 기준으로 과학 기술에 대한 연구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과학적 발
견은 가치 중립적 영역이므로 과학자의 연구와 실험 결과로 얻게 되는 과학적 발견 그 자체는 사회적
책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제시문 (다)와 (마)는 과학 기술을 연구하거나 활용하는 주체도
역시 인간이므로, 과학 기술과 도덕적 가치를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구의 목적을 설정하거나
그 결과를 현실에 적용할 때 가치 판단이 개입하므로 과학 기술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과학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도 야기하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학 기술을 연구하는 목적이 순수하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대한 사회적 책
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과학 기술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과 존엄성의 실현이라는 윤리
적 목적을 지향해야 하며, 과학 기술 활용의 결과에 대해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문 (가)에서 설명하는 GMO 작물에 대한 사용 확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
근이 필요하다. 제시문 (가)는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의 개발이 인류의 식량
부족 및 기아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해왔는지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GMO는 농산
물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만들어진 작물로, GMO 작물이 장기적으로 인간과 자연에게 어떤 영향을 미
칠지에 대한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GMO 작물의 섭취가 장기적으로 인간에게 어떤 부
작용을 가져올지, 또는 내성이 높아진 유전자 변형 종자의 재배가 자연 생태계에 어떤 교란을 가져올
지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처럼 과학 기술의 결과가 모호하고 그 결과가 장기간에 걸쳐 영
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새로운 기술의 사용과 기술 발전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윤리적인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미래에 발생 가능한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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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술 전형 인문계열 출제 문제2에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사회과)
제시문 (가)는 통합사회 교과서 9단원(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에 있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과 관
련된 글로 과학 기술 발달이 가져 올 긍정적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시문 (나)~(마)는 생활과 윤리 교과서 4단원(과학과 윤리)에 내용에 근거하여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과학들이 가져야 할 윤리적 책임에 대해 다른 두 입장에서 언급하고 있다.
문항 2는 교과서 및 교과서를 근거한 EBS

수능완성 교재에 근거하여 제시문이 재구성되었으므로 2015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항 2는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다른 두 입장으로 나누고 비교·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GMO 과
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공간과 삶의 변화, 생태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미래 지구촌의 변화
향상을 예측해보고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 적용하여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도록 발문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10통사-09-03], 도덕과 성취기준 [12생윤04-01]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GMO 과학 기술이 가져온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수업 현장에서 사례로 많
이 다루어진다. 따라서 공교육 수업에 충실한 학생이라면 수월하게 제시문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2.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B교사/국어과)
제시문 (가)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과 관련된 글로 GMO 기술의 상업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혜택
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이라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나)~(마)는 모두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과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한 글이
다. 이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이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
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무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나)~(마)를 두 입장으로 구분하고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여 과학 기술의 사용과 발전 방향에 대
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라는 논제의 지시는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 과학자의 기술에 대한 사회적
책임 등을 다루고 있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의 교육과정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이 논제는 현
대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실생활과 관련된 과학 기술에 대한 사유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을 두 입장으로 구분한 후 하나의 입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라는 논제의
지시는 고등학교 국어과의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등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성취기준에 기반한
것으로 난도가 무난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C교사)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과 관련하여 GMO가 가져온 긍정적 결과를 나열한 후 이를 바탕을 다양한
관점에서 정리 및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문항이다.고등학교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지문을
발취 및 재구성하여 활용하였고, 이는 실제 수업에 활용하는 교과서를 이용한 것임. 또한 고등학교 생활
과 윤리의 교과서 내용을 근거로 한 EBS수능완성 생활과 윤리 교재의 내용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문의 수준과 난이도는 적절하였다고 판단한다. 문제 2는 과학 기술의 발달과 상충할 수 있는 연구 윤
리와 관련된 두 입장을 비교하고 설명하는 문항임. 다양한 측면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
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및 성취기준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음. 교육과
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이라면 시간 내에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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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카드 3]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일반논술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 / 문제 1-1,1-2,1-3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핵심개념 및 용어

출제 범위

수학, 수학Ⅱ, 미적분
역함수, 연속, 정적분, 치환적분

예상 소요 시간

30분/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1】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문항별로 풀이와 함께 답하시오.
(가) 함수    가   를 포함하는 열린구간에서 연속이고,    의 한 부정적분이    일
때, 일정한 값      를 함수    의  에서  까지의 정적분이라고 하며, 이것을


기호로

    와 같이 나타낸다.


(나) 두 집합    에서 함수    → 가 일대일대응이면  의 각 원소  에 대응하는 
의 원소  는 단 하나 존재한다. 이때  의 각 원소  에      인  의 원소  가 대
응하면  를 정의역으로 하고  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
함수를 역함수라고 한다.
(다) 함수    와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단,   는 상수)
 
  
      ≤   
    
,

      ≤ 
 




   











[문제 1-1] 제시문 (다)에서 주어진 함수    는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는 역함수  가 존재하고    을 만족시킬 때,     의 값을 구하
시오.


[문제 1-2] 제시문 (다)에서 주어진 함수    에 대하여
시오.




[문제 1-3] 제시문 (다)에서 주어진 함수    가      를 만족할 때,

의 값을 구하시오. (단,  는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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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을 구하
lim      
 

 → ∞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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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제 의도
역함수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를 알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정적분의 뜻, 치환적분법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는 문제 해
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4) 함수 (가) 함수
수학Ⅱ (1) 함수의 극한과 연속 (나) 함수의 연속
수학Ⅱ(3) 적분 (나) 정적분
미적분 (3) 적분법 (나) 정적분의 활용
미적분 (3) 적분법 (가) 여러 가지 적분법

성취기준

[10수학04-03]
역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
[12수학Ⅱ01-03]
함수의 연속의 뜻을 안다.
[12수학Ⅱ03-04] 다항함수의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12미적03-04]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12미적03-01] 치환적분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2. 자료 출처
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수학

김원경외

비상교육

2018

212-216

수학Ⅱ

고성은외

신사고

2018

30-34

수학Ⅱ

박교식외

동아출판

2018

123-125

미적분

황선욱외

미래엔

2019

161-164

미적분

김원경외

비상교육

2019

126-130

5. 문항 해설
(문제 1-1) 함수    의 역함수가 존재하므로 일대일대응을 적용하여 함수    를 구한다. 역함수 의
미를 적용하여  값을 구한다.
(문제 1-2) 급수의 합을 정적분으로 나타내어 계산한다.


(문제 1-3) 미분과 적분의 관계,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sin   cos    , 치환적분 등을 이용하여 정적

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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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상)      값을 맞게 답한 경우
1-1

(중) 함수만 구한 경우

10

(하) 함수를 구하지 못한 경우
(상) 급수의 합을 맞게 답한 경우

1-2

(중) 급수의 합을 정적분으로 나타냈지만 답이 틀린 경우

10

(하) 급수의 합을 정적분으로 나타내지 못한 경우
(상) 정적분 값을 맞게 답한 경우

1-3

(중)







sin   까지만 구한 경우

10






(하)  ′    까지만 구한 경우

7. 예시 답안


[문제 1-1] (답) 

(풀이) 함수    의 역함수가 존재하므로 함수    는 일대일대응이다. 이때 함수    가
   에서

오직

하나의

값을

가져야

하므로

      이어야

한다.

즉,

              이다. 또한    가    에서 오직 하나의 값을 가져야 하므


로      이어야 한다. 즉,           이다.



따라서 함수      의 그래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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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한편,

     이고,

하면

     의

함수

그래프에서

   이므로

             이다. 또,       에서    이고,   이므로




          이다. 따라서    이고 답은              이다.







[문제 1-2] (답) 







 













 

 lim        
lim      
 

 
→∞  
→∞    

(풀이)








     













 









    





    



    



    





        







[문제 1-3] (답) 




 의 양변을  에 대해서 미분하면  ′     이고 주어진 식
(풀이)    



 



sin 
 

  








  ′ sin  


----(1)




가 된다.      로 치환하면  ′     이므로 식 (1)은

sin   
 

  








 ′ sin    










sin  

sin sin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sin   cos    에 의하여











sin  sin 







  cos sin

----(2)




가 된다. 이제 cos   로 치환하면  sin   이므로 식 (2)는










  cos s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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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술 전형 자연계열 출제 문제1에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문제1-1)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이해해야 하며, 이를 함수의 연속성과 연결하여 출제한 문항이다. 함수
의 연속성에 관해서 교과서에 충실하게 출제되었다. 또한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함수값을 구하는
문항은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정형화된 문항이다.
교육과정 내에 있는 역함수, 함수의 연속성에 다룬 문항으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은 무난하
게 풀 수 있는 문항이다.
(문제1-2)
급수의 합으로 표현된 식을 정적분으로 바꾸며, 정적분으로 나온 식을 각 범위에 해당하는 함수식으로
나누어 다항함수의 적분으로 해결하는 문항이다.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는 미적분에서 나오는 주요 내용이다. 복잡한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
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교과서에서 나오는 평이한 정도이며, 다항함수의 적분
도 계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다.
교육과정 내에서 충실하게 출제된 문항이다.
(문제1-3)
복잡하게 주어진 적분식은 치환적분에 의해 간단한 적분식으로 고쳐진다. 고쳐진 적분식은 삼각함수의
성질과, 삼각함수의 치환적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다.
2번의 치환적분과 sin  를 변형하는 과정에서 다소 복잡한 적분이 요구되지만, 교과서에서 정형화되어
나와 있는 풀이이다.
교육과정 내에서 미적분 교과의 적분을 충실하게 학습한 학생이라면 풀 수 있는 문항이다.

2.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B교사)
(문제1-1)
연속함수의 성질을 이해하고 주어진 함수의 계수를 구하고 공통과목인 수학 내 역함수 개념을 활용해
함숫값을 구하는 문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충분히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문제1-2)
주어진 함수의 범위를 나누고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는 문제로 평이
한 수준의 난도이며 학생의 계산능력을 확인하게 적절한 문제이다.
(문제1-3)
주어진 합성함수를 치환적분법을 적용해 해결하는 문제이다.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을 이해하면서 두 번
의 치환과정을 거쳐야 해결되는 문제로 교육과정 내의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기에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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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C교사)
(문제1-1)
함수의 연속을 이해하고, 역함수 개념을 활용해 함숫값을 구하는 문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문제1-2)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를 활용하여 다항함수의 정적분을 계산하는 문제로 학생의 이해력과 계
산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다.
(문제1-3)
치환적분법을 활용하여 정적분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과 삼각함수의 미분법을 활
용한 문제로 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로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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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카드 4]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일반논술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 / 문제 2-1, 2-2, 2-3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핵심개념 및 용어

수학, 미적분
원의 방정식, 그래프의 개형, 수열의 극한

예상 소요 시간

45분/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2】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문항별로 풀이와 함께 답하시오.




(가) 중심이 원점 O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인 원의 방정식은      이다. 각  를 나타



내는 동경과 원의 교점의 좌표를    라고 하면 tan    ≠   이다.

(나) 1 보다 큰 실수  에 대해서 C   은 좌표평면에서 중심이 A    이고 반지름의 길
이가  인 원을 나타낸다. 두 원 C   과 C     의 한 교점을 P 이라 할 때   은 점

P 과 원 C     의 중심과 원점이 이루는 각 ∠P A O를 나타낸다. (단, P 의  좌
표는 양수)

S 는 두 무리함수   
 와   
 으로 만들어지는 곡선이다. 원 C   과 곡선 S
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한다.

[문제 2-1] 제시문 (나)의 A    에 대해서  을  로 나타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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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2] 제시문 (나)의 A    에 대해서, 1 보다 큰 모든 실수  에 대한 방정식

         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의 범위를 구하시


)
오. (단, lim 

→∞ 





 

[문제 2-3] 제시문 (나)의   에 대해서

lim tan 을

구하시오.

 →∞

3. 출제 의도
미지수가 2개인 연립이차방정식과 이차방정식 근의 판별을 사용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문제를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방정식 문제를 해결
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미지수가 2개인 연립이차방정식과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극한값을 찾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적용 교육과정

수학 (1) 문자와 식 (바)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라) 복소수와 이차방정식
미적 (2) 미분법 (다) 도함수의 활용
미적 (1) 수열의 극한 (가) 수열의 극한

[10수학01-13] 미지수가 2개인 연립이차방정식을 풀 수 있다.
[10수학01-07] 이차방정식에서 판별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성취기준

[12미적02-13]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2수학Ⅱ02-09]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12미적01-02]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2. 자료 출처
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수학

김원경외

비상교육

2018

52, 74-75

미적분

황선욱외

미래엔

2019

119-120

미적분

김원경외

비상교육

2019

16-19

5. 문항 해설

(문제 2-1) 미지수가 2개인 연립이차방정식을 만들어 이차방정식 근의 판별을 적용하여 계산
한다.
(문제 2-2)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문제에서 함수를 만들어 일계도함수와 이계도함수를 구
해서 그래프 개형을 그리고 방정식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 2-3) 미지수가 2개인 연립이차방정식 풀이와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이해하
고 이를 이용하여 극한값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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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상)  을  로 맞게 답한 경우
2-1

10

(중) 이차방정식만 구한 경우
(하) 연립이차방정식만 구한 경우
(상)  값의 범위를 맞게 답한 경우
(중) 함수 그래프의 개형만 구한 경우

2-2

13

(하) 함수 그래프 개형을 구하지 못한 경우
(상) 답을 맞게 답한 경우
(중)  까지 구한 경우

2-3

12

(하)  을 구하지 못한 경우
7. 예시 답안

  
[문제 2-1] (답)   



 
   

(풀이) 




          
(1)을 (2)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이다. 이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이    이
  

어야 하므로              이고 정리하면    이다.




[문제 2-2] (답)      



    
(풀이)         







1 보다 큰 모든 실수

 에 대해      (또는 1보다 큰 모든 실수  에 대해


      )이라고 하면  ′    

  이므로  ′     에서   





다. 이때

 ″          에서  ″       ,  ″    

  

의



극솟값은

  


     ,

극댓값은

또는    이

  이므로 함수

      이다.

그리고

 


 ∞ , lim     lim 
  이므로 함수      의 그래프의
lim     lim 


→  ∞
→  ∞ 
→∞
→∞ 

개형은 다음 그림과 같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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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때 곡선          과 직선    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하므로 구하는


 값의 범위는       이다.



[문제 2-3] (답)




(풀이) 연립이차방정식



       


 





               

(1)에서           
    
                  ,    이고 (1)에 대입하면


    
    
±     
   이다. 따라서 점  과   를 구하면
    ,




    

   이다[그림
        
이고
3].
그러므로



(3)을 (2)에 대입하면






    






 
.
lim tan  lim   lim 

→∞

→∞

→∞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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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술 전형 자연계열 출제 문제2에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문제 2-1)
주어진 원을 방정식으로 표현하고 주어진 곡선의 방정식과 연립해 원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로 공
통과목인 수학 교과 내의 지식으로 충분히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문제 2-2)
방정식의 개념을 함수로 확장하여 미분을 이용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고 교점의 개수를 통해 조건에
만족하는 상수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이다.
교육과정에서 미적분 교과를 학습하였다면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
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다면 풀이가 가능하다.
(문제 2-3)
두 원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 삼각함수를 반지름에 관련된 식으로 변환하고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이다.
수학 학습에 필수적인 계산능력을 확인하면서 교육과정 내의 기본 개념인 방정식, 삼각함수, 극한의 내
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측정하기에 적절하다.

2.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B교사)
(문제 2-1)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주어진 2개의 방정식을 연립하여 해를 구
하는 문항이다.
원과 무리함수의 연립방정식을 세워야 하는 것이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식을 세우고 해결하는 과정은
교육과정내에서 자주 출제된 문항이다.
교육과정내에서 1학년 수학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고 관련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다.
(문제 2-2)
2-1과 연계하여 제시된 식을 풀면 간단한 방정식이 나온다. 정형화되지 않은 방정식에서 함수 그래프
의 개형을 바탕으로 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항은 미적분에서 자주 나오는 문항이다. 문항에서 정의역의
범위만 주의하여 해결한다면 무난히 풀 수 있는 문항이다.
 
 가 주어졌으므로 교육과정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다.
주어진 방정식이 간단하며, lim  

→∞ 
(문제 2-3)
두 원의 교점을 구하고, 구한 교점을 이용해 길이를 구하며 tan   을 구한 뒤 극한 값을 구하는 문항이
다. 연립2차 방정식, 삼각함수의 뜻, 수열의 극한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
다. 문항 해결의 아이디어는 일반적이지만 교점을 구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계산이 요구된다. 교점의 좌
표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변별력이 생길 것이라 예상하는 문항이다.
교육과정 범위에서 수학, 수학Ⅰ, 미적분 등 다양한 교과의 복학적인 내용이 적용되어 있으며 교육과정
의 충실한 이수와 꼼꼼한 계산능력이 요구 된다.

- 41 -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C교사)
(문제 2-1)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원을 방정식으로 표현하고, 주어진 곡선의 방정식과 연립해
이방적시의 판별식을 활용하여 원의 중심의 자료를 구하는 문제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충분히 해
결할 수 있다.
(문제 2-2)
미분을 잉용하여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 상수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로 미적
분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문제 2-3)
연립이차방정식을 이용하여 두 원의 교점의 좌료를 구하고, tan   를 반지름의 길이 r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한 후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로 기본적인 연립방적식과 극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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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카드 5]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일반논술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 / 문제 3-1,3-2,3-3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확률과통계, 미적분

핵심개념 및 용어

이산확률변수, 기댓값, 넓이, 부분적분

예상 소요 시간

45분/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가) 이산확률변수  의 확률질량함수가 P            ⋯    일 때,  의 기댓
값(평균)은

E        ⋯ 
이다.

그리고

이산확률변수

와

임의의

두

상수

   ≠   에

대하여

E      E    이다.


(나) 아래의 그림과 같이 곡선         이  축과 만나는

점은 A   , B   이다.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 중 큰 수를 확률변수  라 하고, 그 값을  라고 할
때, 곡선이 직선    ,      와 만나는 점은 각각 D C
이다. 그러면, 이 때 만들어지는 사각형 ABCD의 넓이  는
이산확률변수가 된다.

(다) 제시문 (나)에서 정의된 확률변수  의 값을  라 하자. 제
시문 (나)에서 주어진 사각형 ABCD를 밑면으로 하는 입체도
형 R 이 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점 P   , Q   를 지나
고  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입체도형 R 을 자르면, 그 단면이 높


이가 

, 밑변의 길이가  인 직사각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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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1] 제시문 (나)에서 정의된 확률변수  에 대해서      일 때  의 기댓값


E  를 구하시오. 그리고 P  ≥     일 때    를 구하시오. (단,  와 

는 서로소인 자연수) (12점)
[문제 3-2] 제시문 (나)에서 곡선과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서 사각형 ABCD를 제외한 넓
이를  라고 할 때,  를 최소로 하는  값을 찾고, 그 때의  값을 구하시오.
(8점)
[문제 3-3] 두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눈이 2와 6이다. 이때 제시문 (다)에서 주어


 
진 입체도형 R 의 부피를        로 나타낼 때     의 값을 구

하시오. (단,     는 유리수) (15점)

3. 출제 의도

확률변수와 확률분포의 뜻을 알고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평균)을 구할 수 있다.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법을 알고, 부분적분법을 활용할 수 있다.
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확률과통계 (3) 통계 (가) 확률분포
적용 교육과정

수학Ⅱ (3) 적분 (다) 정적분의 활용
미적분 (3) 적분법 (가) 여러 가지 적분법
미적분 (3) 적분법 (나) 정적분의 활용
[12확통03-0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의 뜻을 안다.
[12확통03-0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다.

성취기준

[12수학Ⅱ03-05]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12미적03-06]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
[12미적03-02] 부분적분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2. 자료 출처
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확률과통계

황선욱외

미래엔

2019

79-87

수학Ⅱ

박교식외

동아출판

2018

137-142

미적분

김원경외

비상교육

2019

150-152

미적분

황선욱외

미래엔

2019

1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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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항 해설
(문제 3-1) 주사위 2개를 던져 나오는 경우의 수를 나열 한 후에 큰 값을 확률변수  로 하여 확률을 구
할 수 있다. 기댓값을 구한 후에 E     E  을 이용하면 된다. 그리고, 확률변수  가
가지는 값에 대하여 사다리꼴의 면적을 계산하여 확률변수  의 값을 계산한 후에 그 값이 400이상에
해당하는 확률변수  의 확률을 사용하면 된다.
(문제 3-2) (문제 3-1)에 구해진  의 면적과 확률을 이용하면 가 최소가 되는 확률변수  의 값을 알
수 있다. 정적분을 이용하여

곡선과 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고

(문제 3-1)에서 구해진  를 이

용하면 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문제 3-3) 주사위 눈의 숫자로부터   임을 알 수 있다.   일 때, 의 범위 [0,6], [6,8], [8,14]임을
계산하고, 단면인 직사각형의 높이는 직사각형 ABCD를 이루는 직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의 범
위에 맞춰 단면을 넓이를 적분하여 부피를 얻을 수 있다. 피적분 함수가 



인 적분은 부분적분법으로

계산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상) 문제해결 방향과 계산이 명확하고 옳게 답을 구한경우
(중상) 문제해결 방향을 맞게 설정했지만 계산에 사소한 실수가 있는 경우
3-1

(중하) 문제해결 방향을 맞게 설정했지만 계산에 중요한 실수나 계산을 끝까지 마

12

치지 못한 경우
(하) 잘못된 방향설정으로 답을 구하지 못한 경우
(상) 문제해결 방향과 계산이 명확하고 옳게 답을 구한경우
3-2

(중) 올바른 답을 구하였지만, 문제해결 방향에 논리적 오류가 있는 경우

8

(하) 답을 맞히지 못한 경우
(상) 문제해결 방향과 계산이 명확하고 옳게 답을 구한경우
(중상) 문제해결 방향을 맞게 설정했지만 계산에 사소한 실수가 있는 경우
3-3

(중하) 문제해결 방향을 맞게 설정했지만 계산에 중요한 실수나 계산을 끝까지 마

15

치지 못한 경우
(하) 잘못된 방향설정으로 답을 구하지 못한 경우

7. 예시 답안
(문제3-1)
제시문 (나)에서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 중 큰 수를 확률변수
서, 확률변수  가 결정될 수 있는 경우의 주사위의 눈은
가

30이다.

이

중에서

확률변수

  가

되는

로

정의하였다. 따라

⋯ ⋯⋯로 경우의 수
경우는

   와

   로

2가지이므로

P      이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여 정리하면 확률변수 
의 확률질량함수는 다음과 같고 확률질량함수의 합이 1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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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6

합계

P  











1













1) 확률변수  의 기댓값 E    ×    ×    ×    ×    ×    이다.






따라서, E   E   이고 E   E         이다.
2) 사각형 ABCD의 넓이  는 사다리꼴 면적을 구하는 것이므로  는 다음과 같다.




             
이 식에서 가 가질 수 있는 값은     ⋯ 이므로  의 값과 각 면적이 나올 확률은 다음과 같다.



2

3

4

5

6



288

363

400

405

384

    











따라서,   ≥                   이다.
여기서      이므로         이다.

(문제3-2)

포물선의 면적은  








         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일 때  가 최대가 되므로 는   일 때 최소가 되며 그 때 의 값은






           이다.


(문제 3-3)
주어진   에 대해서 의 범위가 [0,6], [6,8], [8,14]일 때에 단면인 직사각형의 높이는 각각 아래와 같
다.

  
∈  
  
∈
      ∈  
입체도형 R의 부피  는 단면을 넓이를 적분하여 얻으므로 위의 범위에 따라 적분하면





 



 





  




 





      



부분적분을 시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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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   ,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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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술 전형 자연계열 출제 문제3-1~3에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문제 3-1)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사건과 관련해 확률변수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확률변수와 관련해 주어진
조건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하는 동시에 확률변수의 기댓값을 구하는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계
산 능력과 함께 교육과정 내 확률변수 단원의 학습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은 충분히 풀이가 가능하다.
(문제 3-2)
이차함수와 직선이 이루는 부분의 넓이를 정적분을 이용하여 구하고 [3-1]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하는
문제로 수학Ⅱ과목 교육과정 내 적분 관련 학습을 통해 수월하게 해결이 가능하다.
(문제 3-3)
문제에서 구하는 입체도형의 부피는 단면의 넓이를 적분한 것으로 계산과정에서 부분적분법이 이용된
다. 교육과정 내 기본적인 적분의 계산능력부터 적분법의 적절한 적용능력까지 측정하고자 하는 문제로
모든 내용이 교육과정에 부합하므로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은 해당 문제의 풀이가 가능하다.

2.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B교사)
(문제 3-1)
주어진 시행에서 확률변수를 이해하고 확률분포표를 만들어 해결하는 문항이다. 확률변수  와 그에 대
응하는 확률변수  를 구해야 하며, 문항을 해결할 때 이차함수, 사다리꼴의 넓이의 개념이 요구 된다.
2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은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예시이지만 이 문항에서는 독특한 시행을 바탕
으로 확률분포의 확률값들을 구해야한다. 확률분포표를 실수 없이 구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
는 문항이다.
교육과정내의 통계 단원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문항이며, 계산과정도 복잡하지 않아서 제시문을 잘
이해한다면 무난히 해결할 수 있다.
(문제 3-2)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한뒤, 사다리꼴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를 구하여 해결하는 문
항이다.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교과서에서 흔하게 나오는 기본문항이며 이를 바탕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문제 3-3)
주어진 사다리꼴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낸 뒤, 입체도형 단면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부피
를 구하기 위해 적분하려면 3가지 범위로 나누어 부분적분 및 지수함수 적분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항이
다.문항을 해결할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적분범위 나누기, 부분적분 하기 등 복잡한 계산이 요구된
다. 꼼꼼한 계산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변별력이 있을것이며 논술 문항 마지막에 나오기에 적절한
문항이다.
계산의 복잡함은 있지만 교육과정내에서 충실하게 다루고 있는 입체도형 부피를 구하는 문항이다.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C교사)
(문제 3-1)
확률변수 X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여 확률분포표를 작성한 후 확률변수 X의 기댓값을
구하는 문제와 확률변수 X가 가지는 값을 활용하여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을 구하는 문제로 교육과정 안의 확률변수 단원의 학습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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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2)
이차함수와 직선이 이루는 부분의 넓이를 정적분을 이용하여 구하고 [3-1]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하는
문제로 교육과정 안의 정적분 단원의 학습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문제 3-3)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여 x의 범위에 따른 단면인 직사각형의 높이를 구한 후 입체도형의 부피를 부분적
분을 활용하여 구하는 문제로 교육과정 안의 부분적분을 단원의 학습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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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카드 6]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일반논술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의예과 / 문제 1-1, 1-2, 1-3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핵심개념 및 용어

수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함수의 증가와 감소, 치환적분, 이산확률변수

예상 소요 시간

30분/전체65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1】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문항별로 풀이와 함께 답하시오.(25점)
(가) COVID-19와 같은 전염병과 관련하여 시각 에서   는 감염 가능한 사람의 수,   는
감염자 수,   는 치료된 사람의 수라고 할 때, 전염병의 전파 양상을 설명하는 간단한 전염
병 모형은 다음과 같다. (단, 치료된 사람은 재감염 되지 않는다.)

 ′          


 ′             

′       
이 모형에서 는 감염률, 는 회복율로 모두 양의 실수값을 가지며,  은 총 인구수로 상수
이다. (단,     ,     )
(나) 어떤 도시에서 확산되고 있는 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이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
는 사람이 1명부터 100명이었다. 감염자 수를 확률변수  로 할 때,  의 확률질량함수
P    (    ⋯   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P ≥       P ≥      ⋯  


방역당국에서는 P ≤ 의 값이  보다 크면 전염병 경보단계를 최고단계로 격상한다.


[문제 1-1] 제시문 (가)에서   ,   ,   일 때, 감염 가능한 사람의 수를  라고
하자. 감염자 수가 감소하는  의 범위를 구하시오. (단,   )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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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 제시문 (가)에서   ,   ,   ,     ,     ,     이고, 어떤
실수 에 대해서   일 때, 의 값을 구하시오. (12점)
P ≤  ≤  
[문제 1-3] 제시문 (나)에서  의 값을 구하시오. 그리고 방역당국이 전염병 경
P ≤  ≤  
보단계를 최고단계로 격상시키는 최소 감염자 수 를 구하시오. (8점)

3. 출제 의도
도함수, 정적분, 치환적분법, 확률의 성질 등 기초이론에 대한 이해도와 정확한 계산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적용 교육과정 수학Ⅱ (2) 미분 (다) 도함수의 활용

미적분 (3) 적분법 (가) 여러 가지 적분법
확률과 통계 (3) 통계 (가) 확률분포
[12수학Ⅱ02-08]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성취기준

[12미적03-01] 치환적분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12확통03-0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의 뜻을 안다.

2. 자료 출처
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수학Ⅱ

김원경

비상교육

2018

78-81

미적분

류희찬

천재교과서

2019

164-167

확률과 통계

이준열

천재교육

2019

83-85

5. 문항 해설
(문제 1-1) 주어진 두 번째 식으로부터 ′     조건으로부터   에 대한 부등식을 만들고, 이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
(문제 1-2) 주어진 첫 번째 식을 세 번째 식으로 나누어  ′     형태의 식을 얻고, 이 식을 적분하여

  와   에 대한 관계식을 얻는다. 이 때,   일 때 주어진 조건을 사용하여 적분 상수를 결정하여
  와   에 대한 관계식을 완성하고 여기에   를 대입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
(문제 1-3)

제시문에서 주어진 확률질량함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P ≤ 의 형태를 PX ≥ k의 형태

로 바꾼다. 그리고, 확률질량함수의 성질 P ≥     을 이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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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상) 문제해결 방향과 계산이 명확하고 옳게 답을 구한경우
1-1

(중) 올바른 답을 구하였지만, 문제해결 방향에 논리적 오류가 있는 경우

5

(하) 답을 맞히지 못한 경우
(상) 문제해결 방향과 계산이 명확하고 옳게 답을 구한경우
(중상) 문제해결 방향을 맞게 설정했지만 계산에 사소한 실수가 있는 경우
1-2

(중하) 문제해결 방향을 맞게 설정했지만 계산에 중요한 실수나 계산을

12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하) 잘못된 방향설정으로 답을 구하지 못한 경우
(상) 문제해결 방향과 계산이 명확하고 옳게 답을 구한경우
(중상) 문제해결 방향을 맞게 설정했지만 계산에 사소한 실수가 있는 경우
1-3

(중하) 문제해결 방향을 맞게 설정했지만 계산에 중요한 실수나 계산을

8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하) 잘못된 방향설정으로 답을 구하지 못한 경우

7. 예시 답안
(문제 1-1)
감염된 사람의 수  가 감소한다는 것은 ′   인 경우이다. 주어진 식으로부터





    
   
′                  

 
이므로

′     ⇔

  
      
 


이고,   ,     이므로

′   ⇔

   
  ⇔       




그러므로   이다.
(문제 1-2)
주어진 식으로부터

  
′  
    
   

′  
   

양변을   로 나누고 ′  를 곱하면

′  

  ′

  

양변을  에 대해 적분하면

ln        
여기에서 는 적분상수이다. 자연상수  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로 표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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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적분상수 를 정하기 위해   을 대입하면,

      

⇒      

그러므로

         


   


문제에서 주어진     이므로     


  


  이다.

(문제 1-3)



제시문 (나)에서 P ≥     P ≥ 이므로


  

P ≥    

      ⋯  이다.

P ≥ 

 



- P ≥    로 나타내면    이다.




- 확률의 기본성질에 의해서 P ≥     



 P    이다.



- 문제에 주어진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확률을

P ≥    의 형태로 표현하여야 한다.

P ≤  ≤  

1)  의 값은?
P ≤  ≤  
- 문제에 있는

P ≤  ≤  를 계산하기 위해서 제시문에 주어진 형태로 다시 표현하면 아래와 같

다.

P ≤  ≤    P ≤   P ≤  
   P ≥     P ≥  
 P ≥   P ≥  
   
-  의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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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이다.
⋅
따라서,




P ≤  ≤             이다.
⋅ ⋅ 


- P ≤  ≤      P ≥       이며    이다.
⋅





따라서, P ≤  ≤             이다.
 

P ≤  ≤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이다.
P ≤  ≤  
2) 방역당국에서 전염병 경보단계를 최고단계로 하는 최소 감염자수  구하기
앞에서  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값을 가진다.


  일 때 P ≤      P ≥            

  일 때 P ≤            
  일 때 P ≤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일 때 P ≤            이다.
⋅

  일 때 P ≤            로 최고단계의 조건을 만족한다.
⋅
따라서, 전염병 경보단계를 격상시키는 최소감염자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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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술 전형 의예논술 수학문제 1에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문제 1-1)
감염병 모형에 따라 감염자 수가 감소하는 조건을 구하는 문제로 도함수를 활용하여 함수가 감소할 때
를 판별한다. 일반선택과목인 수학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수월하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문제 1-2)
제시문(가)에서의 함수식들을 치환적분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하고 주어진 변수의 값을 대입하여
조건에 해당하는 시각을 구하는 문제로 교육과정 내 적분법의 개념 적용을 통해 어렵지 않게 풀이가 가
능하다.
(문제 1-3)
확률분포의 뜻과 성질을 이해하고 감염자 수의 값을 차례로 대입하여 주어진 조건에 해당하는 최초 감
염자 수를 구하는 문제로 활용해야 하는 확률질량함수의 성질을 제시문에서 명확히 언급하고 있어 확률
과 통계 교육과정 내에 제시된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2.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B교사)
(문제 1-1)
함수들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도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함
수가 증가, 감소하기 위한 도함수의 조건을 알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다. 주어진 여러 조건중
에서 ′에 해당하는 식을 찾을 수 있다면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다.
주어진 문제는 교육과정내에서 도함수를 이용하여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정하는 내용만으로 해결 할
수 있다.
(문제 1-2)
주어진 3개의 조건들을 이용하여 함수들을 적분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한 후 치환적분을 이용하여 해결
하는 문항이다. 해결 과정에서 적분상수 구하기, 무리수  , 자연로그 등이 이용된다. 실생활 감염병 모델
을 적용한 문항으로 생활주변의 이해 및 탐구로 까지 생각할 수 있는 문항이다.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적분할 수 있는 식으로 도출하기까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식만 도출하면 적분하
여 해결할 수 있다. 교육과정내의 미적분에서 해당함수의 적분은 정형화되어 나와있으며 교육과정을 따
르고 있는 문항이다.
(문제 1-3)
확률질량함수의 성질,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하여 확률변수 각각의 규칙성을 파악하여 확률값을 구
하는 문항이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감염병 문제 상황을 가져와 실생활 관련성을 지니는 문항이며, 귀납적 사고로
추론 능력을 확인하고 확률질량함수의 성질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이다.
교육과정내의 다양한 교과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규칙성을 찾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
서에 해당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봤다면 규칙성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C교사)
(문제 1-1)
함수가 증가, 감소하는 조건을 파악하고 있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항이다. 다만 제시문의 식에서
  과 같은 변수가 활용되어서 눈에 익지는 않을수는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도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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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한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수행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문제 1-2)
부정적분에서 적분상수, 치환적분법의 개념을 활용한 문항이다. ′ 를 ′ 로 나누는 첫 번째 단계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치환적분과 적분상수의 값을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
한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첫 단추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의 과정
부터는 어려운 과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첫 번째 과정 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나게 출제된 부분은 아니다. 분수꼴의 치환적분의 형태
로 일반적인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수행했다면 충분히 해결가능한 수준
이다.
(문제 1-3)
확률질량함수의 성질과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활용하여 해결이 가능한 문항이다. 소문항 1)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P ≥ 의 값을 구하는 식만 잘 찾아낼 수 있다면 해결이 가능한 문항이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활용하여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는지가 관건인 문항으로 판단된다. 식을 문항에 맞게 변형시키
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의예과 학생들을 변별하는 문항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
준의 출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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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카드 7]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일반(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의예과(수학) / 문제 2-1, 2-2, 2-3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I, 미적분, 확률과 통계

핵심개념 및 용어

사인법칙, 삼각함수 덧셈정리, 매개변수함수미분, 속도,
기댓값

예상 소요 시간

35분/65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2】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문항별로 풀이와 함께 답하시오.(35점)
(가)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사용하면 , 의 삼각함수 값으로부터   와   의 삼각함수
값을 알 수 있다.
sin    sin cos  cos sin sin    sin cos  cos sin
cos     cos cos  sin sin cos     cos cos  sin sin
tan  tan
tan      
  tan tan

tan  tan
tan     
  tan tan

(나) 해변가에 있는 세진이와 세연이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관찰하고 있다. 다음 그림에서
세진이는 A 에, 세연이는 B에, 그리고 배는 C에 있다고 하자.

위의 그림과 같이 두 학생은 만큼 떨어져 있고, 세진이와 세연이가 배를 바라보는 각도를 각
각 ∠BAC 와 ∠ABC 라고 하자. 관찰에 따른 , , 가 주어지면 삼각함수를 사용하여
 의 중점이 원점인 경우, 점 C의 위치는
배의 위치와 움직임을 알아낼 수 있다. 선분 AB
  , 속도는   로 나타내기로 하자.



[문제 2-1] 제시문 (나)에서   ,      ,    ,    일 때 배의 자취의 길이를 구



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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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2] 제시문 (나)에서

  이고, 각도

∠CAB  와

∠CBA  는 매개변수




     에 대한 함수로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     



   일 때, 배의 위치   와 속도   를 구하시오. (12점)

  
[문제 2-3] 제시문 (나)에서 각도 ∠CAB  가 가질 수 있는 값은    ,  ,  이다. 각도
  
가 가질 수 있는 값을 확률변수  라 할 때, 확률변수  는 다음과 같은 확률분포
를 가진다.


P   























  이고 각도 ∠CBA      인 경우, 배의 위치   의 기댓값 E 와

E 를 구하시오. (13점)

3. 출제 의도
삼각함수와 미분에 대한 이해도 및 이산확률변수 등의 지식과 그 응용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Ⅰ (2) 삼각함수 (가) 삼각함수

적용 교육과정

미적분 (2) 미분법 (가)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미적분 (2) 미분법 (나) 여러 가지 미분법
미적분 (2) 미분법 (다) 도함수의 활용
확률과 통계 (3) 통계 (가) 확률분포
[12수학Ⅰ02-03]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12미적02-03]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이해한다.

성취기준

[12미적02-08]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12미적02-14]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2확통03-0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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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출처
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수학Ⅰ

김원경

비상교육

2018

95-98

미적분

류희찬

천재교과서

2019

68-72

미적분

홍성복

지학사

2019

95-97

미적분

황선욱

미래엔

2019

121-123

확률과 통계

이준열

천재교육

2019

91-95

5. 문항 해설
(문제 2-1)



조건     로부터 점 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 위의 점이고, 조건    ,



   으로부터 점 의 자취는 호를 만든다. 삼각형의 성질과, 원주각과 중심각의 성질을 사용하여 중

심각을 찾고, 사인법칙으로부터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찾는다. 중심각과 반지름으로부터 호
의 길이를 구한다.
(문제 2-2) 각도 와  에 대한 탄젠트 값으로부터  와  의 연립일차방정식을 얻는다. 주어진  값에
대한 연립일차방정식을 풀어서  와  를 얻는다. 구한 연립일차방정식을 미분하여  와  에 대한 연
립일차방정식을 얻는다.  와  에 대한 연립일차방정식에 주어진  값을 넣고 풀어서  와  를 얻는다.
(문제 2-3) 각도 와  에 대한 탄젠트 값으로부터  와  의 연립일차방정식을 얻는다. 가 가질 수 있
는 값 , , 에 대응하는  는 , , 이다. 이때, tan 를 얻기 위해 제시문에 주
어진 탄젠트 함수의 덧셈 정리를 사용한다. tan와 tan 값을 연립일차방정식에 넣고 풀어  와  를
얻는다. 얻은  ,  와 주어진 이산확률분포표로부터 평균(기댓값)을 계산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상) 문제해결 방향과 계산이 명확하고 옳게 답을 구한경우
(중상) 문제해결 방향을 맞게 설정했지만 계산에 사소한 실수가 있는 경우
2-1

(중하) 문제해결 방향을 맞게 설정했지만 계산에 중요한 실수가 있거나

10

계산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하) 잘못된 방향설정으로 답을 구하지 못한 경우
(상) 문제해결 방향과 계산이 명확하고 옳게 답을 구한경우
(중상) 문제해결 방향을 맞게 설정했지만 계산에 사소한 실수가 있는 경우
2-2

(중하) 문제해결 방향을 맞게 설정했지만 계산에 중요한 실수가 있거나

12

계산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하) 잘못된 방향설정으로 답을 구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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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문제해결 방향과 계산이 명확하고 옳게 답을 구한경우
(중상) 문제해결 방향을 맞게 설정했지만 계산에 사소한 실수가 있는 경우
2-3

(중하) 문제해결 방향을 맞게 설정했지만 계산에 중요한 실수가 있거나

13

계산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하) 잘못된 방향설정으로 답을 구하지 못한 경우

7. 예시 답안

(문제 2-1)
    이므로 ∠    이다. 이는 원주각이 인 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점  는 삼각형  의 외접원 위의 점이 된다. 가 최소값인 일 때  의 위치를  , 가
최소값 일 때  의 위치를  라 하자. 그러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에서 는 원의 중심
으로, 좌표의 원점이 아님을 주의하라.)

 의 중심각의 크기 ∠ 는 원주각 ∠ 의 2배이고, 각 ∠ 는 삼각형 
호 
 의 중심각의 크기 는 이다.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로부터 이다. 그러므로 호 
길이 은 사인법칙에 의해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sin    sin  sin cos  sin cos  

  


 의 길이  은
그러므로 점 의 자취의 길이인 호 




  반지름⋅각도  
  

⋅    


  

(문제 2-2 풀이 1)
와 의 탄젠트 값을 보면 아래와 같은 식을 구할 수 있다.
tan       , 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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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므로

  ,

  이고 그 탄젠트 값을 보면,

tan   
     ,

tan        이다. 이 두 식을 연립하여 풀면  와  를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    
  

⋯ (2)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 식 (1)을 미분하면 아래와 같다.
     
sec      
,
   
     
 sec     
   
 ,   
  를 대입하면 아래와 같다.
주어진   과 식 (2)에서     
  
   
   
sec      
,

  


     
   

 sec      

   
이 두 식을 연립하여 풀면  와  를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      


⋯ (3)

식 (2), (3)에 의해서
위치:

    


    



& 속도:



  
     


이다.
(문제 2-2 풀이 2)
 에 내린 수선의 발을  라고 하면,   tan  tan이다. 따라서,
점  에서 선분 
tan⋅tan
  ⋅  이고
tan  tan

분모와

분자에

cos cos를

곱하고

사인의

덧셈정리에

의해서

sin⋅sin
  ⋅  이다. 선분 
 의 길이  는 다음과 같이 사인법칙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sin   
sin

    ⋅ 
sin
sin   
 의 중점이 원점이므로, 점  의 좌표는 삼각형  에 코사인의 정의를 적용하고
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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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길이의 절반만큼 빼주면 된다. 즉,
선분 
cos sin


   cos    ⋅   
sin   


⋯ (1)

점  의 좌표는 삼각형  에 사인의 정의를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얻을 수 있다.
sin sin
  ⋅ 
sin   

⋯ (2)

속도를 얻기 위해 식 (1)과 (2)를 로 미분하자. 이때 와 가 에 대한 식임에 유의하여 계
산한다.
 sin ⋅ ′⋅sin   cos⋅cos⋅ ′ ⋅sin     cos⋅sin⋅cos  ⋅ ′   ′ 



   ′  ⋅
sin   
cos⋅ ′⋅sin   sin ⋅cos⋅ ′ ⋅sin     sin⋅sin⋅cos  ⋅ ′   ′ 
   ′  ⋅
sin   












여기에서 ′  ,  ′  이고   이므로
cos   

  cos cos  sin sin 
  ⋅    
sin   
sin   

sin   
  sin cos  cos sin 
  ⋅    
sin   
sin   
 




⋯ (3)

이다.
  일 때   ,   이고 이 값을 식 (1), (2), (3)에 모두 넣어 계산하면
    
  

위치:
&
속도:
  
     







을 얻는다.
(문제 2-3 풀이 1)
와 의 탄젠트 값을 보면 아래와 같은 식을 구할 수 있다.
tan     , tan     
위의 식을  와  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쓰면 아래와 같다.
tan⋅     tan
tan⋅    tan



위의 연립방정식을 풀어  와  을 와 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tan  tan 
tan tan
   ,   
tan  tan
tan  tan




문제에서 주어진 가 가질 수 있는 값은    ,  ,  이고 이에 대응하는     는




  , , 이다. tan 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tan 
tan   tan     
  tan  
   tan   tan  
⇒ 
 tan    
⇒ tan   
- 62 -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 tan    

따라서 가능한 tan와 tan는 아래와 같다.

tan













tan






 



  


이산확률변수  의 확률분포에 따른 점  의 좌표  와 좌표  는 다음 표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P   










  tan   tan 
  
tan   tan 
tan  tan 
  
tan   tan 

   


    


   


    


    


    


따라서 점  의 좌표와 좌표의 평균(기댓값)은



E    ⋅   
   ⋅    
   ⋅   
   






E    ⋅    
   ⋅    
   ⋅    
     




이다.

 에 내린 수선의 발을  라고 하면,   tan  tan
(문제 2-3 풀이 2) 점  에서 선분 
tan⋅tan
이다. 따라서,   ⋅  이고 분모와 분자에 cos cos를 곱하고 사인의 덧셈정리에
tan  tan
sin⋅sin
의해서   ⋅  이다. 선분 
 의 길이  는 다음과 같이 사인법칙을 사용하여 구할
sin   
수 있다.
sin

    ⋅ 
sin
sin   
 의 중점이 원점이므로, 점  의 좌표는 삼각형  에 코사인의 정의를 적용하고
선분 
 의 길이의 절반만큼 빼주면 된다. 즉,
선분 
cos sin


   cos    ⋅   
sin   

점  의 좌표는 삼각형  에 사인의 정의를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얻을 수 있다.
sin sin
  ⋅ 
sin   
이 때에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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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sin   sin  cos   sin  cos      ,







  





 
  

cos     cos   cos  cos   sin  sin    ,








  

  




sin   sin       sin  cos  cos  sin    cos   sin 





이다. 따라서 점  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cos sin

  cos sin

  ⋅            
  
 cos sin  
sin     sin  

 
    
  
 cos 
  
 cos  
  
 sin  
 

  cos     
 cos sin  

 cos     
 cos sin  





sin sin
  ⋅    
  
 sin sin
sin   

  
  
 sin
  
 cos  
  
 sin


  sin cos    
 sin 

  sin cos    
 sin 
이산확률변수 의 확률분포에 따른 점  의 좌표  와 좌표  는 다음 표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P   

cos     
 cos sin  

 sin cos    
 sin 










   


    


   


    


    


    


따라서 점  의 좌표와 좌표의 평균(기댓값)은



E    ⋅   
   ⋅    
   ⋅   
   






E    ⋅    
   ⋅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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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술 전형 의예논술 수학문제 2에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문제 2-1)
주어진 각도 조건 하에서 점의 자취를 구하는 문제로 제시된 도형을 원 안에 대입하여 제시문에 언급한
삼각함수의 덧셈정리와 함께 교육과정 내 사인법칙 등을 활용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문제 2-2)
배를 바라보는 각도를 매개변수방정식으로 나타내고 배의 위치와 속도를 구하는 문제로 기본 계산 능력
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내 합성함수의 미분, 매개변수 함수 미분 등을 활용해 풀이가 가능하다.
(문제 2-3)
각도를 확률변수가 가지는 값으로 설정하고 제시된 확률분포표를 사용하여 배의 위치의 기댓값을 구하
는 문제로 교육과정 내 다양한 성취수준을 측정하는 좋은 문제이며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들
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2.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B교사)
(문제 2-1)
주어진 삼각형의 조건으로 원주각이 일정하다는 것을 바탕으로 원의 자취를 찾아야 하는 문항이다. 이
후 부채꼴의 중심각을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하여 찾고, 사인법칙을 이용해 원의 반지름을 찾아 해결하
는 문항이다.
원주각은 중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이지만, 비중이 높아 고등학교에서 자주 나오는 단원이다. 고등학교 교
육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소재로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인법칙, 호의길이 등은
교육과정 내에서 나오는 핵심단원이므로 교육과정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
주어진 자취가 원의 일부라는 것, 호의 중심각을 구하는 과정에서 창의력이 요구되며,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때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을 지키며 변별력을 가릴 수 있는 문항이다.
(문제 2-2)
삼각형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항이다.  의 좌표를 구하는 과정에서 삼각함수의 뜻
과 여러 법칙들이 이용되며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후 몫의 미분법, 삼각함수 미분법, 합성함수 미
분법 등 복합적인 미분법이 활용되며 연립 1차 방정식을 이용하여 속도를 구하는 복잡한 계산이 요구된
다. 교육과정 내에서 주어진 좌표를 삼각함수로 표현하기, 미분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문항이다. 식세우기와 복잡한 계산에서 변별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문항이다.
(문제 2-3)
문항 2-2를 해결한 학생이라면 일반화된 2-2의 좌표  에 특정 수를 대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항
이다. 2-2를 해결한 학생이라면 이미 좌표화 하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으나 다양한 값을
대입할 때 계산 능력이 요구 된다.
삼각함수와 확률분포를 연계한 문항으로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문항이며, 2-1과 2-2를 해결하
였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2에서  의 좌표를 구하지 못하였다면 문제해결에 어려움
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항이다.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C교사)
(문제 2-1)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를 알고, 제시문의 조건을 통해서 주어진 자취가 호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문항
이다. 또한 사인법칙을 활용하여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호의 길이를 구하는 문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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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출제되었다. 문제에 사용되는 개념들이 중학교 과정부터 사인법칙, 호의 길이까지 활용되고 있지만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이다. 조건으로부터 중심각을 구하는 과정에서 변
별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잘 출제되었다.
(문제 2-2)

 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는 주어진 조건에 의해 연립방정식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항으로 대부분의 수험
생들이 쉽게 해결이 가능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다만 속도를 구하는 문제는 몫의 미분법, 삼각함수 미분법, 합성함수 미분법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 미
분법이 활용되며 이를 활용하여 연립방정식까지 거치는 문제로 의예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한 문제로 판단된다. 다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르면서 출제된 문항이다.
(문제 2-3)
2-2 문항을 해결해야만 연결되는 문항으로 변별력에 활용된 문항으로 판단된다. 특정한 값을 대입하는
문항으로 계산과정이 복잡할 수는 있지만 충분히 대입하여 해결이 가능하다. 대입만 잘하여  의 좌표를
구한다면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을 활용한 마지막 계산을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2-2를
해결하지 못한 수험생은 해결이 어려운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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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카드 8]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일반논술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의예과(물리학)/1-1, 1-2, 2-1, 2-2
과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출제 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예상 소요 시간

6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1】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20점)
(가)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알짜힘의 방향으로 그 물체가 가속될 것이고, 그 가속도 는 물체
에 작용하는 알짜힘 에 비례하고 질량  에 반비례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다. 이것을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라고 한다.
(나) 물체에 일을 하면 물체는 운동을 하거나 위치가 바뀐다. 물체가 운동함으로써 운동 에
너지를 가지며, 물체의 위치가 달라짐으로써 퍼텐셜 에너지가 달라진다. 운동 에너지와 퍼
텐셜 에너지를 합한 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운동 에너지와 퍼텐셜 에너지는 서로 전
환되지만 그 합인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는 것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다) 반지름이 일정한 원 궤도를 따라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시간에 따라 회전하는 각도를
이용하여 운동을 표현할 수 있다.

물체가 단위 시간 동안 회전한 각도를 각속도 () 라

고 한다.
(라)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가속도의 방향은 원의 중심을 향하고 그러한 뜻으로 구심 가속도
라고 한다. 구심 가속도가 생기게 하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한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따
라서 구심력의 방향은 구심 가속도의 방향과 같고, 구심력의 크기  는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  은 원운동 하는 물체의 질량, 은 원의 반지름,  는 속력이다.

※ 중력가속도는  (필요시 10 m/s2) 를 사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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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 <그림 1>과 같이 연직 방향으로 놓인 반지름이 8 m인 원형 트랙(실선)이 있고 트
랙의 윗부분이 제거되어 있다 (점선). 제거하기 전과 후 트랙의 모양은 중심 수직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만약 물체가 트랙의 최하지점에서    ms 의 속력으로
출발하여 마찰이 없이 트랙을 따라 움직이다가 점에서 트랙을 벗어나서  점에 도달한
다고 할 때 제거된 트랙의 길이를 유추하라. (10점)

<그림 1>
[문제 1-2] 크기를 무시할 수 있고 질량이  인 물체를 <그림 2>와 같이 수평과 각도  를 가
지는 경사면에 가만히 놓았다. 그 후 물체가 경사면과 수평면을 지나 반지름이  인
원호면을 따라 움직이다가 바닥으로부터 수직높이가    인 지점에서 원호면을
벗어났다. (10점)
(1) 모든 면의 마찰을 무시할 때 경사면의 각도  를 구하라.
(2) 만약 (1)에서 구한 지점에서 출발한 물체가 움직이는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손실된다면, 물체가 수평면을 지나 원호를 만난 후 원호
를 벗어나는 지점의 수직높이의 변화여부를 정성적으로 설명하라.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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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20점)
(가) 전류는 전하의 흐름으로, 시간 t 동안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을 Q 라고 하면
전류의 세기  는 다음과 같고 단위는 A(암페어)를 쓴다.




(나) 전기장 내의 기준점으로부터 측정한 단위 양전하가 가지는 전기력에 의한 퍼텐셜 에
너지를 전위라고 하고, 전기장 내 두 지점 사이의 전위의 차이를 전위차 또는 전압이라고
하며  로 나타내고 단위는 V(볼트)를 쓴다.
(다) 전류의 세기는 저항  에 걸리는 전압에 비례하여 커지는데, 이것을 옴의 법칙이라고
한다.


   , 혹은    , 저항의 단위는 Ω(옴)이다.

(라) 대부분의 전기 회로에서는 하나 이상의 저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며, 직렬 연
결과 병렬 연결의 조합이 가능하다.
(마)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촉시킨 뒤 양 끝에 전극을 붙인 것을 p-n접합 다이오
드라고 한다. 다이오드는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성질이 있다.

[문제 2-1] <그림 3>은 6개의 저항과 전압이  인 전원, 그리고 스위치로 구성된 회로
이다. 스위치를 에 연결할 때의 전체 저항값 와,  에 연결할 때의 전체 저항
값 를 구하라. (10점)

<그림 3>
[문제 2-2] <그림 4>는 39개의 저항과 76개의 다이오드와 전원으로 이루어진 회로의 일부
분을 나타내고 있다.



저항값은    (Ω),        이며, 좌우로 생략된 곳에서의 다이오드의

방향은 그림처럼 중심으로부터 2개씩 주기적으로 방향이 바뀐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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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류가 흐를 때 이 회로의 전체 저항값을 구하라.
(2)  이 짝수인 저항 을 모두 제거한 회로에 전류가 흐를 때 전체 저항값을
구하라.

<그림 4>

3. 출제 의도

문제 1.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이용하여 속도, 가속도, 구심력을 구하고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는
문제이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관계,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 그리고 포물선 운동을 바탕으로 물
체의 거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문제 2. 전원, 전류, 저항, 다이오드 소자의 작동원리와 옴의 법칙을 이용하여 직류 회로를 이해하
고 분석하는 문제이다. 저항을 포함한 회로의 직렬연결과 병렬연결 그리고 다이오드의 정류작용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고 회로의 동작을 분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4. 문항 및 제시문의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12물리Ⅰ01-01]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사례를 찾아 속력의 변화와
운동 방향의 변화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12물리Ⅰ01-06] 직선 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
되는 경우와 열에너지가 발생하여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
우를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문제1

[12물리Ⅱ01-01] 평면 상에서 여러 가지 힘이 합성될 때 힘의 벡터를
이용하여 알짜힘을 구할 수 있다.
[12물리Ⅱ01-04] 뉴턴 운동 법칙을 이용하여 물체의 포물선 운동을

관련 성취기준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12물리Ⅱ01-05] 구심력을 이용하여 등속 원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12물리Ⅱ01-10] 포물선 운동과 단진자 운동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
존됨을 설명할 수 있다.
[12물리Ⅱ02-03] 직류 회로에서 저항의 연결에 따른 전류와 전위차
문제2

및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12물리Ⅱ02-04] 트랜지스터의 증폭 원리를 이해하고, 저항을 이용하
여 필요한 바이어스 전압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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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물리Ⅰ01-01]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사례를 찾아 속력의 변화와
운동 방향의 변화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문제1-1

[12물리Ⅱ01-04] 뉴턴 운동 법칙을 이용하여 물체의 포물선 운동을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12물리Ⅱ01-10] 포물선 운동과 단진자 운동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
존됨을 설명할 수 있다.
[12물리Ⅰ01-06] 직선 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
되는 경우와 열에너지가 발생하여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

하위문항

문제1-2

우를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2물리Ⅱ01-01] 평면 상에서 여러 가지 힘이 합성될 때 힘의 벡터를
이용하여 알짜힘을 구할 수 있다.
[12물리Ⅱ01-05] 구심력을 이용하여 등속 원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문제2-1

[12물리Ⅱ02-03] 직류 회로에서 저항의 연결에 따른 전류와 전위차
및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12물리Ⅱ02-03] 직류 회로에서 저항의 연결에 따른 전류와 전위차

문제2-2

및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12물리Ⅱ02-04] 트랜지스터의 증폭 원리를 이해하고, 저항을 이용하
여 필요한 바이어스 전압을 정할 수 있다.

2.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비상 물리학Ⅰ

손정우 외 5명

(주)비상

2020

24, 48

MiraeN 물리학Ⅱ

김성진 외 6명

(주)미래엔

2019

74, 104, 105

천재교육 물리학Ⅰ

강남화 외 5명

(주)천재교육

2020

110

천재교육 물리학Ⅱ

강남화 외 5명

(주)천재교육

2020

35, 100

고등학교
교과서

5. 문항 해설
(문제1-1) 연직방향으로 트랙 안에서 움직이던 물체가 트랙을 벗어날 때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하여
탈출 속도를 구한 후 트랙이 제거된 부분에서 포물선 운동을 한다는 점을 이용해 제거된 트랙의 각도를
구한 후 길이를 구하는 문제임. 역학적 에너지 보본 법칙, 포물선 운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문제임.
(문제1-2)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 원운동의 구심력을 적용하는 문제임.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에 의해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므로 각도를 구함. 에너지 손실이 있으므로 속도가 감소하고 벗어나는
높이가 낮아짐을 논술하는 문제임.
(문제2-1) 직류 회로에서 a와 b의 스위치가 각각 연결됨에 따라 회로를 재구성하고 직렬과 병렬의 저항
값을 각각 구하는 문제임.
(문제2-2) 다이오드의 정류 작용을 이해하고 n이 3이하인 회로에만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이용해 회로
를 재구성해서 직류 회로의 저항을 계산하는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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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그리고 포물선 운동의 이해 여부.

10

1-2

원운동과 구심력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한 문제 해결 능력.

10

2-1

전기회로에서 회로 재구성 능력 확인 및 저항의 직렬/병렬 연결 이해 여부.

10

2-2

다이오드의 정류작용 및 저항의 병렬 연결 이해 여부.

10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문제 1-1) [10점]

1) 트랙을 벗어나는 a점에서 물체의 속력을  라고 하면 출발속력인  값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
칙을 이용하여 다음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cos        




       cos     
2) 트랙을 벗어난 물체는 트랙이 제거된 부분에서 포물선 운동을 하고 그 운동의 궤적은 수직 중심 축
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어야 한다. 이 때 물체가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sin 
 

그 시간동안 수평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sin 와

같다.

 cos ×  sin
 cos ×      sin 

따라서 아래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다


cos   


---- (2)

(1)과 (2)번 식을 이용하면 다음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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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cos  



→ cos      cos     









이 식에서      이므로
  ×  × 


cos   cos     


cos    cos      
→ cos   




이로부터 제거된 트랙의 각도는    ×      이고,


따라서 제거된 트랙의 길이는


(m) 이다.


   ×   
(문제 1-2)

[10점]

(가) 수직높이가    인 원호면에서 벗어날 때의 최소속도를  라고 하자.

그 때 중력의 구심방향

성분과 구심력이 같다.


 cos   

→    cos    



경사면위에 있는 물체의 수평면으로부터의 수직높이는  tan  이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원호면에서 벗어날 때 까지의 위치에너지의 변화가 운동에너지로 바뀐다.


 
  tan      cos    

 



    tan     cos     


그러므로 (1)식과 (2)식을 이용하여  와  의 관계식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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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     tan      cos



→  tan    cos   







cos

    이므로  는 다음과 같다.
그림에서



 

tan    ×     


 

tan   

∴     

(나) 역학적 에너지가 일부 줄어든다면    에 도착했을 때 원호면을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를 가지지 못하므로    더 낮은 수직 높이까지 내려와야 벗어날 수 있는 속도를 가지게 된다.

∴    의 수직 높이보다 더 낮은 높이에서 원호면을 벗어나게 된다.
(문제 2-1) [10점]
1) 스위치가  에 연결될 때 회로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용이하게 재구성될 수 있다.

 저항은 은

한쪽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위 회로는 아래와 같이 구성이 되고

전체 저항값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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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로 연결되었을 경우 회로는 아래와 같이 재구성된다.

위 회로는 아래와 같은 회로가 되고

다시,

가 되므로 전제저항은 다음과 같다.







∴        



(문제 2-2) [10점]
다이오드의 정류 작용에 의해  ≥  인 저항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차단된다.

따라서 문제의 회로는 총 5개의 저항의 병렬 연결로 아래와 같이 간단히 표현된다.

- 75 -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가) 5개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서의 전체 저항값은 아래와 같다.






 ×   ×  
       


















∴    Ω

나) 위의 회로에서 짝수항의 저항을 제거했으므로 회로는 더 간단해 진다.

위와 같이 3개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서의 전체 저항값은 아래와 같다.





×

     














∴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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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술 전형 의예논술 출제문제(물리)에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문제 1-1)
중력장 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과 포물선 운동의 대칭성을 적용하는 문제로 원형트랙을 이용하여
질문함으로써 난이도를 높였음. 중력장 내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할 줄 알고 물체의 포물
선 운동을 위해 일부가 제거된 원형트랙에서 비스듬히 공중으로 입사될 때

속도의 수평 성분과 수평성

분을 모두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면 무난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난이도는 上에 해
당됨.
(문제 1-2)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과 힘의 합력, 구심력을 평가하기 위해 빗면, 수평면, 곡면을 이용하여 문제를
제시함.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을 이해하고 중력의 일부가 구면에서는 구심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적용할 수 있다면 물리학II를 배운 학생이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음. 또한 에너지 손실로 인해 역
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고력을 평가함. 난
이도는 中上으로 논술 문제로 적당함.
(문제 2-1)
전기저항의 직렬연결과 병렬연결에 의한 합성 저항을 구하는 문제임. 세 종류의 전기저항을 복잡하게
연결하여 학생들이 어렵게 느낄 수도 있으나 간단한 형태의 회로로 변경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
제임. 주어진 회로를 변경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 수 있으므로 난이도는 中에 해당됨.
(문제 2-2)
여러 다이오드와 저항을 대칭적으로 연결하여 합성저항을 평가하는 문제로서 다이오드의 정류작용을 알
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임. 다이오드의 정류작용으로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난이도는 下에 해당됨.

2.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B교사)
(문제 1-1)
원모양의 트랙을 따라 연직방향으로 운동을 하던 물체가 트랙이 제거될 경우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므
로 이를 이용해 제거된 트랙의 길이를 추론하는 문제임. 트랙이 끊어졌을 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된다
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할 경우 풀이 과정에 난항을 겪을 수 있겠으나 포물선 운동임을 파악한 후에는 역
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한 탈출속도, 대칭적 포물선 운동 개념, 포물선 운동 계산,

제거된 트랙의

각도를 통한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접하며 연습할 수 있으므로 포물선 운동
임을 파악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임. 난이도가 높은 수준이며 적절함.
(문제 1-2)
물체가 경사면에 놓여있을 때 마찰이 없을 때 경사도의 각도와 마찰이 있을 때 원호를 벗어나는 지점의
높이에 관해 논술하는 문제임. (가)의 경우 중력의 구심 방향 성분과 구심력이 같다는 것과 역학적 에너
지 보존법칙을 활용해 각도를 구하는 과정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연습한 적이 있고, (나)의 경우 마찰력
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므로, 마찰로 인해 손실되는 열에너지의 개념을 파악한다면 정성적으로 논술할
수 있는 수준임. 난이도가 약간 높은 수준이며 적절함.
(문제 2-1)
a와 b스위치가 각각 닫혀있을 경우 회로를 재구성하여 저항값을 구하는 문제로 회로를 재구성하는 과정
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회로의 재구성을 올바르게 한다면 직렬과 병렬에서 저항을 구하는 문제
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자주 접하는 문제이므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수준임. 난이도가 중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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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적절함.
(문제 2-2)
다이오드의 정류작용에 의해 n이 4이상인 저항에 연결된 회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을 활용해 회로
를 재구성하고 저항을 구하는 문제임. 주어진 식의 특성과 그림으로 인해 급수로 오인하여 풀 수 있으
나 규칙성을 바탕으로 해결하는 급수 계산 문제가 아니라, 다이오드의 정류작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해결해야하는 문제임. 난이도가 중 수준이며 적절함.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C교사)
(문제 1-1)
2차원 운동에서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포물선 운동을 적용해서 제거된 트랙의 길이를 유추
하는 문제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 물체가 트랙을 벗어나는 순간의 속력을 계산할 수 있
고, 속도가 트랙의 접선 방향을 향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포물선 운동에서 적용되는 개념을 이용해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 포물선 운동하는 동안 그 운동의 궤적이 수직 중심축을 기준으로 좌
우 대칭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수학적인 부분에서도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임. 난이도는 중간 정도의
수준이며,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출제 문제로 적합함.
(문제 1-2)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구심력 및 등속 원운동 개념을 적용해서 주어진 상황을 분석하는 문제임.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을 이용해 원호 면을 벗어나기 직전의 속력과 각도  사이의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고,
이를 원호 면을 벗어나기 직전에 물체에 작용하는 구심력에 적용하여 각도 를 계산할 수 있음. 물체가
원호 면을 벗어난다는 조건에서 구심력에 수직항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중 원호의 중심을 향하는 성분만이 구심력 역할을 한다는 사실만 인지한다면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 중력을 원호의 접선 방향과 원호의 중심방향으로 분해할 수 있다면 수학적인 부분에서도 큰 어
려움은 없어 보임.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된 경우 원호를 벗어나기 직전의 속력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
인한다면 수직높이의 변화 여부를 정성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임. 난이도는 높은 수
준이며,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출제 문제로 적합함.
(문제 2-1)
직류 회로에서 스위치를 연결했을 때, 직렬 및 병렬로 구성된 복합 회로의 합성저항을 구하는 문제임.
복합 회로를 재구성해서 단순화시키는 부분과 합성저항을 계산하는 방법 숙지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
심요소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저항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임. 전류는 전위가 높
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사실만 인지한다면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 난이도는 중간
정도의 수준이며,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출제 문제로 적합함.
(문제 2-2)
다이오드의 정류작용을 이용하여 복합 회로에 전류가 흐르는 저항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로의
합성저항을 계산하는 문제임. 제시된 그림에서 저항의 배치가 대칭적이고 다이오드의 방향이 2개씩 주
기적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이용하면 전류가 흐르는 저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 정류작용과 전류는 전
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사실만 인지한다면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 난이도
는 낮은 수준이며,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출제 문제로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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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카드 9-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일반논술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의예과(화학)/1-1~5

출제 범위

과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화학 I

핵심개념 및 용어

현대 원자 모형, 오비탈, 양자수, 원소의 주기적 성질, 유효
핵전하, 화학 결합, 이온 결합 화합물

예상 소요 시간

30분

2. 문항 및 제시문

(가) 보어 원자 모형에 따르면,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       ⋯)를 갖는 원형
궤도를 따라 원자핵 주위를 원운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형은 강한 자기장 속에서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현상 등 원자의 스펙트럼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다.
(나) 하이젠베르크는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려고 하면 운동량의 오차가 커지고, 반면에
운동량을 정확히 측정하려고 하면 위치의 오차가 커져서, 두 물리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내고, 이를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였다.
(다)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원자 내 전자의 운동을 원자핵 주위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
분포로 나타낸다. 이것을 오비탈이라고 하며, 전자의 위치를 공간상에서 점 밀도로 나타낼
수 있다. 원자 내에 있는 전자의 상태는 네 가지 양자수[주 양자수(), 부 양자수(), 자기
양자수( ), 스핀 자기 양자수( )]로 나타낸다.
(라) 수소 원자와 다전자 원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다음과 같다.
수소 원자:                    ⋯
다전자 원자:                ⋯
(마) 다전자 원자에서는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전자에 작용하는 원자핵의 인력을 약하게
만드는데, 이것을 가려막기 효과라고 한다. 가려막기 효과를 고려하여 전자에 실제로
작용하는 핵전하를 유효 핵전하라고 한다.
[문제 1-1] 제시문 (가), (나), (다)를 참고하여 현대 원자 모형에서 오비탈을 점 밀도 그림의
형태로 표현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3점)
[문제 1-2] 중심이 원자핵이고 반지름이 인 구를 생각해 보자. , ,  오비탈에 대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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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전자를 발견하게 될 총 확률을 의 함수로 그리면 오른쪽 그림과 같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다전자 원자에서 주 양자수가 같고 부 양자수가 다른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순으로

증가하는

이유를

수소

원자와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7점)

[문제 1-3] 알루미늄( Al )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는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양자수(, ,  ,  )를 쓰시오. 만약
양자수가 여러 개이면 모두 쓰고, 양자수에 따라 전자의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서술하시오. (3점)
오른쪽 그림은 주기율표에서 비활성 기체를 제외한 2주기, 3주기의 원자 번호가 연속되는 6개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보여주고 있다. (단, A~F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문제 1-4] ①, ②, ③이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 쓰고,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나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3점)
[문제 1-5] B와 E, C와 D가 결합하여 각각 화합물 EB, DC를 형성할 때, 두 입자의 핵 간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두 화합물의 녹는점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4점)
3. 출제 의도

(문제 1-1)
불확정성 원리에 근거하여 전자의 파동성을 이해하고 보어 원자 모형의 한계와 현대 원자
모형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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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
가려막기 효과와 유효 핵전하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전자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문제 1-3)
전자 배치 규칙에 따라 다전자 원자의 바닥상태 전자 배치를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그리고
네 가지 양자수를 이용하여 전자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문제 1-4)
주기율표에서 주기와 족이 원소의 화학적 성질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문제 1-5)
이온 결합의 형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그리고 이온 결합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온 결합 화합물의 화학적 성질을 추론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4. 문항 및 제시문의 출제 근거
1. 제시문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12화학Ⅰ02-02]
양자수와 오비탈을 이용하여 원자의 현대적 모형을 설명할수 있다.
[12화학Ⅰ02-03]
전전자 배치 규칙에 따라 원자의 전자를 오비탈에 배치할 수 있다.

성취기준

[12화학Ⅰ02-03]
전전자 배치 규칙에 따라 원자의 전자를 오비탈에 배치할 수 있다.
[12화학Ⅰ02-05] 주기율표에서 유효 핵전하, 원자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을 설명
할 수 있다.
[12화학Ⅰ03-02] 이온 결합의 특성과 이온 화합물의 성질을 설명하고 예를 찾을 수 있다.

2. 자료출처
(1) 제시문 (가)
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화학 I

노태희 등

천재교육

2018

65-67

고등학교 화학 I

최미화 등

미래엔

2018

70-71

고등학교 화학 I

이상권 등

교학사

2018

65-67

(2) 제시문 (나)
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화학 I

노태희 등

천재교육

2018

68-72

고등학교 화학 I

최미화 등

미래엔

2018

72-75

고등학교 화학 I

이상권 등

지학사

2018

62-66

(3) 제시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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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화학 I

노태희 등

천재교육

2018

68-72

고등학교 화학 I

최미화 등

미래엔

2018

72-75

고등학교 화학 I

이상권 등

지학사

2018

62-66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화학 I

노태희 등

천재교육

2018

68-72

고등학교 화학 I

최미화 등

미래엔

2018

72-75

고등학교 화학 I

이상권 등

지학사

2018

62-66

(4) 제시문 (라)
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5) 제시문 (마)
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화학 I

노태희 등

천재교육

2018

87-95

고등학교 화학 I

최미화 등

미래엔

2018

82-95

고등학교 화학 I

이상권 등

지학사

2018

77-92

※ 문항
(1) 문항 1-1
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화학 I

노태희 등

천재교육

2018

68-72

고등학교 화학 I

최미화 등

미래엔

2018

72-75

고등학교 화학 I

이상권 등

지학사

2018

62-66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화학 I

노태희 등

천재교육

2018

68-72

고등학교 화학 I

최미화 등

미래엔

2018

72-75

고등학교 화학 I

이상권 등

지학사

2018

62-66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화학 I

노태희 등

천재교육

2018

68-72

고등학교 화학 I

최미화 등

미래엔

2018

72-75

고등학교 화학 I

이상권 등

지학사

2018

62-66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화학 I

노태희 등

천재교육

2018

87-95

고등학교 화학 I

최미화 등

미래엔

2018

82-95

고등학교 화학 I

이상권 등

지학사

2018

77-92

(2) 문항 1-2
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2) 문항 1-3
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2) 문항 1-4
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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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항 1-5
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화학 I

노태희 등

천재교육

2018

110-115

고등학교 화학 I

최미화 등

미래엔

2018

110-115

고등학교 화학 I

이상권 등

지학사

2018

110-115

5. 문항해설
(문제 1-1)
불확정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보어 원자 모형과 현대 원자 모형을 비교 해석하는 문제이다. 보어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가 원궤도를 따라 운동하고 있으므로 특정 시간에서 전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지만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특정 시간에서 전자의 위치를 확률로만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차
이가 전자의 파동성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추론하고 설명하는 문제이다.
(문제 1-2)
수소원자와 다전자원자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문제이다.
(문제 1-3)
다전자 원자에서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쌓음 원리, 파울리 배타 원리, 훈트 규칙에 따른다는 이해를 바
탕으로 원자 번호가 13인 알루미늄 원자의 전자 배치를 한 후, 네 가지 양자수(주 양자수, 부 양자수, 자
기 양자수, 스핀 자기 양자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자수에 따라 오비탈로 표현되는 전자의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문제이다. 양자수의 종류와 양자수를 정하는 규칙에 따라 전자의 상태를 양
자수로 나타내고 양자수에 따라 전자의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문제이다.
(문제 1-4)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이해하는 문제로 유효핵전하, 원자반지름, 이온반지름등 주기적 성질을 이용하여
경향성을 서술하는 문제로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잘 이해하고 공부한 학생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난이
도 중에 해당하는 문제로 보여진다.
(문제 1-5)
이온결합의 특성과 성질을 이해하는 문제로,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이온 사이의 핵간 거리에 따라 인
력과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에 대한 두 화합물의 그래프를 작성,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합이
형성되는 지점에서의 이온 간 거리와 이온의 전하량에 따른 에너지 크기의 비교를 통한 이온 결합력으
로 두 화합물의 녹는점의 크기를 알아보는 문제이기에 결합력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2요소를 충분히 이
해하고 있어야 한다.
6. 채점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1-1)
보어 원자 모형의 한계 이해
불확정성 원리와 현대 원자 모형의 연관성 이해

1
2

(문제 1-2)
확률로서의 오비탈 개념 이해 (문제에 주어진 그래프 해석)
다전자 원자에서의 가려막기 효과와 유효 핵전하 이해
(단, 유효 핵전하에 대한 설명이 없어도 답으로 인정함)
수소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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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3)
양자수        (단, 6개 모두 맞아야 답으로 인정함)
자기 양자수 개념 이해
스핀 자기 양자수 개념 이해

1
1
1

(문제 1-4)
원자 반지름 확인 및 경향성 설명 (단, 모두 맞아야 1점, 부분 점수 없음)
유효 핵전하 확인 및 경향성 설명 (단, 모두 맞아야 1점, 부분 점수 없음)
이온 반지름 확인 및 경향성 설명 (단, 모두 맞아야 1점, 부분 점수 없음)

1
1
1

(문제 1-5)
이온 결합 세기에 따른 화학적 성질 이해 (녹는점)
결합 에너지 그래프 작성(그래프 모양, 평형 상태에서 입자 간 거리와 에너지 비교)

2
2
20

7. 예시답안
(문제 1-1)
제시문 (가)의 보어 원자 모형은 원자 스펙트럼과 관련된 다양한 실험적 결과를 해석하지 못하므로 원자
내 전자의 운동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 모형에 따르면, 전자는 원형 궤도를
따라서 원운동하고 있으므로 특정 시간에서 원자핵 주위를 운동하고 있는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 이는 제시문 (나)의 불확정성 원리에 어긋난다.
제시문 (나)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전자의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원자핵 주위를 지속적으로 운동하고 있는 전자에 대해 특정 시간에서 전자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원자 내 전자의
운동을 원자핵 주위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인 오비탈(점 밀도 그림)로 표현하는 것이다.
(문제 1-2)
문제에 주어진 그래프에서, 원자핵과 가까운 위치에서 전자를 발견할 총 확률은        순이다.
이는 주 양자수 이 동일한 경우 부 양자수 이 작은 오비탈부터 전자가 채워짐을 의미한다.
제시문 (마)에 따르면, 다전자 원자에서는 가려막기 효과가 존재하므로  오비탈의 전자는
            일 때           일 때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들로부터 가려막기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값이 동일할 때  값이 작은
오비탈부터 전자가 채워지므로,  값이 커짐에 따라 오비탈의 전자에 작용하는 가려막기 효과는
       순이 되고 그 결과, 유효 핵전하 및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은        순이 된다.
따라서 주 양자수가 같을 때 부 양자수에 따른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순이다.
이에 반해, 수소 원자에는 전자가 1개만 존재하여 가려막기 효과가 없으므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같다.
(문제 1-3)
Al 의 바닥상태 전자 배치는       이다.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는 오비탈은  오비탈이므로
주 양자수   
부 양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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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자기 양자수      


가능한 스핀 자기 양자수      


그러므로 가능한 양자수     를 써보면,


           




           




             


 값이 다르면  오비탈의 방향이 다르고
 값이 다르면 전자의 스핀이 다르다.
(문제 1-4)
①: 원자 반지름
A~C, D~F:
같은 주기 내에서 유효 핵전하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 반지름이 점차 감소한다.
C-D:
전자가 껍질 수가 2개에서 3개로 증가함에 따라 원자 반지름 급격히 증가한다.
②: 유효 핵전하
A~C, D~F: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핵에 양성자가 하나씩 더해지고, 원자가 껍질에 전자가 하나씩 더해진다. 양성자
가 하나 증가하면 핵전하는 1 만큼 증가한다. 그러나 원자가 껍질에 더해진 전자는 다른 전자들에 의하여 원자핵으로부
터 완전히 가려지지도 않고, 다른 전자들을 완전히 가리지도 못한다. 즉, 원자가 껍질에 더해진 전자에 의한 가려막기 효
과는 비교적 작다. 따라서 같은 주기에서 한 칸 오른쪽으로 갈 때, 핵전하는 1 만큼 증가하나 더해진 전자는 이를 완전히
상쇄하지 못하므로, 결과적으로 유효 핵전하는 증가한다.
C-D:
전자가 껍질의 수가 2개에서 3개로 증가함에 따라, 원자핵으로부터 가장 멀게 위치한 3번째 원자가 껍질에 존재하는 전
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급격히 감소한다.
③: 안정화된 이온 반지름
A~F는 동일한 원자가 껍질과 전자 배치를 가지는 등전자 이온(A3-, B2-, C-, D+, E2+, F3+ 이온)을 형성한
다. 따라서 유효 핵전하가 증가함에 따라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증가하므로 이온 반지름이 점차 작
아진다.
(문제 1-5)
B는 O(산소), C는 F(플루오린), D는 Na(소듐), E는 마그네슘(Mg)이므로 화합물 EB는 MgO, DC는 NaF이
다. 두 화합물 모두 이온결합 화합물이며 NaF는 1가 이온 사이의 결합, MgO는 2가 이온 사이의 결합이
다. 이온 결합의 세기는 이온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므로 MgO의 결합력이 더 세고 이온 사이의 거리
가 더 짧다. 각각의 화합물에 대해 결합 에너지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이 그래프와 이온 사이의
결합력을 고려할 때, MgO의 녹는점이 더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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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술 전형 의예논술 출제 문제(화학)1에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문제 1-1>
고등학교 화학Ⅰ원자의 구조와 현대모형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으로 현대원자 모형에서 오비탈을 점밀도를
표현하는 이유를 알아보는 문제이기에 아는 충분히 기본개념을 이해한 학생 이라면 풀수 있는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로 제시문 (가)(나)(다)를 이용하면 충분히 정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문제이다.

<문제 1-2>
고등학교 화학Ⅰ원자의 구조와 현대모형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으로 수소원자와 다전자원자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문제이고 현대의 오비탈을 충분히 공부한 학생은 정답을 이끌어낼 확률이 난이도 중에 해
당하는 문제이다.

<문제 1-3>
고등학교 화학Ⅰ 원자의 구조와 현대모형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으로 양자수의 종류와 양자수를 정하는 규칙
에 따라 전자의 상태를 양자수로 나타내고 양자수에 따라 전자의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문제이고
학생들이 흔히 풀어보지 않은 문제로 난이도는 중상에 해당하는 약간 까다로운 문제로 보여진다.

<문제 1-4>
고등학교 화학Ⅰ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이해하는 문제로 유효핵전하, 원자반지름, 이온반지름등 주기적 성질
을 이용하여 경향성을 서술하는 문제로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잘 이해하고 공부한 학생이면 충분히 풀 수 있
는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문제로 보여진다.

<문제 1-5>
고등학교 화학Ⅰ 이온결합의 특성과 성질을 이해하는 문제로,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이온 사이의 핵간 거리
에 따라 인력과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에 대한 두 화합물의 그래프를 작성,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합
이 형성되는 지점에서의 이온 간 거리와 이온의 전하량에 따른 에너지 크기의 비교를 통한 이온 결합력으로
두 화합물의 녹는점의 크기를 알아보는 문제이기에 결합력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2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잘 작성할 수 있는 난이도 중하에 해당하는 문제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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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B교사)
<문제 1-1>
고등학교 화학Ⅰ의 원자의 구조와 현대모형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으로 현대의 전자구름모형과 오비탈, 점밀
도 그림으로의 표현 등에 대해 충분히 기본개념을 가지고 이해한 학생이라면 풀 수 있는 ‘난이도 하’에 해당
하는 문제이기에 제시문 (가), (나), (다)를 이용하면 무난하게 풀어 낼 수 있는 문제로 생각된다.

<문제 1-2>
고등학교 화학1의 원자의 구조와 현대모형 단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수소 원자와 다전자원자에서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문제이므로 현대의 오비탈 모형에 대한 개념이해가 충분한 학생이라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문제로 생각된다.

<문제 1-3>
고등학교 화학Ⅰ의 원자의 구조와 현대모형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으로 4가지 양자수의 종류와 양자수를 정
하는 규칙에 따라 전자의 상태를 양자수로 나타내고, 양자수에 따라 전자의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
는 문제이기에 학생들에게는 많이 접해보지 못한 문제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난이도 중상’에 해당하는 약간
까다로운 문제로 생각된다.

<문제 1-4>
고등학교 화학Ⅰ의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이해하는 문제로 유효핵전하과 원자반지름, 이온 반지름 등에서의
경향성을 이해하고 서술하는 문제이므로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유효 핵전하량, 전자 껍질 수, 전자 사
이의 반발력과 연결하여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난이도 중’
에 해당하는 문제로 생각된다.

<문제 1-5>
고등학교 화학Ⅰ의 이온결합의 특성과 성질을 이해하는 문제로,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이온 간 핵간 거리에
따른 인력과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에 대한 두 화합물의 그래프를 작성하고 비교, 이를 바탕으로 결합이
형성되는 지점에서의 이온 간 거리와 이온의 전하량에 따른 에너지 크기와 이온 결합력을 두 화합물의 녹는
점의 크기 비교와 연결해 보는 문제이기에 결합력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2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학생
이라면 무난하게 서술할 수 있는 ‘난이도 중하’에 해당하는 문제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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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C교사)
<문제 1-1>
(가),(나),(다) 제시문에 의거하여 현대 원자 모형을 표현하는 이유를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단, 학생이
점 밀도라는 단어에 대해 익숙하지 않거나, ‘현대적 모형이 오비탈이다.’라고 생각하는 점밀도의 단어 생각을
못하여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난이도가 중’에 해당 할 수 있는 문제이다.

<문제 1-2>
수소 원자와 다전자 원자에서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거리에 따라 발견 확률 변화를
가려막기 효과에 연결 짖는 문제이다. 제시문에는 안내되어 있지만 연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로
‘난이도 중상’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문제 1-3>
화학1의 현대모형에서 배우는 내용으로 양자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이다.
평소 공부할 때 양자수에 표현에 대해 꼼꼼하게 하였다면 해결하는 문제로 ‘난이도는 중’이다.

<문제 1-4>
화학1에서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이해하는 문제로 학교 수업 및 교과서에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의 그래프를
사용하였다. 학생도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자주 해보았을 것임으로 시간내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
다. ‘난이도는 중하이다.’

<문제 1-5>
화학 결합의 중 이온결합의 특성을 묻는 문제로 핵간 거리 및 전하량에 따른 문제이다. 두가지 변수가 있지만,
교과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래프였으며, 학생에게도 익숙한 문항이다. 따라서 쉽게 해결했을 것으로 보이
며 ‘난이도는 중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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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카드 9-2]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일반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의예과(화학)/ 2-1, 2-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화학 II

핵심개념 및 용어

용액의 농도, 묽은 용액의 총괄성, 증기압력내림, 라울
법칙, 끓는점 오름

예상 소요 시간

30분

2. 문항 및 제시문

(가) 증기 압력은 액체에서 증발과 응축이 평형을 이룰 때 이 액체의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이다. 같은 온도에서 순수한 용매인 물에 설탕과 같은 비휘발성 용질을 녹이면, 용질
입자가 용액 표면의 일부를 차지하므로 용액 표면에서의 용매의 입자 수가 줄어든다. 즉,
비휘발성 용질이 용매 입자의 증발을 방해하여 순수한 용매만 있을 때보다 증발하려는
경향도 줄어들게 된다. 결국 용액의 증기 압력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 압력보다 낮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증기 압력 내림(∆ )이라고 한다.
(나) 라울은 ʻ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 있는 용액의 증기 압력은( 용액 ) 순수한 용매의
증기 압력( 용매 )과 용액 내 용매의 몰 분율(용매 )의 곱과 같다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라울 법칙이라고 한다. 용액의 증기 압력 내림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 압력에서 용액의 증기
압력을 뺀 것과 같다.
(다) 같은 온도에서 비휘발성 용질이 녹아 있는 용액의 증기 압력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
압력보다 작으므로 용액의 끓는점은 순수한 용매의 끓는점보다 높아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끓는점 오름이라고 한다. 용액의 끓는점 오름(∆ )은 용액의 끓는점과 순수한 용매의
끓는점의 차이이며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   × (  : 몰랄 오름 상수)

[문제 2-1] C에서 물  mL 에 일정한 양의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 A가 녹아 있는 용액의
증기 압력이  mmHg 일 때, 이 용액의 끓는점을 구하시오. (단,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C에서 순수한 물의 증기 압력과 밀도는 각각  mmHg ,
 gmL 이고, 순수한 물의 끓는점은 C, 몰랄 오름 상수는    C이다.)
(8점)
[문제 2-2]

1 기압에서 일정량의 물에 A  g , B  g 을 녹인 수용액을 일정한 열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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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하다가 시간  에서 C  g 을 첨가하였다. 아래 그림은 시간에 따른 용액의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시간  에서 물의 질량()과 시간  에서 물의 질량()의 비율
  를 구하시오. 그리고 시간에 따른 몰랄 농도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단, 화학식량은 A가 C의 3.8배, B가 C의 2배이다. A, B, C는 모두
비휘발성, 비전해질이고, 서로 반응하지 않는다.) (12점)

3. 출제 의도
(문제 2-1)
묽은 용액의 총괄성, 증기 압력 내림, 라울 법칙, 끓는점 오름 현상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문제 2-2)
묽은 용액의 총괄성, 용액의 농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험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해석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4. 문항 및 제시문의 출제 근거
1. 제시문
적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12화학Ⅱ 01-09]묽은용액의 증기압 내림, 끓는점 오름, 어는점 내림을 이해하고 일상생활
의 예를 들수 있다
[12화학Ⅱ 01-09]묽은용액의 증기압 내림, 끓는점 오름, 어는점 내림을 이해하고 일상생활
의 예를 들수 있다.
[12화학Ⅱ 01-10]삼투현상을 관찰하고 삼투압을 설명할수 있다.

2. 자료출처
(1) 제시문 (가)
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화학 II

노태희 등

천재교육

2018

53-57

고등학교 화학 II

최미화 등

미래엔

2018

58-65

고등학교 화학 II

이상권 등

지학사

2018

53-57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화학 II

노태희 등

천재교육

2018

53-57

고등학교 화학 II

최미화 등

미래엔

2018

58-65

고등학교 화학 II

이상권 등

지학사

2018

53-57

(2) 제시문 (나)
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3) 제시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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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화학 II

노태희 등

천재교육

2018

53-57

고등학교 화학 II

최미화 등

미래엔

2018

58-65

고등학교 화학 II

이상권 등

지학사

2018

53-57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화학 II

노태희 등

천재교육

2018

53-57

고등학교 화학 II

최미화 등

미래엔

2018

58-65

고등학교 화학 II

이상권 등

지학사

2018

53-57

(4) 문제 2-1
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5) 문제 2-2
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화학 II

노태희 등

천재교육

2018

53-57

고등학교 화학 II

최미화 등

미래엔

2018

58-65

고등학교 화학 II

이상권 등

지학사

2018

53-57

5. 문항해설
(문제 2-1)
용액의 농도를 정의하는 다양한 방법과 증기 압력 내림, 라울 법칙, 끓는점 오름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
고 묽은 용액의 성질을 분석하는 문제이다.
(문제 2-2)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있는 묽은 용액의 끓는점이 용질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고 몰랄 농도에
비례함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험적인 결과를 분석하고 시간에 용액의 성질 변화를 추론할 수 있
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6. 채점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문제 2-1)
묽은 용액의 몰 분율과 증기 압력 개념 이해
묽은 용액의 끓는점 오름 개념 이해
(문제 2-2)
물의 질량비 계산
시간에 따른 몰랄 농도 그래프 그리기
그래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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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시답안
(문제 2-1)
용액, 용매의 증기 압력이 각각 23.2 torr, 23.8 torr 이므로

 용액
 mmHg

 용매      
mmHg
 용매


 용매

 용매  
 용매   용질
   용매

 용질   ×  용매

용매


 
 g   mol

  ×  mL   
 mL   g 




  mol

용액의 끓는점을 구해보면,

 용액   용매  ∆ 
   용매    × 

mol


  C  Cm  × 
 g   kg 
 mL   
 mL   g 

     C

  C
(문제 2-2)
(1) 물의 질량비        계산
 에서 A, B 수용액의 끓는점 오름 ∆      C
 에서 A, B, C 수용액의 끓는점 오름 ∆      C
∆ 
   이므로,                  ··· ①



C의 화학식량을 으로 놓으면,

    

 g
 g


 gmol 
 gmol

      molkg
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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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g
 g
  

gmol
gmol


 gm

  molkg
 
 
⋅  
   kg

    

위 결과를 식 ①에 대입하면,





⋅   
⋅  




 
 
∴           
(2) 몰랄 농도 그래프

m
6m1

m1
t1
연번

t2 t3

시간

시간

몰랄 농도 변화

1

구간   

용액이 끓지 않으므로 초기 몰랄 농도  이 유지된다.

2

구간    

용액이 끓으면서 물의 질량이 감소하여 몰랄 농도가 증가한다.

3

시간 

4

구간    

5

시간  이후

C를 첨가하여 용액의 몰랄 농도가 초기 몰랄 농도의 6배인  이
된다.
C의 첨가에 따른 용액의 끓는점 오름 현상에 의해 용액이 끓지
않으므로 몰랄 농도  이 유지된다.
용액이 끓으면서 물의 질량이 감소하여 몰랄 농도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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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술 전형 의예논술 출제문제(화학)2에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문제 2-1>
고등학교 화학Ⅱ-용액-용액의 총괄성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으로 증기압 내림, 라울 법칙, 끓는
점 오름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관련 이 내용을 토대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난이도는 ‘중하’에 해당하는 문제로 보여진다.

<문제 2-2>

고등학교 화학Ⅱ-용액-용액의 총괄성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으로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
아있는 묽은 용액의 끓는점은 용질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고 녹아있는 용질의 입자 수로 결정,
용액의 몰랄 농도에 비례함을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를 바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
는 문제이며, 난이도는 ‘중상’에 해당하는 문제로 보여진다.

2.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B교사)
<문제 2-1>
고등학교 화학Ⅱ의 용액의 총괄성 부분에서 배우는 내용으로 증기압 내림과 라울 법칙, 그리고
끓는점 오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관련 이 제시문을
바탕으로 무난하게 해결해 낼 수 있는 문제이기에 ‘난이도 중하’에 해당하는 문제로 생각된다.

<문제 2-2>

고등학교 화학Ⅱ의 용액의 총괄성 부분에서 배우는 내용으로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
있는 묽은 용액의 끓는점은 용질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고 녹아있는 용질의 입자 수에 의해 결
정되므로 용액의 몰랄 농도에 비례함을 알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를 바탕으로
무난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난이도는 ‘중상’에 해당하는 문제로
보여진다.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C교사)
<문제 2-1>
용액의 총괄성에서 배우는 내용이다. 증기압 내림에서 몰분율까지는 학생이 쉽게 접근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이 때 몰분율에서 용매의 몰수를 이용하여 용질의 몰수를 찾는 다는 생각이 연
결 짓기 어려움으로 ‘난이도는 중상’이라고 생각한다.

<문제 2-2>

용액의 총괄성에서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 있는 상태에서는 용질의 종류와 관련 없이
입자 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질문하는 문제이다. 각 사용하는 정의에 대해 알고 있다면 쉽
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항이다. ‘난이도는 중’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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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카드 10-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일반논술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의예과(생명과학)/1-1~2

출제 범위

과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핵심개념 및 용어

내분비계, 호르몬, 세포주기, 분화, 유전자발현

예상 소요 시간

30분

2. 문항 및 제시문

(가)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은 신호를 주고받아 각 기관의 기능을 조절하고 적
절하게 반응하는데, 이 과정에 내분비계가 관여한다. 내분비계는 호르몬을 생성하고 분비
하는 내분비샘들의 모임이고, 내분비샘에서 생성된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이동하다가 표적
세포에 작용하여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표적세포는 특정 호르몬을 인식하고 결합하는 수용
체를 가지고 있어 그 호르몬에 반응한다.
(나) 생물의 발생과 생장, 생식은 모두 세포분열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
분체는 분리되어 두 개의 딸세포로 나뉘어 들어간다. 체세포에서 분열을 마친 딸세포가 생
장하여 다시 분열할 때까지의 기간을 세포주기라고 한다. 세포주기는 간기와 분열기로 나
뉘며, 간기에는 세포가 생장하고 DNA가 복제되며 분열기에는 염색분체가 두 개의 딸세
포로 분리된다.
(다) 발생은 다세포생물이 하나의 세포인 수정란에서 시작하여 세포분열과 일련의 분화과정을
거쳐 완전한 성체로 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수정란의 세포분열과정인 난할, 하나의 세포
로부터 구조와 기능이 다른 여러 가지 세포가 생성되는 분화, 분화된 조직을 특이한 구조
로 체계화해 나가는 형태형성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발생과정에서 분화된 세포는 형태뿐만
아니라 기능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한 개체에 존재하는 모든 세포는 모든 종류의 단백
질 합성에 필요한 유전자를 전부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세포는 이들 유전자를 모두 발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발생 단계의 특정 시점에서 일부만을 발현시켜 세포의 발생 운명과
분화의 방향을 결정한다.
(라) 면양은 일반적으로 한두 개의 난자만을 배란하는데, 특정 품종의 면양은 많은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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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포를 배란하여 여러 마리의 새끼면양을 출산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 품종의 면양에서
다배란을 유도하는 원인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호르몬 YS의 수용체(YSR)를 생성하는

YSR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 난소에서 많은 난포세포의 증식을 유도하여 난포발육에 영
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YSR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한 면양의 난포세포에 호르
몬 YS를 처리하면 여포자극호르몬수용체 유전자발현이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문제 1-1] 제시문 (라)에서 호르몬 YS가 1) 정상수용체 YSR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작용과, 2) 돌
연변이수용체 YSR을 통해 나타나는 작용의 변화를 제시문 (가), (나)와 관련지어 설
명하시오. (10점)
[문제 1-2] 사람의 여러 조직에서 YSR 단백질의 상대량을 분석하여 아래 그림(가상의 자료임)과
같은 데이터를 얻었다. 제시문 (가), (나), (다)와 연관지어 조직별 YSR 단백질 발현
패턴에 차이가 나는 이유와 암세포에서의 YSR의 기능을

추론하시오. (10점)

3. 출제 의도

1. 호르몬이 표적세포의 수용체와 작용하여 표적세포의 생리활성을 조절함을 이해하는지 평가함
2. 호르몬이 표적세포에서 세포주기와 유전자발현을 조절하여 세포증식 및 기능 변화를 유도함
을 이해하는지 평가함
3. 세포의 분화와 유전자발현의 관계를 이해하는지를 평가함
4. 암세포에서 세포주기의 조절과 세포증식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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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항 및 제시문의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12생과Ⅰ03-04] 내분비계와 호르몬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람의
(가)

주요 호르몬의 과잉･결핍에 따른 질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2생과Ⅰ04-01] 염색체, 유전체, DNA, 유전자의 관계를 이해하고,
제시문

(나)

염색분체의 형성과 분리를 DNA 복제와 세포 분
열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다)
관련 성취기준
(라)

[12생과Ⅱ04-06] 진핵생물의 발생과 세포 분화에서 유전자 발현
조절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12생과Ⅱ04-06] 진핵생물의 발생과 세포 분화에서 유전자 발현
조절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12생과Ⅰ01-03] 생명과학 탐구 방법을 이해하고 생명과학에서 활
1-1

용되고 있는 다양한 탐구 방법을 비교할 수 있
다.

하위
문항

[12생과Ⅱ04-03] 전사와 번역 과정을 거쳐 유전자가 발현됨을 이
1-2

해하고, 모형을 이용하여 유전자 발현 과정을 설
명할 수 있다.

2.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21-25,

고등학교 생명과학Ⅰ

이용철 외

와이비엠

2020

87-97,
125-131
22-25,

고등학교 생명과학Ⅰ

권혁빈 외

교학사

2020

86-95,
121-127
11-18,

고등학교 생명과학Ⅰ

심규철 외

비상교육

2020

82-91,
115-121
22-25,

고등학교

고등학교 생명과학Ⅰ

김윤택 외

동아출판

2020

교과서

78-87,
117-123
28-35,

고등학교 생명과학Ⅰ

심재호 외

금성출판사

2019

98-107,
134-138
26-29,

고등학교 생명과학Ⅰ

오현선 외

미래엔

2020

94-99,
126-131
19-22,

고등학교 생명과학Ⅰ

이준규 외

천재교육

2020

83-91,
1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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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
고등학교 생명과학Ⅰ

전상학 외

지학사

2019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전상학 외

지학사

2020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오현선 외

미래앤

2020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심규철 외

비상교육

2020

82-91,
112-119
114-123,
124-137
124-133,
134-141
122-133,
134-142

5. 문항해설

(문제 1-1)
호르몬과 호르몬수용체의 작용으로 표적세포의 생리활성에 변화가 일어남을 파악한다. 본 문제
에서는 YS와 YSR의 작용으로 세포주기의 진행으로 세포증식이 이루어지고 세포내 유전자발현
의 증가의 생리작용 변화를 유추할 수 있다.
(문제 1-2)
진핵생물에서 유전자가 발현되어 단백질이 합성되기까지 전사, 전사후과정, 번역, 번역후가공,
단백질 분해 등의 단계에서 조절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조직별, 세포별 유전자 발현 조절과정
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직별, 세포별 특정 단백질의 상대량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따
라서 조직별로 YSR의 발현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암세포는 비정상적인 세포증식으로 인해 유발된다. 제시된 암세포에서 YSR의 발현이 정상조직
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YSR의 발현으로 YS와 YSR의 작용이 세포주기를
변화시켜 암세포의 증식을 유도하게 할 수 있음을 파악한다.

6. 채점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YS와 정상 YSR의 상호작용을 이해하여 세포주기와 유전자 발현 조절에
1-1

관한 추론하였음: 5점
YS와 돌연변이 YSR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포주기의 활성화와 세포증식이

10

일어나고 유전자발현이 증가함을 이해하고 추론하였음: 5점
진핵생물에서 유전자발현의 조절단계를 이해하고 서술함: 3점
개체의 발생과 분화과정에서 다른 세포들에서 서로 다른 유전자의 발현
1-2

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YSR의 발현패턴이 달라짐을 서술함: 3점

10

암세포가 비정상적인 세포의 증식에 의한 것임을 이해하고 YSR의 발현에
의해 비정상적인 세포주기의 조절이 일어났음을 추론함: 4점
7. 예시답안

(문제 1-1)
1) YSR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난포세포의 세포증식이 일어난다고 하였으므로 호르몬 YS는 난
포세포의 YSR과 작용하여 세포주기의 진행을 억제함으로써 세포분열을 조절(억제)하는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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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고, 세포주기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YS를 돌연변이 YSR을 가진 난포세포에 처리 시 여포자극호르몬 수용체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
시키므로 YS는 난포세포에서 여포자극호르몬 수용체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거나 여포자극호
르몬 수용체 유전자의 발현 조절에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2) YSR의 돌연변이로 인해 YS에 의한 난포세포의 세포분열 억제작용이 없어지거나 약화되어
세포주기의 진행이 유도되고 세포분열이 증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YS와 돌연변이 수용체 YSR의 상호작용은 난포세포 내에서 여포자극호르몬 수용체 유전자의 발
현을 유도하여 여포자극호르몬에 대한 수용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 1-2)
1) 진핵생물에서 유전자가 발현되어 단백질이 합성되기까지 전사, 전사후과정, 번역, 번역후가
공, 단백질 분해 등의 단계에서 조절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조직별, 세포별 유전자 발현 조절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직별, 세포별 특정 단백질의 상대량에 차이가 생길 수 있
다.
2)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개체가 발생하면서 세포가 분열하고 증식 및 발달한다. 각기 다른
세포에서 각각 다른 유전자 세트의 발현이 이루어지고 기능적으로 전문화가 일어나게 된다. 따
라서 이러한 분화과정에서 각기 다른 조직에서 서로 다른 유전자의 발현이 이루어지고 그 결
과 YSR의 발현도 조직별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3) 암세포는 비정상적인 세포증식으로 인해 유발된다. 제시된 암세포에서 간암, 피부암과 대장
암세포에서 YSR의 발현이 정상조직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높은 YSR의 발현은 YS의 작
용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암세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YSR의 발현으
로 YS와 YSR의 작용이 세포주기를 변화시켜 암세포의 증식을 유도하게 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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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술 전형 의예논술 출제문제(생명과학) 1-1~2에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문제 1-1>
고등학교 생명과학Ⅰ의 3단원 항상성과 몸의 조절(호르몬), 4단원 유전(세포주기), 생명과학Ⅱ의
4단원 유전자 발현과 조절에 대한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호르몬의 표적 세포에 작용하는 기
본 원리와, 세포 주기가 세포마다 다르다는 것과 , 유전자 발현 조절로 인해 세포마다 단백질
의 발현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YSR 유전자 돌연변이와 YSR 변형으로 인한 난포세포 증식의 유도와 변형된 YSR을 가진 난포
세포에 호르몬 YS가 작용하여 여포자극호르몬 수용체 유전자 발현을 유도하여 여포자극호르몬
에 대한 수용성을 증기 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YS가 정상 YSR과 상호작용할 때는 여포자극
호르몬수용체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한다. 즉 호르몬이 표적세포에 작용, 세포주기와 유전자 발
현을 조절하여 세포증식 및 기능 변화를 유도함의 이해 정도를 평가함과 동시에 주어진 제시
문 (마)의 주의 깊은 분석이 요구되는 난이도 중•상 정도의 문항이다.
<문제 1-2>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Ⅳ단원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 중 생명 정보를 저장하는 DNA 형질발현
과정 즉, 전사와 번역으로 이어지는 생명 정보의 흐름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를 요구하는 문항
이다. 문항 1-2는 (교육과정) [12생과Ⅱ04-03]과

[12생과Ⅱ04-04]에 매우 충실한 문항으로 유

전자의 형질 발현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즉, 생명과학Ⅱ를 선택하여 성실히 이
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큰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난이도 하에 해당한다. 다만,
전사와 번역 단계에서 방향성(5‘→3’)의 작성을 생략하는 우를 범하는 과정에서 감점이 예상된
다.

2.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B교사)
<문제 1-1>
고등학교 생명과학Ⅰ의 3단원 항상성과 몸의 조절(호르몬), 4단원 유전(세포주기), 생명과학Ⅱ의
4단원 유전자 발현과 조절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이 내용은 생명과학 Ⅰ교과서(와이비엠, 교학사, 비상교육, 동아출판사,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지학사), 생명과학Ⅱ 교과서(지학사, 미래엔, 비상교육, 교학사, 천재교육)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
다. 호르몬의 표적 세포에 작용하는 기본 원리와, 세포 주기가 세포마다 다르다는 것과 , 유전
자 발현 조절로 인해 세포마다 단백질의 발현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문제
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YSR에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YS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난포세포의 증식속도가 빨라진다는
사실을 통해 YS의 기능을 정확히 추론해내기는 어렵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돌연변이 YSR로 인해 여포자극호르몬의 수용체의 유전자 발현이 증가했다는 점으로부
터 YS가 정상 YSR과 상호작용할 때는 여포자극호르몬수용체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한다는 점을
추론해내는 점까지는 수험생들이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난이도
는 중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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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
교육과정 상의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호르몬의 표적 세포에 작용하는 기본 원리, 세포주기와
세포의 증식 속도, 유전자 발현의 원리, 유전자 발현의 조절 등을 이해하고 있다면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직별 YSR 발현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제시문 (다)를 기반으로 정답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정상 YSR의 발현이 암세포에서는 정상세포와는 다르게 증가했는데, 이를 토대로
YSR의 발현이 지나치게 되면 세포 주기 조절에 이상이 생겨 세포분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는 점을 추론해 낼 수 있다. 그러나 1-1. 문항에서는 YS-YSR복합체가 세포주기의 진행을 억제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는 상반된 자료가 제시되었으므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난이도는 중상으로 판단된다.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C교사)
<문제 1-1>
고등학교 생명과학Ⅰ의 3단원 항상성과 몸의 조절 중 내분비샘에서 형성되는 특정 호르몬은
특정 표적세포에서만 작용한다는 내용과 생명과학Ⅰ의 4단원 유전단원에서 학습한 세포주기는
세포마다 다름을 이해하고 생명과학Ⅱ의 4단원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에서 유전자 발현 조절로
세포별 단백질의 발현정도가 달라짐을 연관지어 해결하는 문제이다. 수용체인 YSR에 돌영변이
가 일어나 호르몬 YS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세포주기를활성화하여 난포세포의
증식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여포자극 호르몬 수용체 유전자 발현 증가를 통해 분석할 수 있
다. 즉 정상YS는 정상YSR과 결합하여 여포자극 호르몬 수용체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여 난포의
증식을 억제함을 분석해야 하므로 난이도는 중‧상으로 판단된다.
<문제 1-2>
생명과학Ⅱ의 4단원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에서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기까지 전사, 전
사 후 과정, 번역, 번역 후 가공과정 등 여러단계에서 조절이 이루어지며 유전자 발현 조절에
따라 조직별 단백질 합성에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이해하고 생명과학Ⅰ의 4단원 유전단원에
서 정상세포와 달리 세포주기의 무한반복으로 암세포가 발생함을 이해하고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암세포에서 YSR단백질이 정상세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세포주기 조절
이상으로 세포분열이 빨라져 그 양이 증가한 것임을 분석할 수 있으므로 난이도는 하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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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카드 10-2]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일반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의예과(생명과학)/2-1~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생명과학Ⅱ

핵심개념 및 용어

유전자의 형질발현(전사와 번역), 생명공학기술,
생명윤리

예상 소요 시간

30분

2. 문항 및 제시문

(가) 유전정보는 DNA에서 mRNA로 전달되고 mR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유전정보
의 흐름을 중심원리라고 한다. DNA에서 m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사라고 하며, DNA에서
mRNA로 전달된 유전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한다. DNA에서 전사되
는 RNA에는 mRNA, rRNA, tRNA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단백질은 아미
노산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결합된 고분자화합물로 아미노산의 순서는 DNA염기서열에 의해 결정
된다.
(나) 코돈표

(다) 생명공학은 유용한 생명체나 생산물을 얻기 위해 생명체의 기능과 특성을 이용하는 기술이나 학
문분야를 말한다. 인류는 예로부터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식품이나 농작물과 가축의 품종개량 등에
생명체의 기능과 특성을 이용해 왔고, 현대에는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직접 다루고 있
다.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핵심적인 생명공학 기술에는 유전자재조합 기술, 핵이식(핵치환), 조
직배양, 세포융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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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1]
어떤 유전자 YSR의 한쪽 DNA 가닥 서열 일부가 아래와 같다고 한다.
5’-CTG CTC GGC TGT AAC TGA ATG CCG-3’(주형가닥)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이 DNA서열이 제시문 (가)에 따라 모두 전사 및 번역된다고 할 때, 이
정보를 바탕으로 1) 합성되는 mRNA 서열, 2) mRNA 코돈 순서에 따라 번역과정에 참여하는
각 tRNA들의 안티코돈 서열, 3) 합성된 펩타이드 서열[제시문 (나) 참조]을 쓰시오. 단, 제시된
서열의 첫 번째 뉴클레오타이드로부터 어떤 코돈이 시작된다. (10점)
[문제 2-2]
한 생명공학자가, 장기이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장기를 공급하고, 장기이식 때 면역거부반응
을 막아주는 돌연변이 GT 유전자를 가진 ʻ형질전환 핵이식복제 돼지ʼ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를
계획하였다. 제시문 (다)와 같은 현재의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할 때, 돌연변이 GT 유전자를 가진
ʻ형질전환 핵이식복제 돼지ʼ를 얻기 위한 실험과정을 기술하시오. 그리고 ʻ형질전환 핵이식복제
돼지ʼ 생산기술의 적용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논하시오. (10점)
3. 출제 의도

1. 유전자발현 과정에서 전사와 번역 및 이 과정에 관여하는 인자들의 작용방식을 이해하는지
를 평가함
2. 핵산인 DNA와 RNA는 상보적인 결합을 통해 상호작용을 함을 이해하는지를 평가함
3. 최신 생명공학기술의 발달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4.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4. 문항 및 제시문의 출제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영역별 내용
(가)

제시문

관련 성취기준

(나)

(다)

[12생과Ⅱ04-03] 전사와 번역 과정을 거쳐 유전자가 발현됨을 이해하고,
모형을 이용하여 유전자 발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12생과Ⅱ04-04] 유전 암호를 이해하고, 유전 암호 표를 사용하여 유전 정
보를 해독할 수 있다.

[12생과Ⅱ06-01] DNA 재조합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 사례를 조사
하여 발표할 수 있다.

[12생과Ⅱ04-03] 전사와 번역 과정을 거쳐 유전자가 발현됨을 이해하고,
하위문
항

모형을 이용하여 유전자 발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1

[12생과Ⅱ04-04] 유전 암호를 이해하고, 유전 암호 표를 사용하여 유전 정
보를 해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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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생과Ⅱ06-01] DNA 재조합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 사례를 조사
하여 발표할 수 있다.

[12생과Ⅱ06-02] 핵치환, 조직 배양, 세포 융합의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2-2

[12생과Ⅱ06-05] 생명공학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태학적, 윤리적, 법
적, 사회적 문제점을 이해하고, 미래 사회에 미칠 영향
을 예측하여 발표할 수 있다.

2. 자료 출처
참고자료

고등학교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전상학 외

지학사

2020

114-123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오현선 외

미래앤

2020

124-133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심규철 외

비상교육

2020

122-133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권혁빈 외

교학사

2020

111-120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이준규 외

천재교육

2020

115-126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전상학 외

지학사

2020

교과서

192-198,
202-204
210-217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오현선 외

미래앤

2020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심규철 외

비상교육

2020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권혁빈 외

교학사

2020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이준규 외

천재교육

2020

194-199
209-210
195-199
209-210
181-189
202-204
189-194,
199-201
211-213

5. 문항해설

(2-1)
중심이론에 따르면 유전정보는 DNA에서 mRNA로 전달되고 mR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진
다. 이 과정을 각각 전사와 번역이라고 하며 mRNA, rRNA, tRNA가 관여한다. 전사와 번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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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핵산과 핵산의 결합은 서로 상보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펩타이드의 아미노산의 순서는 mRNA의 코돈 순서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본 문제에 제시된 DNA서열에 따라 5‘-CGG CAU UCA GUU ACA GCC GAG
CAG-3’의 mRNA서열이 합성되고, tRNA는

5‘-CCG-3’ ==>

5‘-AAC-3’ ==> 5‘-UGU-3’ ==> 5‘-GGC-3’ ==>

5‘-AUG-3’ ==> 5‘-UGA-3’ ==>
5‘-CUC-3’==> 5‘-CUG-3’의 순

서로 안티코돈을 지닌 tRNA들이 번역에 참여한다. 합성되는 펩타이드 서열: 아르지닌-히스티
딘-세린-발린-트레오닌-알라닌-글루탐산-글루타민 (Arg-His-Ser-Val-Thr-Ala-GluGln)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2-2)
최근 개발되고 있는 생명공학기술에는 유전자재조합기술, 핵이식, 조직배양, 세포융합, 줄기세
포 기술 등이 있다. 형질전환핵이식복제돼지의 생산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1. 체세포 획득, 유전자재조합 및 형질전환 과정
- 돼지로부터 체세포(섬유아세포, 피부세포, 유선세포 등) 획득
- 유전자재조합 과정을 통한 GT 유전자의 돌연변이 유도
(유전자가위, 바이러스벡터, 상동재조합과정 등 이용)

- GT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유도된 체세포 선별 및 획득
2. 체세포핵이식 복제 과정
- 돼지의 미수정 난자 회수
- 돼지 미수정 난자의 세포핵 제거
- 형질전환된 체세포와 제핵된 난자와 세포융합으로 핵이식
3. 복제란의 대리모이식 및 출산
4. 유전자분석
- 출생한 돼지의 유전자 분석하여 돌연변이 GT 발현여부 확인
생명공학은 유용한 생명체나 생산물을 얻기 위해 생명체의 기능과 특성을 이용하는 기술이나
학문분야를 일컫는데, 이러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류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지만 또 다른 여
러 가지 윤리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형질전환 핵이식 복제동물’을 생산하는 생명공학기술
은 각종 장기부족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환자가 이종장기를 공급받을 수 있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매우 좋은 기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기술의 적용은 여러가지
생명윤리적 측면에서 문제점도 야기할 수 있다. 1) 생명체인 돼지를 사람의 생명연장을 위해
희생시킨다는 점이다. 장기공급을 위해 많은 동물들이 사육되고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통해 유
전적변형을 겪으면서 이에 따른 고통을 수반할 수 있다. 2) 형질전환복제돼지 생산기술은 인
간배아에 적용 가능해진다. 이러한 생명공학기술은 거의 모든 동물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사람
에서 적용시 인간의 복제 등을 통해 생명 경시, 인간의 존엄성 훼손 등을 유발할 수 있다. 3)
이러한 생명공학기술은 매우 정교하고 복잡하므로 특정 기업이나 집단에서 기술을 독점하게
되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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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점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mRNA 서열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방향성과 같이 작성함: 3점
2-1

tRNA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순서대로 방향성과 같이 작성함: 4점

10

펩타이드를 파악하여 순서대로 작성함: 3점
형질전환 체세포 핵이식 복제동물 생산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한
2-2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함: 5점
형질전환 체세포 핵이식 복제동물 생산 기술 적용의 생명윤리적 문제점

10

을 잘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함: 5점

7. 예시답안

(2-1)
1) mRNA 서열
5‘-CGG CAU UCA GUU ACA GCC GAG CAG-3’
2) 번역에 참여하는 tRNA 순서
5‘-CCG-3’ ==> 5‘-AUG-3’ ==> 5‘-UGA-3’ ==> 5‘-AAC-3’ ==> 5‘-UGU-3’ ==> 5‘-GGC-3’ ==>
5‘-CUC-3’==> 5‘-CUG-3’
3) 합성되는 펩타이드 서열:
아르지닌-히스티딘-세린-발린-트레오닌-알라닌-글루탐산-글루타민
(Arg-His-Ser-Val-Thr-Ala-Glu-Gln)
(2-2)
1) 형질전환핵이식복제 돼지 생산 실험과정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1. 체세포 획득, 유전자재조합 및 형질전환 과정
- 돼지로부터 체세포(섬유아세포, 피부세포, 유선세포 등) 획득
- 유전자재조합 과정을 통한 GT 유전자의 돌연변이 유도
(유전자가위, 바이러스벡터, 상동재조합과정 등 이용)
- GT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유도된 체세포 선별 및 획득
2. 체세포핵이식 복제 과정
돼지의 미수정 난자 회수
돼지 미수정 난자의 세포핵 제거
형질전환된 체세포와 제핵된 난자와 세포융합으로 핵이식
3. 복제란의 대리모이식 및 출산
4. 유전자분석
출생한 돼지의 유전자 분석하여 돌연변이 GT 발현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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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질전환핵이식복제돼지 생산기술 적용의 생명윤리적 측면의 문제점
‘형질전환 핵이식 복제동물’을 생산하는 생명공학기술은 각종 장기부족으로 생명을 잃을 수
도 있는 환자가 이종장기를 공급받을 수 있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매우 좋은 기
술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종장기이식으로 해결이 가능한 난치병 환자의 고통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술의 적용은 여러가지 생명윤리적 측면에서 문제점도 야기할 수 있다. 1)
생명체인 돼지를 사람의 생명연장을 위해 희생시킨다는 점이다. 장기공급을 위해 많은 동물들
이 사육되고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통해 유전적변형을 겪으면서 이에 따른 고통을 수반할 수
있다. 2) 형질전환복제돼지 생산기술은 인간배아에 적용 가능해진다. 이러한 생명공학기술은
거의 모든 동물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사람에서 적용시 인간의 복제 등을 통해 생명 경시, 인
간의 존엄성 훼손 등을 유발할 수 있다. 3) 이러한 생명공학기술은 매우 정교하고 복잡하므로
특정 기업이나 집단에서 기술을 독점하게 되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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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술 전형 의예논술 출제문제(생명과학) 2-1~2에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문제 2-1>

고등학교 생명과학Ⅰ의 1단원 생명과학의 이해(생명과학의 탐구방법), 4단원 유전(세
포주기), 생명과학Ⅱ의 4단원 유전자 발현과 조절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
는 문항이다. 문제 해결과정에서 요구하는 개념으로 한 개체에 존재하는 모든 세포는
모든 종류의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유전자를 전부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세포는 발생
단계의 특정 시점에서 이들 유전자를 모두 발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발현시켜
세포의 발생 운명과 분화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세포의 분화와
유전자 발현의 관계의 이해와 암세포에서 세포 주기 조절과 세포 증식의 관계를 이해
하고 주어진 자료(그래프)를 해석함으로서 암세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YSR 발현으
로 YS-YSR의 작용이 세포 주기를 변화시켜 암세포의 증식을 유도한 결론을 도출해 내
는 난이도 중•상 정도의 문항이다.
<문제 2-2>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Ⅵ단원 생명공학 기술과 인간 생활 중 생명공학 기술의 원리와
활용,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는 생명공학 기술 발전의 산물들을 재조명하고 그
원리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상기시키는 문항이다.
06-01],

문항 2-2는 (교육과정) [12생과Ⅱ

[12생과Ⅱ06-02], 에 언급되는 생명공학 기술 중 특히 유전자 재조합 및 핵이

식 과정에 매우 충실한 문항으로 이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즉, 생명과
학Ⅱ를 선택하여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항이며, 이를
바탕으로 [12생과Ⅱ06-05]생명 공학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생명윤
리 관점에서 다양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문항으로, 응시생들의 사고의 다양성과 독
창성이 요구됨으로 난이도는 중에 해당 되리라 생각된다.
2.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B교사)
<문제 2-1>

고등학교 생명과학Ⅱ의 4단원 유전자 발현과 조절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이 내용은 생명과학Ⅱ 교과서(지학사, 미래엔, 비상교육, 교학사, 천재교육)에 자세히 소
개되어 있다.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 중 생명 정보를 저장하는 DNA 형질발현 과정 즉, 전사와 번역
으로 이어지는 생명 정보의 흐름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다면 문제를 어렵지 않
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사와 번역 단계에서 방향성(5‘→3’)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감점을 통해 변별력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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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확보할 수 있다. 교과서에 기반을 둔 문항으로 유전자의 형질 발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형가닥에 대한 형질발현 과정을 풀 수 있다. 생명과학Ⅱ를 이수한 대다수
의 학생들이 쉽게 풀 수 있으리라 생각되므로 난이도 하로 판단된다.
<문제 2-2>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5단원 생명공학 기술과 인간 생활 중 생명공학 기술의 원리와
활용의 가치와,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는 생명공학 기술의 생명윤리적인 측면에
서의 문제점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생명공학 기술 중 특히 유전자 재조합 및 핵이식 과정에 관한 내용은 교육과정을 기반
을 둔 문항이므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생명공학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유추해내고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논하
는 것은 폭넓은 사고가 필요하므로 얼마나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지에 따라 변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난이도는 중상으로 판단된다.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C교사)
<문제 2-1>

생명과학Ⅱ의 4단원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에서 중심원리의 흐름에 따라 DNA는 전사,
번역의 과정을 거쳐 형질 발현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있다면 해결 가능한 문제로 난
이도는 하로 판단된다.
<문제 2-1>

생명과학Ⅱ의 6단원 생명공학 기술과 인간생활에서 DNA 재조합, 형질전환, 형질전환된
세포의 선별, 핵이식 과정을 이해하고 생명공학 기술이 생명윤리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하는 문제이다. 형질전환 핵이식 복제돼지 생산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에 따
른 생명윤리 문제는 다양한 응답이 가능할 것으로 난이도는 중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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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생부종합 전형
[문항카드 1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학생부종합 활동우수자 (동아시아국제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 Questions 1 and 2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사회과 교육과정

핵심개념 및 용어

현대의 사회변동, 개인과 사회, 공존의 세계

예상 소요 시간

20분 숙지 10분 면접

2. 문항 및 제시문

【Question 1】
[A]
A runaway trolley* is heading down the tracks toward five workers who will all be killed if
the trolley proceeds on its present course. Adam is standing next to a large switch that can
divert the trolley onto a different track. The only way to save the lives of the five workers
is to divert the trolley onto another track that only has one worker on it. If Adam diverts
the trolley onto the other track, this one worker will die, but the other five workers will be
saved.
* trolley: a public transport vehicle that travels along rails
[B]
When it comes to automotive technology, self-driving cars are all the rage. Standard
features on many ordinary cars include intelligent cruise control, parallel parking programs,
and even automatic overtaking—features that allow you to sit back and let a computer do
the driving. So it’ll come as no surprise that many car manufacturers are beginning to
think about cars that take the driving out of your hands altogether. And that raises some
difficult issues. How should the car be programmed to act in the event of an unavoidable
accident? Should it minimize the loss of life, even if it means sacrificing the occupants, or
should it protect the occupants at all costs? Should it choose between these extremes at
random? The answers to these ethical questions are important because they could have a
big impact on the way self-driving cars are accepted in society. Who would buy a car
programmed to sacrifice the owner?
(Question 1-1) Summarize [A]. Should Adam flip the switch to divert the trolley onto another track
that only has one worker on it? Why do you think so?
(Question 1-2) Summarize [B]. In the event of an unavoidable accident, should a self-driving car be
programmed to protect the driver at all costs, or should it minimize the loss of life even if it
means sacrificing the driver? Why do you think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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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
[A]
As countries around the world reopen their economies amid ongoing novel coronavirus
outbreaks, governments are increasingly embracing what remains in some places a
divisive public health measure: mandatory masks. In France, face coverings will be
required in all public enclosed spaces as of Monday. England is set to begin enforcing
new rules that make masks mandatory inside supermarkets and other shops, effective
Friday. Health researchers say more evidence is emerging to support what some
policymakers and experts have maintained all along: Masks work. Although it is difficult
to isolate mask use as the key factor in a country’s success so far, many countries
where masks were in wide, early use have fared better than those that resisted the
broad adoption of face coverings.
[B]
Crowds of protesters gathered in the Spanish capital on Sunday to voice their opposition
to the mandatory use of face masks and other measures imposed to contain the spread
of coronavirus. People were pictured chanting slogans and holding placards in Plaza
Colón in Madrid's city centre. The mandatory use of face masks was initially introduced
in May for those travelling on public transport, and was later expanded to the rest of
the country. The protest comes two days after the government introduced new
restrictions, including a ban on smoking in public. Spain has seen a surge in new
infections since lifting its three-month lockdown in late June. The national death toll
stands at more than 28,600 people.
(Question 2-1) Summarize [A]. What is the main argument of [A]? What can be important measures
to contain the spread of coronavirus?
(Question 2-2) Summarize [B]. What is your opinion on the protesters? Why do you think so?

3. 출제 의도 (Purpose of Test)
[1] This question tests students' English and their opinions on possible choices.
[2] This question tests students' English and their opinions on important issues regarding
coronavirus.
4. 출제 근거 (References)
1. 교육과정 근거 (Reference in the National Curriculum)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2018-162호[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사회(일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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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사회

성취기준
1

사회, 문화: 현대의 사회 변동
사회 변동 양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가
실현된다.
사회, 문화: 개인과 사회
개인은 사회를 통해서 성장하고 사회는 개인의 역할 수행을 통해 유지,
존속된다.

관련

하위문제
1과 2

2. 자료 출처 (Sources)

[Q.1]
[A]: The Guardian: 2016.12.12, “The trolley problem: would you kill one person to save many
others?”
[B]: MIT Technology Review: 2015.10.22, “Why Self-Driving Cars Must Be Programmed to Kill”

[Q.2]
[A] The Washington Post: 2020.7.20, “Unlike the United States, more and more countries are
making masks mandatory”
[B] BBC News: 2020.8.16, “Coronavirus: Hundreds gather in Madrid for anti-mask protest”

5. 문항 해설 (Guideline)

[1] This question asks students to summarize the contents and express their opinions on
possible choices.
[2] This question asks students to summarize the contents and express their opinions on
important issues regarding coronavirus.
6. 채점 기준 (Evaluation)
Sub-Question

Assessment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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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시 답안 (Answer Keys)
Question 1-1 and Question 1-2
Translation:
[A]: The Guardian: 2016.12.12, “The trolley problem: would you kill one person to save many
others?”
제어가 안 되는 트롤리가 다섯 명의 작업자가 일하고 있는 선로로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 이대
로 계속 간다면 이 다섯 명은 모두 트롤리에 치여 죽게 된다. Adam은 이 트롤리의 선로를 변경하게
하는 스위치 바로 옆에 서 있다. 이 다섯 명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그 스위치를 눌러 트롤리가 한
명의 작업자가 있는 다른 선로로 가게 해 이 한 명만 죽게 하는 방법뿐이다.
[B]: MIT Technology Review: 2015.10.22, “Why Self-Driving Cars Must Be Programmed to Kill”
자동차 기술에 관해서는 자율주행차가 유행이다. 많은 일반 자동차의 기본 기능에는 크루즈 컨트롤,
평행 주차 프로그램은 물론 자동 추월까지 포함된다. 이런 기능들은 운전자로 하여금 편안하게 앉아
컴퓨터가 운전을 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많은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당신을 운전에서 완전히 벗어
나게 해 주는 자동차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동시에 이러한 사실은
몇 가지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율주행차는 어떤 대처를 하도
록 설계되어야 할까? 차 안에 있는 사람을 희생시키더라도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해야 할까? 아니면
무조건 차 안에 있는 사람을 구해야 할까? 그게 아니라면 이 두 가지 중 임의로 선택하게 해야 할
까? 이러한 윤리적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율주행차가 사회에 수용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
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동차 소유주를 희생하도록 설계된 차를 누가 산단 말인가?
Question 1-1 guideline:
Good answers: The student clearly understands the contents and fully describes the story. In
addition, the student takes one position out of the two choices, and logically and persuasively
explains about his/her choice. (Possible answers and follow-up questions: “I will flip the switch
because killing one person is better than killing five people.” Okay, then what if the one person
is your family or someone you love? / “I will not flip the switch, because I don’t want to be
involved in killing someone.” Okay, but by killing one person you can save five! / Who should
be saved instead of others if a choice is given to you? Old people, young people, kids, babies,
men, women, pregnant women, criminals, your pets, etc.)
Mediocre answers: The student does not fully understand or describe the story. The student’s
explanation of his/her choice is not completely logical or persuasive.
Bad answers: The student fails to understand or describe the story. The student’s explanation of
his/her choice is not persuasive and does not make sense.
Question 1-2 guideline:
Good answers: The student clearly understands and fully describes the contents. In addit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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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takes one position out of possible choices, and logically and persuasively expresses
his/her opinion. (Possible answers and follow-up questions: “The car should protect as many
people as possible.” Okay, then is it okay if the car sacrifices only you (driver) and save many
pedestrians? Are you willing to buy a car that is programmed to sacrifice the driver to save
other people? / “The car should protect the driver first.” Okay, then what if many pedestrians
will be killed to save only you? Is that morally good? / How can a society reach an agreement?
For example, the manufacturers want to sell a car and the consumers want to purchase a car
that is programmed to protect the driver (and occupants) first, but so many people as
pedestrians will think that killing only the driver (and occupants) is better than killing many
pedestrians.)
Mediocre answers: The student does not fully understand or describe the contents. The student’s
opinion is not completely clear, logical, or persuasive.
Bad answers: The student fails to understand or describe the story. The student’s opinion is not
clear, logical, or persuasive.
Question 2-1 and Question 2-2
Translation:
[A] The Washington Post: 2020.7.20, “Unlike the United States, more and more countries are
making masks mandatory”
[A] 세계 많은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활동을 재개함에 따라 각국 정
부는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논쟁거리인 공중보건 조치를 점점 더 수용하고 있다. 이 조치는 바로 마
스크 착용 의무화이다. 프랑스에서는 월요일부터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안면 커버가 의무화된다. 영국
에서도 금요일부터 슈퍼마켓과 기타 가게들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강제된다. 보건 관련 연구자들
은 일부 정책입안자들과 전문가들이 줄곧 유지해 오던 입장에 대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바로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을 특정 국가의 방역 성공 여부
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잣대로 삼는 것에는 무리가 있지만, 일찌감치 마스크가 널리 사용된 국가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국가들보다 방역에 있어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B] BBC News: 2020.8.16, “Coronavirus: Hundreds gather in Madrid for anti-mask protest”
[B] 일요일에 시위 군중들은 스페인 수도에 모여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안면 마
스크 착용 의무화 및 기타 조치에 반대를 표명했다. 그들은 마드리드 도심 콜론 광장에서 플래카드
를 들고 구호를 외쳤다. 안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5월에 대중교통 이용자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
었으며 그 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번 시위는 정부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를 포함한 새로
운 규제들을 도입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것이다. 스페인의 경우 3개월에 걸친 제한조치들을 6월 말
에 해제한 이후 신규 감염이 급증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는 28,600명에 이른다.
Question 2-1 guideline:
Good answers: The student clearly understands the contents and fully explains them. In addition,
the student clearly points out that the main argument is about the importance of using fa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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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 Also, he/she talks about other important measures to contain the spread of coronavirus
and persuasively explains why these measures are important. (Other measures to be considered:
social

distancing,

lockdown,

curfew,

online

teaching,

working

at

home,

no

eating

at

restaurants/cafes, better tracking and quarantine systems, better hospital service, more tests,
limiting social gathering, stricter government regulations, and so on. – If the student does not
answer enough, ask the student what he/she can do in daily life.)
Mediocre answers: The student does not fully understand or describe the contents. The student’s
explanation of the importance of using mask is not complete. He/she does not talk about many
other important measures.
Bad answers: The student fails to understand or describe the contents. The student fails to point
out the importance of facial mask. He/she fails to talk about other important measures.
Question 2-2 guideline:
Good answers: The student clearly understands the contents and fully describes them. Also, the
student expresses his/her opinion clearly, logically, and persuasively. (If the student simply says
that the protesters are bad, ask the student about possible reasons behind this kind of protest
(Possible

reasons:

individualism

is

important,

each

individual’s

choice

is

important,

the

government’s direct intervention is not preferable, it’s violation of people’s rights, it’s bad for
economy, the government exaggerates the danger of coronavirus, I don’t trust the government
(before they said wearing mask is not important), the regulations imposed are too much,
wearing mask is not going to stop the spread of coronavirus, and so on.)
Mediocre answers: The student does not fully understand or describe the contents. The student’s
opinion is rather limited. The student does not understand enough about why they protest.
Bad answers: The student fails to understand or describe the contents. The student does not
have a clear opinion and does not try to think from the protesters’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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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 활동우수자 전형 (동아시아국제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 면접문제 1-2번에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영어과)
<문항 1-1~2>
제시문 [A]와 [B]는 모두 딜레마 상황을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
에 따른 1-1, 1-2는 공리주의에 입각한 결정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으며 그
판단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문항이다. 비록 제시된 딜레마 상황에서의 선택이 다소
까다로울 수는 있겠지만 다루고 있는 내용의 수준과 질문은 고등학교 일반선택과목 중 영어II
의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이라면 주제에 대
하여 중심 내용을 충분히 말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의견을 어려움 없이 답할 수 있는 문항이다.
<문항 2-1~2>
제시문 [A]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방역 성과를 필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주장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에 따른 2-1문항에서는 필자의 주장과 방역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묻고 있다.
제시문 [B]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2-2는 시위자
들의 입장에서 시위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의견을 표현하는 문항이다.
제시문 [A], [B]와 이에 따른 질문 2-1, 2-2는 고등학교 일반선택과목 중 영어II의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B교사/사회과)
<문항 1-1>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를 통해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제시하는 문항임.
널리 알려진 트롤리 딜레마와 관련된 영어 지문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지문의 수준과 난이
도는 적절하였다고 판단함. 1-1 질문은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내린 판단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
해 의견을 정리하고 제시하는 문항임.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판단 결과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통합사회와 생활과 윤리 교과의 학습 내용에 해당하며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이라면
시간 내에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라고 판단한다.
<문항 1-2>
과학기술에 발전에 따른 ‘자율 주행차’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제시하는 문항이다. 최근 큰 이슈를 끌고 있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영어 지문을 제시
한 것이기 때문에 지문의 수준과 난이도는 적절하였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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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질문은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내린 판단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정리하고 제시하
는 문항임.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판단 결과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통합사회와 생활과 윤리 교
과의 학습 내용에 해당하며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이라면 시간 내에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라고 판단한다.

<문항 2-1>
코로나19사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른 시점에서 각국의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인식하
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문항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정
책인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지문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지문의 수준과 난이도는 적절하였다
고 판단한다. 2-1 질문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긍정적 성과를 제시하고 바이러스의 확산
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하고 제시하는 문항이다. 개인
의 성향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교과의 학습 내용에
해당하며,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이라면 시간 내에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는 수준의 난
이도라고 판단한다.
<문항 2-2>
코로나19사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른 시점에서 각국의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인식하
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문항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정
책인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지문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지문의 수준과 난이도는 적절하였다
고 판단한다. 2-2 질문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시위에 참여하는 시위자들의 주장을 정리하고 공
공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에 대해 제시하는 문항이다. 개인의 성향에 따
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교과의 학습 내용에 해당하며, 교
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이라면 시간 내에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라고 판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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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카드 12]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학생부종합 전형 SW창의인재 전형, 활동우수자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학부,
디자인예술학부(인성가치관)/공통문제[1번]

출제 범위
예상 소요 시간

고등학교 과목명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핵심개념 및 용어

문화와 윤리/ 인간과 윤리사상

숙지시간 15분/ 면접7분(총숙지시간30분/면접15분 중)

2. 문항 및 자료

【문제 1】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제시문 1> 옳은 방법이란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고, 지금은 우리에게 전승된 방법이다. 전통은 그러한 방법에 대
한 일종의 보증서와 같으므로 경험으로 증명해야 할 필요는 없다.‘옳음에 대한 관념은 관습적인 것이라서 관습을
벗어나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독립적인 기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위를 판단 받지도 않는다. 관습적인 것은 그것
이 무엇이든지 간에 옳다. 왜냐하면 관습적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것이며, 따라서 그 자체에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권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습은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시문 2> 다문화에 대한 관용은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각 등을 존중하는 이성
적 태도이다. 영국의 문화 이론가 홀은‘차이와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야말로 21세기에 개인이 지녀야 하는 중요
한 능력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타인의 생각이 자신과 다를지라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문화를 무조건 관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까?
<제시문 3> 윤리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삶의 도리이다. 인간이 윤리적 존재라는 점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주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인간은 윤리를 바탕으로 옭고 그름, 좋고 나쁨, 정의와 부정의를 판단한다. 그
리고 그러한 판단에 따라 자신과 타인의 행위를 평가하고, 자율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타인을 배려한
다.
우리는 인간이 윤리적 존재로서 보여주는 것과 유사한 행동을 동물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동물들도 새끼를 돌보거나 곤경에 처한 동료를 돕는 등의 이타적 행동을 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로 협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물의 행동은 단지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달리 인간의 도덕적 행동
은 이성적 판단과 윤리적 규범 체계에 따라 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제시문 4> 동·서양인의 서로 다른 문화가 마스크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있다. 지난 2009년 영
국 글래스고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은 동아시아인과 서양인 각 13명이 타인의 표정을 읽을 때 어디를 보는지 비교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연구진은 서양인은 입을 포함한 전체 표정을 읽는 데 반해 동양인은 눈에 집중한다고 결론
지었다. 또 이런 특징은 이모티콘에도 반영돼 동양에서는 웃는 얼굴을 나타낼 때 ^^를 쓰는 반면 서양인들은 :-)
로 표현해 입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슬픈 표정 역시 ㅜ.ㅜ과 :-( 로 동서양이 차이가 있다. 결국 상대방의 입에서
상태를 읽으려는 서양인의 오래된 습관이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아사히신문에서 다나카
교수는 동양에서 눈을 가리는 선글라스가 무서움 등 불편한 느낌을 줬던 것은 상대방 눈에서 감정을 읽어온 습관
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제시문 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수요가 늘고 있지만, 마스
크 착용에는 동서양 간의 문화 차이가 있다고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SCMP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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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미국과 유럽 등 서방에서는 마스크가 동양계에 대한 인종주의나 낙인찍기에 쓰이는 경향이 있다. 지난 1월
중국 유학생이 영국 셰필드대에서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언어적·신체적 괴롭힘을 당했고, 지난달에서는 동
일한 이유로 중국인 여성이 미국 뉴욕에서 공격을 받기도 했다. 캐나다 요크대학의 사회학자 해리스 알리는 "북
미에서 마스크는 아시안들과 관련된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규범에서 벗
어난 것으로 보여 용인되지 않는다. 낙인찍기가 된다"면서 "중국이나 홍콩에서는 이러한 낙인이 없어졌고 오히려
반대"라고 말했다.
(문제1-1) <제시문 1>의 관점에서, <제시문 4>에 제시된 동서양의 마스크 인식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
시오.
(문제1-2) <제시문 2>에 근거해서, <제시문 5>의 ‘인종주의’나 ‘낙인찍기’에 대해 논하시오.
(문제1-3) <제시문 3>에 근거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 대유행 시기에 마스크 착용을 거
부하는 서양인과 어떻게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하시오.
3. 출제 의도
이 문제는 문화의 상대성과 보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감염증-19 사태에서 드러난 문화적 갈등에 대한
분석과 보편적 윤리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책에 대한 언술을 통해 수험생의 인성과 소
통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시문1,2,3>은 고등학교의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발췌된 글이고, <제시문4,5>는 신문 기사를 적절히 수정한 것이다.
(문제1-1)은 문화적 관습의 절대성을 바탕으로 동서양의 마스크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질문하는 문항으
로 각 문화의 고유한 관습이 그 문화의 문화적 인식과 행위 양식 평가의 절대적 근거임을 파악하여 제
시할 수 있다.
(문제1-2)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기준에 대해 질문하는 문항이다. 다양성의 존중은 그것이 인간
의 존엄성이나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까지이다. 그 범위의 기준이 되는 보편적 가치를 정확
하게 제시하면서 <제시문5>의 ‘인종주의’나 ‘낙인찍기’가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문제1-3)은 윤리적 존재로서 인간이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묻는다. 단순히 보편적 윤리 원칙을 통한 기계적 문제 해결을 넘어 자율적 판단의
주체로서 도덕적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8-162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12생윤05-02] 의식주 생활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하고, 이를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으며 윤리적 소비 실천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12사문03-01]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설명하고 문화 다양성

관련 성취기준

존중 및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가진다.
[12생윤05-03]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다문화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오늘날
종교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2사문03-01]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설명하고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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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고등학교
교과서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생활과 윤리

천재교과서

2017

176

생활과 윤리

미래앤

2017

172

윤리와 사상

비상

2017

11

5. 평가기준

하위

평가 기준

문항

배점

마스크에 대한 동서양의 인식의(또는 문화의) 차이는 각 문화의 고유한 관습에 의해 그 절대
1-1
(20%)

성/옳음이 인정된다.

상

마스크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다.

중

동서양이 문화적으로 마스크 인식이 다르다

하

문화적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아
야 한다. 인종주의나 낙인찍기는 그러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므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
1-2
(30%)

다.

상

다른 문화를 관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인종주의나 낙인찍기는 그에 반한다.

중

문화가 다르다고 타인을 공격하는 인종주의나 낙인찌기는 옳지 못하다.

하

마스크 착용 거부가 문화적 차이에 의한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러한 문화적 다양성
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무조건적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 대유행 사태에서 마
1-3
(50%)

상

스크 착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도덕적 존재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실천하도록 소통
마스크 착용 거부가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는 보편적 윤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을 소통

중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회피하거나 소통 부재

하

- 121 -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 학생부종합 전형 SW창의인재, 활동우수자(디자인예술학부) 전형 면접문제 1번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문항 1-1>
제시문은 문화의 상대성과 보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사회 문제에 대한 분석 및 보
편적 윤리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해결책 제시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출제 내용은 사회, 도덕과의
많은 교과목(통합사회, 세계 지리, 사회 문화, 윤리와 사상, 생활 윤리 등)에서 공통적으로 학습하는 내용
으로 내용 타당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제시문 <가>,<나>,<다>는 윤리과 교육 과정 수준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내용으로 어렵지 않은
부분이 인용되었다. 교과서 외 지문 <라>,<마> 역시 교육 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한 학생이라면 충
분히 읽고 분석해 낼 수 있는 수준의 글이며, 시대적 적합성이 높은 글이라고 판단된다.
보기 문항이 많고 3문제의 답을 분석해 내는 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어 있어 쉬운 주제이임에도 문항의
변별력은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시문 <가>는 전통적 관습의 절대성을 주장한 문장으로 각 지역의 관습이 그 지역의 옳음의 절대적
기준이 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제시문<나>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다양성의 허용 범위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다.
제시문<다>는 자율적 도덕 판단의 주체로서 인간이 옳음에 대한 보편적 규범체계를 따르려는 윤리적
존재임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라>는 사회문화적 전통의 관점에서 선호와 비선호의 문화적 경향이 나타난 현상을 제시하고 있
다.
제시문<마>는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고, 다른 지역의 문화를 비합리적으로 비난하거나, 폭력적으
로 대응하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1-1>의 질문의 경우 문화적 관습의 절대성을 바탕으로 동서양의 마스크 문화에 대한 인식 차이를 설
명하는 문항으로 각 지역의 고유한 관습이 그 지역의 문화적 인식과 행위 양식 평가의 절대적 근거임을
파악하여 제시할 수 있다.

<문항 1-2>
<1-2>의 경우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기준에 대한 문제이다. 다양성의 한계는, 그 다양성이 인간

의 존엄성이나,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까지이다. 그 범위의 기준이 되는 보편적 가치를 정확
하게 제시하면서 <마>의 ‘인종주의’ 및 ‘낙인찍기’가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므로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
을 명확하게 제시 할 수 있다. 다양한 사회, 도덕 교과들의 문화 영역 부분의 교육과정에서 가장 기본적
으로 이해해야 하는 당위적 문제로 교육 과정에 기반 한 출제이다.

<문항 1-3>
<1-3>의 문제는 윤리적 존재로서 인간이 다른 문화 양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폭력적 행위에 대해 어
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를 묻고 있다. 단순하게 보편적 윤리 원칙을 통한 기계적 문제 해결을
넘어 자율적 판단의 주체로서 도덕적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하고 실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보편적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적 요소를 합리적으로 해소 할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방향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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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B교사/사회과)
<문항 1-1>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른 시점에서 동서양의 관습 차이에 의한 마스크 착용의 문제점 인식
과 차이에 대해서 비교하는 문항이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및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지문을 발췌하여 활용하였고, 이는 실제 수업에 활용
하는 교과서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지문의 수준과 난이도는 적절하였다고 판단한다.
1-1 질문은 문화적 관습의 절대성은 각 지역의 고유한 관습이 행동의 인식과 평가에 절대적 근거임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서양의 마스크 문화를 판단하고 비교해야 한다는 문항임. 사회과 전반의 각
교과의 학습 내용에 고루 해당되며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이라면 시간 내에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라고 판단한다.

<문항 1-2>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및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지문을 발췌하여 활용하였고, 이는 실제 수업에 활용
하는 교과서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지문의 수준과 난이도는 적절하였다고 판단한다.
1-2 질문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기준에 대해 질문하는 문항임. 동서양 모두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여야만 한다. ‘인종주의’ 및 ‘낙인찍기’의
개념은 다양한 사회 및 윤리 도덕 교과 측면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를 체득하는 것이 성취기준에도 제시
되어 있으니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이라면 시간 내에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라
고 판단한다.

<문항 1-3>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및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지문을 발췌하여 활용하였고, 이는 실제 수업에 활용
하는 교과서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지문의 수준과 난이도는 적절하였다고 판단한다.
1-3 질문은 문화의 다양성 및 존중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구상하여 답변하
는 문항이다. 보편적 윤리를 벗어나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으며,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되 보편적 윤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를 인식하여 행동하는 법을 체득하는 것은 교과
성취기준과도 부합하니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이라면 시간 내에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는 수준
의 난이도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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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C교사/도덕과)

<문항 1-1>
제시문 (1)은 윤리과 교육에서 기초적인 내용으로 고등학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인용되었
다. 제시문 (1)은 관습의 절대성을 주장한 문장으로 각 지역의 관습이 그 지역의 옳음의 절대적 기준이
된다는 주장이다. 고등학교 공교육 수업에 충실한 학생이라면 수월하게 제시문을 이해하고 제시문 (4)에
제시된 동서양의 마스크 인식에 대한 차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제시문 (1)은 도덕과 교육과정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가 발췌된 글로 2015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
제되었다고 볼 수 있고, 제시문 (4)의 신문 기사 또한 도덕과,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이 간접적으로 영
향을 주고 있으며 현 시대적 적합성이 높은 기사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항 1-2>
제시문 (2)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기준에 대해 질문하는 문항으로 고등학교 통합사회 (7)단원에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부터 배우고, 이후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배우며 제시문 (2)는 사회과, 도덕과 교육과정과 성취수준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 교육과정 내에서 제시된 내용이고, 관용과 다양성의 허용 범위를 사유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어렵지
않게 학생들이 이해하고 제시문(5)의 인종주의와 낙인찍기에 대해 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항 1-3>
제시문 (3)은 인간의 윤리적 존재로서 특성에 대해 설명하는 글로 윤리와 사상 교과서 (1)단원에 인간과
윤리와 사상에서 발췌된 글로 2015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윤리적 존재이자
자율적 판단의 주체인 인간이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는 고등학교 수업에서 한번
쯤 사유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 1-3에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은 제시문(3)을 이해하고 작성하기에 적합한 주제로 보여지며, 문화적 다양성에서 어떻게 대응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사회,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교육과정에서도 학습한 내용으
로 위 교육과정 문화 영역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문제로 교육 과정과 성취 수준 범위 내
출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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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카드 13]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학생부종합 전형 SW창의인재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소프트웨어, 디지털헬스케어학부 문제[2번]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핵심개념 및 용어

예상 소요 시간

수학 I, 수학 II
최댓값, 등비수열, 수열의합

숙지시간 15분/ 면접7분(총숙지시간30분/면접15분 중)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2】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문제 2-1)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ABC 가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점 E F 는 삼각형
ABC 의 밑변 BC 위의 점이고 점 D G 는 각각 선분 AB AC 위의 점이다. 이때 직사각형
DEFG의 넓이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문제 2-2) 정삼각형 ABC 의 내부에 있는 (문제2-1)에서 구한 최대 넓이를 갖는 직사각형
DEFG 를 R 이라하자. 정삼각형 ADG 의 내부에 같은 모양으로 최대 넓이를 갖는 직사각형 R
를 아래 그림과 같이 그린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직사각형 R , R , R ,⋯ 를 그릴 때, 개의
직사각형 R , R , R ,⋯ , R , R 의 넓이의 합을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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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제 의도
주어진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함수식을 세우는 이해력과 미분이론을 적용하여 최댓값 문제를 해결하는 문
제해결능력, 그리고 구한 결과를 유사한 상황에 응용하는 응용력과 수열에 관한 지식과 풀이능력 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12수학Ⅱ02-05] 함수의 실수배, 합, 차, 곱의 미분법을 알고, 다항함수의 도함수
를 구할 수 있다.
[12수학Ⅱ02-08]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성취기준

[12수학Ⅰ03-03] 등비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 첫째항부터 제  항까지의 합을 구
할 수 있다.
[12수학Ⅰ03-05] 여러 가지 수열의 첫째항부터 제  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12수학Ⅰ03-06]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해한다.

2. 자료 출처
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132-140,

수학 I

이준열외9

천재교육

2020

수학 I

홍성복외10

지학사

2020

125-133

수학 II

고성은외6

좋은책신사고

2020

83-90

수학 II

이준열외9

천재교육

2020

83-97

160

5. 문항 해설 및 답안

(문제 2-1)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ABC 가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점 E F 는 삼각형
ABC 의 밑변 BC 위의 점이고 점 D G 는 각각 삼각형 ABC 의 두 빗변 AB AC 위의 점이다.
이때 직사각형 DEFG의 넓이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풀이) 오른편 그림과 같이 좌표축을 설정하고 G점의 좌표
를 ( )라 놓으면 직사각형 DEFG의 넓이 A는 선분 AC 의
식이
   
   
 이므로
   
    
   

A()   

이다. 이제 A()의 최댓값을 구하기 위해 A′()=0을 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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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고   
 을 얻는다.
 을 갖는다.
 )에서 최댓값 
A()는 아래로 오목인 포물선의 식이므로 점(1, 

참고: 답만 이야기할 경우 증명 또는 증명하는 방법을 해보라고 요구해 주십시오.

(문제 2-2) 정삼각형 ABC 의 내부에 (문제2-1)에서 구한 최대 넓이를 갖는 직사각형 DEFG
를 R 이라하자. 정삼각형 ADG 의 내부에 같은 모양으로 최대 넓이를 갖는 직사각형 R 를 아
래 그림과 같이 그린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직사각형 R , R , R ,⋯ 를 그릴 때, 개의 직사
각형 R , R , R ,⋯ , R , R 의 넓이의 합을 구하시오.

(풀이)


(문제2-1)에서와 닮은꼴이고 각 변의 길이가  로 줄어든



상황이므로 직사각형 R 의 넓이는 R 의 넓이×  이다.


그리고 직사각형 Rn 의 넓이는 공비가  인 등비수열을 이룬다.

따라서 개의 직사각형 R , R , R ,⋯ , R , R 의 넓이의 합을 
이라하면









  
  
 ×   
 ×     ⋯ 
 ×   


      



    
      



 

   

(등비수열의 합:   


는 초항

은 공비)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평가 기준

문항

[2]

배점

두 문항의 풀이과정과 답을 맞게 구하고 보충질문까지 잘 대답을 한 경우

A+

두 문항의 풀이과정과 답을 맞게 구한 경우

A0

두 문항 중 한 문항만 정답을 구하고 한 문항은 계산에 사소한 오류가 있는 경우

A-

두 문항 중 한 문항만 정답을 구하고 한 문항은 계산에 중요한 오류가 있는 경우

B+

한 문항만 답을 구하고 한 문항은 제대로 시도도 못한 경우

B0

두 문항 다 틀린 경우

B-

전혀 엉뚱한 답변이나 문제파악이 안된 경우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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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 전형 SW창의인재 전형 면접문제 2번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문항 2-1>
이차함수를 이용하여 최댓값을 구하는 도형의 활용 문제로서 난이도는 중에 해당되며, 조건을 식으로
수립하여 해당식의 해결과정을 평가하였다. 대부분의 수업과정에서 유사한 문제를 다루는 익숙한 문항
으로 판단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수행한 학생이라면 어려움 없이 답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는다.

<문항 2-2>
문제 2-1에서 구한 결과를 첫째항으로 이용하고 공비를 구하는 과정을 중간 평가한다.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여 합을 구하는 과정을 평가한다. 대부분의 고교 수업에서 다루는 익숙한 문항으
로 판단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수행한 학생이라면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교육
과정을 벗어나지 않는다.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B교사)
<문항 2-1>
정삼각형의 밑변을 원점으로 잡고 직선의 방정식을 활용하여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차방정식으로 변환
한다면 완전제곱식 또는 미분법을 활용하여 최댓값을 구할 수 있는 문항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항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수행한 수험생이라면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
로 판단된다.

<문항 1-2>
문제 2-1을 해결한 수험생만 해결이 가능한 문항으로 합격자를 변별하는데 활용된 문항으로 판단된다.
프랙탈 문제로 평소 모의고사나 교과서등에서 자주 다뤄지는 익숙한 문항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
실하게 수행했다면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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