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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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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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의 확인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1. 문항 총괄표
평가
대상

입학전형

계열

인문·
사회

자연
논술

일반논술
전형

의예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인문사회 교과목

문제1

-

문제2

-

수학I, 수학II,
미적분I, 미적분II,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문제1
문제2
문제3

1
2-1~2
3-1~3

O

수학I, 수학II,
미적분I, 미적분II,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문제1
문제2

1-1~2
2-1~2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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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1
문제2

1-1~2
2-1~2

문제1

1-1~2

문제2

(인문·사회 교과목의 통합
/수리‧통계자료‧과학
관련 제시문 포함 가능)

학생부종합
(학교생활우수자/

의예

(교과면접)

과학

국어

사회

도덕

O

O

O

수학

과학

물리

화학

생명
과학

O

O

O

O

O

교과
외

O

O

O

O

2-1~2

O

O

O

O

인문·사회
(공통)

인성가치관

문제1

1-1~2

인문

문장 독해 및
이해력 평가

문제2

2-1~2

사회

사회 이슈에 대한
통계분석력 평가

문제2

2-1~2

O

O

자연/
의예

인성가치관(공통)

문제1
(문제4)

1-1~2

O

O

자연

확률과 통계적
사고력

문제2

2-1~2

의학적 인성 평가

문제2

2-1~3

확률과 통계적
사고력

문제3

3-1~2

인성가치관

문제1

1-1~2

O

O

인문·사회학적
사고능력 평가

문제2

2-1~2

O

O

인성가치관

문제1

1-1~3

인성가치관

문제2

2-1~2

의학적 인성 평가

문제2

2-1~2

면접
의예
학생부종합
(국제계열활동

인문사회

의학적 인성 평가

강원인재/기회균형)

학생부종합

계열 및 교과

입학 모집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국제

우수자)
인문·사회·
자연·의예

O

O
O

O
O

O

(공통)
학생부종합
(고른기회)

인문·사회·
자연

O

(공통)
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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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별고사 운영 현황
모집
시기

구 분
위주

전형명

모집인원

대학별 고사
실시 여부

영향평가
대상 여부

250

면접평가

O

학생부종합 교과면접 전형
학생부종합

없음

-학교생활우수자 전형 280
-강원인재 전형 74
-기회균형 전형 44

X

(단, 의예과
의학적인성
면접평가

(의예과만
실시)

60

면접평가

O

85

면접평가

O

314

논술시험

O

없음

X

실기시험

X

398

비고

학생부
학생부종합 전형
수시

-국제계열활동우수자 60

영어제시문
포함

학생부종합 고른기회 전형(정원 외)
-기초생활연세한마음 30
-농어촌학생 35
-특성화고교졸업자 15
-특수교육대상자 5
-북한이탈주민 약간명

논술

일반논술 전형
「가」군 일반전형(의예과)

29

수능
정시

실기

「나」군 일반전형(인문/사회/자연계열)

379

「나」군 디자인예술학부(예체능) 전형

40

예체능실기

3. 대학별고사 운영 일자
전형명

전형일자

출제입실기간

2019. 9. 28.(토)

2019. 9. 26. ~ 9. 28.

2019. 10. 12.(토)

2019. 10. 10. ~ 10. 12.

2019. 10. 19.(토)

2019. 10. 17. ~ 10. 19.

2019. 10. 26.(토)

2019. 10. 24. ~ 10. 26.

일반논술 전형

2019. 11. 22.(금)

2019. 11. 18. ~ 11. 22.

디자인예술학부(예체능) 전형 실기시험

2020. 01. 15.(수)

2020. 01. 15.

학생부종합
학교생활우수자·강원인재·기회균형 전형
의예과 의학적 인성 면접
학생부종합 교과면접

수시

(인문·사회계열)

모집

학생부종합 교과면접
(자연계열·의예과)
학생부종합
국제계열활동우수자, 고른기회 면접

정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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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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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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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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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

속

구 성

직 위

이 름

입학홍보처

입학홍보처장

서00

위원

정경대학

교수

조00

4

위원

과학기술대학

교수

김00

5

위원

과학기술대학

교수

하00

2

위원

입학홍보처

입학관리부장

윤00

6

위원

OO고등학교

교사

이00

일반고(광주)

7

위원

OO고등학교

교사

채00

일반고(경기)

8

위원

OO고등학교

교사

백00

일반고(경기)

9

위원

OO고등학교

교사

조00

일반고(경기)

10

위원

OO고등학교

교사

강00

일반고(서울)

11

위원

OO고등학교

교사

박00

자사고(서울)

12

위원

OO고등학교

교사

신00

일반고(경기)

13

위원

OO고등학교

교사

안00

자사고(서울)

(고교 소재 지역)

내부위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현직
고등학교 교사

라. 2020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일정 및 절차
1) 2020학년도 입학 전형 진행: 2019. 9 ~ 2020. 2
2) 2020학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 2020. 2.~3.
3) 일 정
· 1차 점검 : 대학별 고사 출제위원(교원)의 문항카드 점검 및 검토 (2020년 1~2월)
· 2차 점검 : 선행학습 영향평가 교사위원의 문항카드 점검 및 검토 (2020년 3월)
· 3차 점검 : 선행학습 영향평가 내부위원의 문항카드/결과보고서 점검 및 검토 (2020년 3월)
·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회의 : 2020. 3. 26.(목) 17:00
·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발표 : 2020. 3. 3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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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교육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과서’ , ‘교육과정 원문’ 및
‘성취기준’(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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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를 진행하였음. 출제회의는 사전회의, 전형별 워크숍, 평가회의 등
으로 구분하여 진행(P.9 회의록 첨부1-2)
가) 사전회의 : 전년도 기출문제의 출제의도·난이도 등을 심층 분석하고 과목별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의 범위
파악 및 고등학교 교과서(종류별)와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입학담당자 연수 교육 자료를
검토하여 대학별 고사 문제가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논의함.
나) 전형별 워크숍 : 면접 및 논술 전형 출제입실 당일 사전 워크숍을 통하여 문제 출제에 대한 세부
지침을 출제위원에게 전달하고, 고교 교육과정 내의 문제출제를 적극 강조함.
다) 평가회의 : 출제·검토위원의 의견 수렴 및 출제과정에서 개선할 내용을 제시함.

2. 점검위원(현직 고교교사)에 대한 출제 입실 전 사전 연수 실시
가. 대학별 고사 출제입실 전 사전 연수를 통해 출제과정에서 문항 검토 시 유의사항을 안내
1) 각 대학의 선행학습 위반 사례 및 행정처분 등을 설명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
2) 출제과정에서 출제문제 및 교육과정 검토에 필요한 요청사항을 접수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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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출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설명함

3. 2020학년도 특기자 전형의 폐지
- 고교 · 유형 · 부모능력 등의 외부환경과 사교육의 영향력이 크다고 비판받는

특기자 전형을 2020학년도부터 폐지하여 고교 교육과정 위반요소를 원천적으로 봉쇄함.

- 5 -

2020학년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출제과정>
•출제 시 원칙 :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를 원칙으로 함.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대학별고사를 출제해야 한다.
-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

[참고] 연세대학교 수시모집요강 논술시험 안내
논술계열

인문/사회계열

구 분

자연계열

의예과
• 수학[2문제]
-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

• 인문·사회[2문제]

문제 수 및 유형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 수학[3문제]

- 인문·사회 교과목의 통합

-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

- 수리, 통계자료 또는 과학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관련 제시문 포함 가능

기하와 벡터

기하와 벡터
• 과학[2문제]
- 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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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

백지 형태

백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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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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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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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2020학년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3. 점검위원 구성
가. 구 성
1) 면접전형: 현직 고등학교 교사 9명으로 구성
2) 논술전형
가) 교사위원 현직 고등학교 교사 10명으로 구성(전년과 동일)
(*2020학년도에는 충남/경북/강원지역의 교사를 포함하여 지역별 균형배정)

나) 재학생 점검위원: 과목별로 6명으로 구성
나. 현 황
1) 면접전형 교사 점검위원
연번

과목

검토계열
의예과

성명

고등학교

일반고 여부

고교 소재 지역

1

사회

2

국어

(의학적 인성)
인문사회

양OO

OO고등학교

-

경기

3

사회

인문사회

이OO

OO고등학교

O

경기

김OO

OO고등학교

O

경기

4

사회

5

수학

자연/의예

이OO

OO고등학교

O

경기

자연/의예

박OO

OO고등학교

O

6

화학

서울

자연/의예

황OO

OO고등학교

-

서울

7
8

생명과학

자연/의예

이OO

OO고등학교

O

인천

국어

인문사회자연

김OO

OO고등학교

O

경기

9

사회

자연

정OO

OO고등학교

O

경기

2) 논술전형 교사 점검위원
연번

과목

성명

고등학교

일반고 여부

고교 소재 지역

1

국어

김00

2

사회

한00

OO고등학교

-

충남

OO고등학교

O

경기

3

수학

4

수학

최00

OO고등학교

O

경기

김00

OO고등학교

-

5

서울

물리

최00

OO고등학교

O

서울

6

물리

배00

OO고등학교

O

경북

7

화학

황00

OO고등학교

O

서울

8

화학

오00

OO고등학교

O

강원

9

생명과학

이00

OO고등학교

-

서울

10

생명과학

태00

OO고등학교

O

강원

3) 논술전형 재학생 점검위원
연번

과목

학부(학과)

성명

1

국어

인문과학부

장OO

2

사회

경영학부

이OO

3

수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김OO

4

수학/물리

의예과

서OO

5

수학/화학

의예과

박OO

6

수학/생명과학

의예과

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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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학년도 개선 사항 요약
2020학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은 다음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대학별 고사 문제를 출제하기 위하여 사전 출제회의를 통해
교육과정 및 성취기준의 이해도를 높였다. 출제회의는 사전 회의 · 전형별 워크숍 ·
평가 회의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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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020학년도부터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여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고교 교육과정
위반요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며 대입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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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점검위원(현직 고교교사)을 지역별로 균형 배정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점검위원(입실교사)의
1차 의견서와 선행학습영향평가 교사위원의 2차 의견서를 통해 출제문제 범위와
수준이 고교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중복 확인하여 자체평가의 신뢰성을 높였다.

5. 2021학년도 개선할 점
가. 출제 후 점검위원의 입장에서 출제·검토과정의 만족도 관련 내용을 기술하거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간담회 또는 온라인 설문지 조사 등 피드백 과정이
요구됨. → 온라인 만족도 설문 조사(구글·네이버) 개설 검토

나. 점검위원(교사)의 소속에 대하여 일반고 비율(현재 평균 70%)을 높이고 다양한 지역의
교사를 포함하는 노력이 요구됨. → 2021학년도 점검교사 위촉 과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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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2020학년도 수시모집 면접시험 출제위원회 사전회의 회의록
1. 회의일시
1차 : 2019.

9. 26.(목) 19:00

2차 : 2019.

9. 30.(월) 17:30

3차 : 2019. 10.

7.(월) 17:30

4차 : 2019. 10. 14.(월) 18:00

2. 회의장소 : 입학홍보처장실(대학본부 123호)

3. 참석 출제위원
가. 1차(학생부종합 의학적인성 면접시험)
배OO 입학홍보처장, 산부인과학교실 한OO 교수, 혈액종양내과 현OO 교수
나. 2차(교과면접전형 인문ㆍ사회계열 면접시험)
배OO 입학홍보처장, 역사문화학과 왕OO 교수, 국어국문학과 김OO 교수,
경제학과 이OO 교수
다. 3차(교과면접전형 자연계열ㆍ의예과 면접시험)
배OO 입학홍보처장, 역사문화학과 오OO 교수, 수학과 민OO 교수,
정보통계학과 하OO 교수, 생명과학기술학부 홍OO 교수, 과학기술대학
양OO 교수, 예방의학교실 장OO 교수
라. 4차(국제계열활동우수자ㆍ고른기회전형 면접시험)
배OO 입학홍보처장, 교양교육학부 고OO 교수, 경제학과 조OO 교수,
동아시아국제학부 주OO 교수, 의학교육학과 박OO 교수)

3. 의결 및 논의사항
가. 2020학년도 수시모집 전형별 문제 출제방향 및 문제구성 논의
나. 고교 교육과정 내의 문제출제를 위하여 과목별 교육과정, 교과서 및 성취기준,
문항카드 작성방법 설명 및 자료 제공
다. 출제입실 전 요청사항 파악하여 반영하기로 함.

결
재

사무직원

차장

부장

임00

한00

윤00

끝.

처장
10/31

배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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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출제위원회 사전회의 회의록
1. 회의일시
가. 사전회의 1차 : 2019. 11.

4.(월) 17:15

나. 사전회의 2차 : 2019. 11. 11.(월) 17:30
다. 출 제 워 크 숍 : 2019. 11. 18.(월) 17:00
라. 논술평가회의 : 2019. 12. 17.(화) 17:00

2. 회의장소 : 대학본부 중회의실(대학본부 223호)

3. 참석 출제위원
배OO 입학홍보처장, 철학과 리OO 교수, 국어국문학과 고OO 교수, 경제학과
조OO 교수, 수학과 김OO 교수, 과학기술대학 권OO 교수, 물리학과 최OO 교수
화학및의화학과 정OO 교수, 생명과학기술학부 박OO 교수

4. 의결 및 논의사항
가.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출제방향 및 문제구성 논의
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의 문제 출제를 위하여 과목별 교육과정, 교과서 및
성취기준, 문항카드 작성방법 설명 및 자료 제공
(2021학년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교육과정 및 제반자료 필요)
다. 출제입실 전 요청사항 파악하여 출제실에 제공하고, 출제 후 평가회의를
통하여 차년도 논술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로 함.

결
재

사무직원

차장

부장

임00

한00

윤00

끝.

처장
12/28

배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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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 분석 결과 요약
1. 문항 분석 결과 요약표
평가
대상

입학전형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교과별 교육과정 과목명

교육과정
준수여부

문항 붙임 번호

1

-

국어과, 사회과, 도덕과
(문학, 독서와문법, 윤리와사상,
생활과윤리)

O

문항카드 1

2

-

사회과(사회)

O

문항카드 2

1

1

수학과(미적분II)

O

문항카드 3

2

2-1~2

수학과(수학I,수학II)

O

문항카드 4

3

3-1~3

수학과(미적분II)

O

문항카드 5

1

1-1~2

수학과(수학I,미적분II)

O

문항카드 6

2

2-1~2

수학과(기하와벡터)

O

문항카드 7

1,2(물리)

1-1~2
2-1~2

과학(물리I,II)

O

문항카드 8

1-1~2

과학(화학I,II)

O

문항카드 9-1

2-1~2

과학(화학I,II)

O

문항카드 9-2

1-1

과학(생명과학I,II)

O

문항카드 10-1

1-2

과학(생명과학I,II)

O

문항카드 10-2

2-1~2

과학(생명과학I,II)

O

문항카드 10-3

1

1-1~2

사회과, 도덕과
(사회, 생활과윤리)

O

문항카드 11

2

2-1~2

도덕과
(생활과윤리)

O

문항카드 12

인문·사회(공통)

1

1-1~2

O

문항카드 13

인문

2

2-1~2

O

문항카드 14

사회

2

2-1~2

사회과(사회)

O

문항카드 15

자연·의예(공통)

1
(의예 4번)

1-1~2

사회과(사회)

O

문항카드 16

자연

2

2-1~2

수학과(확률과통계)

O

문항카드 17

2

2-1~3

도덕과
(법과정치,생활과윤리,사회)

O

문항카드 18

3

3-1~2

수학과(확률과통계)

O

문항카드 19

1

1-1~2

사회과(사회)

O

문항카드 20

2

2-1~2

사회과(사회)

O

문항카드 21

인문·사회·
자연·의예(공통)

1

1-1~3

도덕과
(생활과윤리)

O

문항카드 22

인문·사회·
자연

2

2-1~2

사회과
(사회)

O

문항카드 23

의예

2

2-1~2

국어과(국어)

O

문항카드 24

계열

인문·사회(공통)

자연

논술 등
필답고사

일반논술 전형

의예

1,2(화학)

1,2(생명과학)

학생부종합
(학교생활우수자,
의예(의학적인성)
강원인재,기회균형)
의학적 인성 면접

학생부종합
(교과면접)
면접‧
구술고사

의예

학생부종합
(국제계열활동
우수자)

학생부종합
(고른기회 전형)

국제
(영어제시문포함)

도덕과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국어과
(독서와문법)

※ 학생부종합(교과면접전형) 의예과 1번 문제는 지원동기를 묻는 문제이므로 문항카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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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에 대한 분석
1. 논술시험
가. 인문∙사회계열
2020학년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인문 · 사회계열 논술전형에 출제된 문제는 두 문항이다.
[문항1]은 두 편의 시를 읽고 이로부터 인간과 세계의 관계, 공동체의식, 책임윤리에 대한 개념
을 유추하고 이들을 서로 연결 지어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문항2]는 국가별 IT 경쟁력지
수와 불법복제사용률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통계 자료의 이해 능력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문항1]
의 제시문 (가), (나), (라)는 모두 고등학교 문학 및 생활과 윤리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
였으며, 제시문 (다) 역시 EBS 수능특강 윤리와 사상의 지문을 활용한 것으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한 이들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에 대한 책
임윤리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고등학교 교과과정
성취 기준에 잘 부합한다. [문항2]의 제시문 (가)는 “통계에 담긴 진짜 재미있는 경제”라는 교양
도서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고등학교 사회 및 경제 교과서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제시문 (나)는 “BSA 세계 소프트웨어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고등학교 사회
및 경제 교과서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경제 교과사의 내용을 그
대로 사용하였다. 제시문 (가)와 (나)에 제시된 내용들은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
로 사회 현상을 이해한다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부합하며, 제시문에서 제시된 자료
들이 고등학생 교육수준에서 이해하기 충분한 수준이다. [문항2]는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고
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등장하는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
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잘 부합합니다. 이처럼

2020학년도 연세대학교 미래캠

퍼스 인문 · 사회계열 논술전형에 출제된 문항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 있고 고등
학생 교육과정의 수준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어떤 선행학습 유발 요인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자연계열
자연계열 문제를 검토한 결과 선행학습 요소가 배제되었고,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
에서 출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검토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자연계열 문제는 크게 세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문항마다 1~3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1은 부분적분법을 이용하여 주어진 함수의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이고,
문제2는 평면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하는 문제와 이 거리공식과 명
제의 필요조건, 원과 직선사이의 위치관계를 응용하여 최솟값을 구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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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은 정의에 따라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문제와 그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두 개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이다. 세 문제 모두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범위와 수준을 넘지 않았
고, 정상적인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연계열 문제는 세 문제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출제된 문제들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단원별 내용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이
를 학습한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별도의 선행학
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의예과
의예과 문제 또한 선행학습 요소가 없고,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검토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예과 문제는 크게 수학과 과학 각각 두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문항마다 두 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학의 문제1은 융합형 문제로 좌표평면에서 점과 직선사이의 거
리,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그리고 삼각함수 등을 응용한 최댓값을 구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수
학 문제2는 정사각뿔을 밑면의 한 변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를 때 각 조각의 부피를 구하는 문
제이다.
- 의예과 과학문제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물리는 구심력, 역학적
에너지 보존, 운동량 보존, 에너지 보존법칙, 뉴턴운동 제2법칙, 등가속도운동, 전자기유도법칙,
패러데이법칙, 렌츠의 법칙, 자기력에 대한 문제이다. 그리고, 화학은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 엔탈피, 헤스의 법칙, 엔트로피, 자유 에너지, 반응속도, 반응물의 농도,
1차 반응, 0차 반응, 반감기, 연료전지, 산화환원반응, 표준 전지 전위를 다루는 문제이다. 그리
고 생명과학은 DNA, 중심원리, 유전 암호, 코돈, 제한효소, 전기 영동을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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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라
고 생각한다. 과학문제는 과학과목 I, II의 내용에 대한 제시문을 충실히 제공하여 어려움 없이
답안을 유추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의예과 문제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출제 범위를 벗어나
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예과 문제의 경우 일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범위와 수준을 넘지 않았으며,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학습한 학생이라면 최상위 학생들을 선
발하는 문제인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해결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별도의 선행학습을 유발하
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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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접시험
학생부종합 전형 면접 문항은 모두 선행학습 유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성취 수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 : 수시모집 면접시험 학생부교과 전형의 인문∙사회계열 지문은 사
회과와 도덕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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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라면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문항이 전반적으로 평이한 지문을 통해 수험생의 이해력, 판단력, 가치관 등을 평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선행학습 유발 요소는 없다고 판단된다.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문제는 주사위를 이용한 시행에서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전형적인 문제
와 이항분포를 이용한 이산확률변수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고 확률질량함수를 활용하여 확률변
수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이고 의예과의 수학문제는 수학적 확률과 이를 이용한 급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와 이산확률변수의 확률질량함수를 활용하여 확률변수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와 확
률질량함수가 최대가 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문제로 현행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범위와 수
준을 넘지 않았으며, 이를 학습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하리라 생각하여, 면접의 경우에도
별도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이 없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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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2020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우리 대학은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성취 수준을 준수하면서 수험생
의 학습능력을 유추나 추리 등과 같은 합리적 사고방식의 활용 정도에 따라 평가할 수 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2021학년도 입학전형에서도 이처럼 선행학습의 유발 요소를 배
제하면서 고교 학습내용을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특히 아래와 같은 개선점
을 반영하여 수험생의 눈높이에서 변별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여 공교육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자 한다.

1. 인문 · 사회계열
2020학년도 인문 · 사회계열 논술은 제시문의 내용과 관련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개선할 사항은 없다.
다만, 2019학년도 일반논술 전형 인문 · 사회계열 문항 분석에서 제시문의 영역 다변화 및
제시문의 지문 길이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권고가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첫째, 제시문의 내용을 영역별로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권고는 이번 대학 입
학 전형에서 반영되었다. 지난 해 논술 문항의 경우 사회 및 윤리 영역 지문들이 대부분을 차
지한 반면, 2020학년도 일반논술 전형 인문 · 사회계열 [문항1]에서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지문이 상당 부분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수험생의 사고력을 보다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
다. 둘째, 제시문의 길이가 주어진 시간 내에 파악하기 충분할 정도의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
다는 권고 역시, 이번 대학 입학 전형에서 반영되었다. 제시문의 길이 자체도 길지 않았으며,
제시문의 내용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 제시 또는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처
럼 제시된 지문들이 고등학생 교육수준에서 오랜 시간 들이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지문들로
구성되어, 수험생들이 주어진 시간 내 제시된 지문들을 쉽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작성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문항들이 구성되었다.
이처럼 2020학년도 인문 · 사회계열 논술은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잘 준수하여, 선
행 학습의 유발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지난 해 문항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적인 개선 노력을 수행하였다.

2. 자연계열(의예과 포함)
자연계열(의예과 포함) 문제의 경우 모든 용어나 기호의 선택을 개정 교육과정의 용어로 선
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용어나 기호의 혼선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의예과 문제는 학생들에게
과학 II에 대한 내용의 제시문을 제공하여 어려움을 해결하였다. 2021학년도 입학전형에도 과
학 II와 관련된 문제에는 과학 II에 대한 제시문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제시한다면 과학과목 I, II
내용의 경계로 발생하는 문제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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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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일반논술 전형
[문항카드 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일반논술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 문제 1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고등학교 국어, 고등학교 사회, 고등학교 도덕

핵심개념 및 용어

문학, 비문학, 사회적 소통, 공동체, 연대, 지지, 비판

예상 소요 시간

6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1】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50점)
(가)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 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비를 먹는다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다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
사과나무 잎새를 먹는다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사과나무 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사과의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 나이테를 먹는다
사과를 지탱해 온 사과나무 뿌리를 먹는다
사과의 씨앗을 먹는다
사과나무 자양분 흙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다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나)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각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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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빚진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 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윽고 삭아 없어지고
큰 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허위허위 길 가다가
만져 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
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제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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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나 자연의 요구를 무시하고 역사나 연대적 고리를 차단하고 자아실현에 몰두하는 것
은 잘못이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사고는 천박하다. 역사, 자연, 사회, 연대적 요구를 배제하
는 것은 곧 내 삶에 의미 있는 모든 가능한 사항을 배제하는 것이다. 나는 역사, 자연, 동료
인간들, 시민의 의무 등이 중시되는 세계에 존재할 때만 나의 정체성을 의미 있게 확립할
수 있다.
(라)

과학 기술의 발달, 산업화 등은 인류에게 이제껏 불가능하였던 것을 실현하는 힘과 물질
적 풍요를 가져다주었지만, 그와 동시에 세계 대전, 핵전쟁의 위협, 생태계의 위기 등과 같
은 인류 생존의 위기도 가져왔다. 그래서 인류는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에 대하여 깊이 있게 성찰하게 되었다. 이제 인류
는 과학 기술의 발전이나 물질적 풍요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런
도덕적 숙고 없이 행동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행위와 그 부정적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우리가 행위에 대한 책임의 주체를 따지고 그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처럼, 책임 개념
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다. 그런데 현대의 책임 윤리는 자신이 과거에 행한 행위 결과에
그 대상을 한정 짓지 않고 집단 책임의 문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묻는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 인류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인간 이외의 자연 존재 및 생태계에 대
한 책임 등으로 그 대상을 넓히고 있다. 즉, 오늘날 책임 윤리는 행위자의 자유, *권리와 의
무의 대칭성에 근거한 책임 개념을 넘어서 책임의 대상과 범위를 미래 세대, 인간 이외의
존재 등으로 넓히고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책임 윤리학자인 요나스는 부모가 어린 자
녀에 대하여 지니는 책임처럼 단순히 권리와 의무로만 설명될 수 없는 책임 개념이 성립한
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너의 행위의 결과가 인간 삶의 미래의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
도록 행위하라.”와 같이 현세대의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그리고 인간은 생태적
으로 인간 이외의 존재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점에서 인간 이외의 자연 존재와 생태계에 대
한 책임도 묻는다.
* 권리와 의무의 대칭성: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의무
의 이행 정도에 따라 권리의 범위가 규정된다.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을 근거로 제시문 (다)의 사상을 지지 혹은 비판 하고, 그 입장에서
제시문 (라)에서 말하는 ‘책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술하시오.(1,000자 내외)

3. 출제 의도
1. 이 문제는 고등학교 문학,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과목의 교과서와 EBS에 실린 글을 활용하여 학
생의 논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서로 다른 영역의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 사이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글에
나타난 주제와 문제의식을 현실 세계와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논리
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3. 구체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
가.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히, 그리고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가?
나. 제시문 (가)~(라)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를 글의 논리적 전개에 적절히 활용
하는 능력이 있는가?
다. 일상의 경험[(가)와 (나)]들을 통해서 갖게 된 관점들이 모여서 사상[(다)]이 되고 그 사상이 자신의
삶과 사회의 문제들에 확대·적용[(라)]되는 것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
라. 제시문을 통해 파악한 문제의식을 공동체의 문제들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서술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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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독서와 문법,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성취기준
1

성취기준
2

관련

310511-1. 작품을 읽고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문제의식과 주제를 설명

제시문

할 수 있다.

(가),(나)

310422-1. 동일한 화제나 주제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고 내용

제시문

을 비교할 수 있다.

(가),(나)

관련 성취기준
고생32. 동물중심주의 윤리, 생명중심주의 윤리, 생태중심주의 윤
성취기준

리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환경 문제의 해결

제시문

3

을 위한 탈인간중심적인 자연관과 환경 문제의 연관성을 이해하

(라)

고, 환경을 윤리적으로 배려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고윤42.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존재와 역할 및 의무
성취기준

를 이해하고,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조화 방안에 대해 토론할

제시문

4

수 있으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다)

이행하려는 자세를 지닐 수 있다.

2. 자료 출처
가. 교과서 내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문학

이숭원 외

좋은책
신사고

2018(5쇄)

90-95

제시문
(가)

x

고등학교 문학

박종호 외

창비

2017
(제4쇄)

272-275

제시문
(나)

x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17(4쇄)

36

제시문
(라)

x

나. 교과서 외 자료 등을 활용한 경우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EBS 수능특강
윤리와 사상

황광욱 외

EBS

2019

153

제시문
(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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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Ⅳ-3. 공동체와 연대

정창우 외

미래엔

2016
(3쇄)

228-233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O

5. 문항 해설
1)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좋은책신사고, pp. 90-95)에 나오는 함민복의 ‘사과를 먹으며’
인데 EBS 교재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시로, 교과서에 ‘이 세계의 모든 것이 얽혀 있다’는 내용의
자세한 해설이 실려 있다.
2)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창비, pp. 272-275)에 실린 복효근의 ‘버팀목에 대하여’인데
역시 EBS 교재에서 자주 다뤄지는 시로,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의존성을 말하고 있다.
3) 제시문 (다)는 EBS수능교재(수능특강 윤리와 사상, pp.153)에 수능기본문제로 제시된 지문으로,
공동체주의자 테일러의 주장이다.
4)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천재교육, pp.30-41)에 실린 것으로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이론 중에서 ‘책임 윤리’에 대한 것이다.
5) 이 ‘문제’는 일상의 구체적 경험[(가)와 (나)]을 통해 갖게 된 관점에서 어떤 주장이나 사상[(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공동체의 다양한 종류의 문제[(라)]들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배점 기준 : 어문규범 10점+내용 90점=100점
*어문규범 : 맞춤법, 띄어쓰기, 부호, 문장의 호응관계 등
*내용 : 문항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 논리 전개 등(아래 참조)
1. 최상
1)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표현함
(가): 이 세계의 모든 존재가 서로 얽혀 있음
(나): 인간의 상호의존성
(다): 공동체주의
(라): 책임윤리

문제1

2) 제시문 사이의 관계를 논리적이고 유기적으로 기술함
- 경험/관점[(가)와 (나)] > 사상 > 적용
개별 사실[(가)와 (나)] > 보편 원리 > 적용 또는 검증(확대)
(가)~(라)는 모두 공동체주의에 관한 글인 것으로 파악함
3) (라)에 제시된 책임 문제의 유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4가지 이상 제시함
- 집단 책임의 문제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
- 인류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 인간 이외의 자연 존재 및 생태계에 대한 책임
4) 위 3)의 내용을 제시문 (다)의 ‘공동체주의’에 근거하여 기술함
5)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배려에 대해 언급함(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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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
위의 1), 2),
3. 중상
위의 2), 3),
4. 중하
위의 2), 3),
5. 하
전체적으로

4)에 해당하나 3)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2~3가지 기술함
4) 중에서 하나 이상의 부분에서 글의 전개에 문제가 있음.
4) 중에서 둘 이상의 부분에서 글의 전개에 문제가 있음
문제가 있음

7. 예시 답안
(가)와 (나)는 자연과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인간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가)가 사과를 먹는 행위를
통해 사과의 성장을 둘러싼 다양한 인과적 요소와 관계를 반추하며 궁극적으로는 ‘내가 사과에서 먹히
는’ 상호성을 성찰하게 한다면, (나)는 나무로 상징되는 한 사람의 삶이 죽음과 다른 대상들 속 관계에
의존하여 버티고 존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가)와 (나)는 인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우위
에 서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 배경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존재와 상호적인 관계를 통해 연대할 수 있
다고 보는 관점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하면 (다)의 사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지지
할 만하다. (다)가 말하는 사회나 자연의 요구는 바로 (가)나 (나)가 보여주는 관계적, 공동체적, 상호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인간이 자각함으로써 비로소 자기 삶의 의미를 완성하라는 것이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통해서 생태계를 비롯한 주변의 공존을 경시하고 역사, 시민의 의무, 주변의 동료 인간들을 배
타적으로 인식하다면 이는 올바른 삶의 의미를 완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서 볼 때, (라)에서 말하는 ‘책임’의 의미는 더욱 그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개발을 통한
생존의 위기는 결국 그 극복을 위해 인간이 도덕적 책임을 인식해야만 하며, 이는 자연환경과 주변 인
간들, 미래 세대에 이르기까지 소급될 수 있는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환경을 살리는 데 동참
하는 개인적 실천으로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일이나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에 동참
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환경 속 개인을 인식하고 책임을 다하는 가치와 지향을 실현할 수 있다. 혹은
사회나 공동체의 연대적 실천으로서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연대적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사회적 약자
에 대한 공감과 나눔을 위한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일, 복지 사각지대 속 소외된 주변의 개인
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로까지 그 문제의식을 확장하거나 동참을 유도하는 콘텐츠를 공유
하는 일 역시 같은 취지에서 책임을 다하고 공동체적 연대를 지향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책임
이 단순히 개인의 자각에 그치지 않고 산재한 국제사회의 전 지구적 불평등이나 환경파괴 등의 시민
적 문제의식으로서 해결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나와 주변 사람들의 작은 연대부터 고민해 나가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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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술 전형 인문사회계열 출제 문제1에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 제시문 (가), (나)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라)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의
내용을 활용한 글로 확인됨.
◯ (가)와 (나)는 모두 인간이 자연 혹은 주변의 대상이나 세계와 맺고 있는 연대적 관계를
암시하는 문학 작품으로,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작가의 의도와 관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
을만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라)역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책임 윤
리에 관한 글을 재구성한 것으로서, 현대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주어지는 책임에 대해 성찰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앞서 제시된 문학작품과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는 EBS 수능특강 윤리와 사상 내용에 근거한 글을 재구성한 것으로, 교육과정 중 사회
사상의 단원 내용에 부합하여 바람직한 이념적 시각의 틀을 형성하고자 하는 도덕과 교육
과정의 내용에 부합한다. 특히 ‘연대’라는 핵심적 어휘를 통해 학생들이 (가)나 (나)의 관점
에 부합하는 사상임을 유추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나)와 상통하는 (다)의 사상의 관점에서 ‘책임’이 무엇인지 설명하라는 논
제의 지시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의 내용 중 ‘공동체와 연대’에 대한 문제의식과 행동지
침으로까지 이어져 교육과정에 충분히 부합하며, 이는 의미와 변별력을 모두 갖춘 부분이
라고 판단된다. 현대사회 속에서 주변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있는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하
여 어떠한 행동이나 사건을 떠올릴 수 있을지, 그 구체적 실체를 고민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B교사)
◯ 제시문 (가), (나)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제시문 (다)는 EBS 수능교재(수능특강 윤리와
사상),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에 각각 실려 있는 글로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출제되었다.
제시문 (가) 함민복의 ‘사과를 먹으며’는 사과를 먹는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생명은
순환적 질서 속에 서로 얽혀있다는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제시문 (나) 복효근의 ‘버팀목에 대하여’는 쓰러져 가는 나무에 세워진 버팀목을 소재로 다
른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의 아름다움과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의존성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EBS 수능교재에 실린 글로, 사회나 자연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회적 연대에
관해 말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책임 윤리’에 관한 교과서 글을 재구성한 것으로, 현대 인류에게 주어지는
책임의 대상과 범위를 미래 세대, 인간 이외의 존재 등으로 넓혀 성찰하게 한다.
이 문제는 서로 다른 영역의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 사이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파악한 후,
글에 드러난 문제 의식을 현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학생들은
일상적 경험(가)와 (나)를 통해 갖게 된 관점에서 (다)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라)의
‘책임 윤리’의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서술해야 한다. 제시문이 모두 교육과정 범위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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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넘지 않고 평이하게 드러나 있어,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
단된다. 또한 주어진 글을 바탕으로 사실적 정보를 찾아내고,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
을 서술하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한 교과에서 두루 학습하고 있는 내용이다. 따
라서, 논제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꼼꼼하게 개요을 작성하여 글을 쓰는 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이라면 무난하게 접근활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C교사)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의 학습 요소에 해당하는 공동체주의, 책임윤리를 주제
로 제시된 문항이다. 해당 주제가 핵심 성취기준에 해당하며 고교 현장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므로 ‘중하’ 수준의 난이도라고 판단한다.

4.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D교사)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동물중심주의, 생명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의 기본
입장과 한스 요나스가 자신의 책임윤리에서 제시한 주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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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카드 2]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일반논술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 문제 2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고등학교 사회, 고등학교 경제

핵심개념 및 용어

통계 자료, 지식 기반 경제, 지적 재산권

예상 소요 시간

4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2】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50점)
(가)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2009년 현재 41%로 OECD국가 평균인 36%에 비해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은 인터넷 이용률 세계 10대국 가운데 아이슬란드를 제외하면 불법복제
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더욱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보다 그 수준이 약 2배 이상 높다.
음악, 영화 등 5대 주요 콘텐츠의 불법복제물 이용률도 2009년 42.4%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과 비슷하다. 불법 복제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막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
는 요인이 된다. 첫째, 높은 불법복제율은 소프트웨어·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둔화시킨다. 국내
소프트웨어·콘텐츠 산업은 높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은 둔화되고 있다. 불법 복제로
인해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개발에 따른 이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다. 둘째, 국내 IT 부문의 전반적인 경쟁력도 하락시킨다.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상황에서는 기술이나 지
식의 유출에 대한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셋째, 불법 복제는 소프트웨어·콘텐츠
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감소시킨다.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편이며, 특히 소프트웨어·콘텐츠 산업은 청년층의 취업 비율이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력
제고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만연한 불법 복제로 인해 이들 기업의 이익이 충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 산업의 고용 창출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나) 아래의 자료는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이 세계 11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자료 1’은 A~E의 다섯 국가의 국가별 IT 경쟁력지수와 이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 IT 연구투자 노력, IT 인프라 여건, 지적재산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및
환경에 대한 평가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자료 2’는 이들 다섯 국가에서의 불법복제 소프트
웨어 사용률과 국가별 IT 경쟁력지수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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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국가별 IT 경쟁력지수 결정 요소 (2011)

자료 2. 불법복제사용률과 IT 경쟁력지수 (2011)

(다) 지식 기반 경제란,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을 결
정짓는 중요한 요인이고, 경제 발전의 원천이 되는 경제를 말한다. 지식 기반 경제에서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은 자본이나 노동의 양이 아니라 노하우(know-how), 기술, 브
랜드(brand)와 같은 무형의 것이다. 이러한 지식의 생산과 활용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
문에, 지식 기반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이라는 무형의 재산권을 보호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는 보이지 않는 재산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런 것들에 대한 권리 보호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약 이러한 권리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지식 생산의 유인이 사라져 개인이나 기업이 지식 생산에 열정을 쏟지 않을 것이다. 최근 들어
국가 차원에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지적 재산권의 침해 행위에 대
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식 생산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지식 생산을 증가
시키기 위한 것이다

(문제 2) 국가의 지식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쓰고, 그 요소가 중요한
이유를 위의 제시문 (가)~(다)를 모두 활용하여 논술하시오.(1,000자 내외)

3. 출제 의도
1. 이 문제는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고,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이해하며,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데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2. 국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경제의 상황을 이해하고, 지식 기반 경제로 성장하는데 있어
지식 재산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1. 사회과 교육과정 - 고등학교 사회
과목명: 고등학교 사회
(1) 사회를 바라보는 창

관련 성취기준

관련

(나) 세상 이해
성취기준1

개인이 살아가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실과 가

문제 2

치를 구분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다양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동기(원인)와 결과를 고려하여 사회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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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기른다.
② 다양한 자료(예: 통계, 지도, 신문 기사 등)를 활용하여 사회 현상을
분석한다.
(4) 환경 변화와 인간
(다) 세계화와 상호 의존
세계화로 인해 개별 국가 간, 지역 간에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는 현상
성취기준2

을 이동과 교역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한다. 또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문제 2

② 국가간 상품·서비스 및 생산 요소(예 : 자본, 노동), 기술의 이동 현황
을 통해 국제거래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국제 거래 확대의 장점과 단점
을 파악한다.
2. 사회과 교육과정 - 고등학교 경제
과목명: 고등학교 경제
(5)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관련

개방된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거래 관계를 파악하고 상품과 생산
요소의 이동과 외환 시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한다. 특히, 자유 무역의
성 취
기준
1

진전에 따른 국제 경쟁력의 중요성과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대응 방안을 알아본다.
▶ 교육과정 내용 : 경1254. 국제 경제 환경 변화(세계화, 정보화 등)

문제 2

와 우리 경제의 대응 방안을 탐색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가진다.
▶성취기준 : 경1254. 세계화와 정보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2. 자료 출처
가. 교과서 내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경제

김종호
안병근

씨마스

2014

231

제시문 (다)

x

나. 교과서 외 자료 등을 활용한 경우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통계에 담긴 진짜 재미있는
경제
BSA 세계 소프트웨어 조사
보고서

작성자
(저자)
유병규
BSA/소프트
웨어 연합

발행처
매일경제신
문사
BSA/소프트
웨어 연합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14

189-192

제시문 (가)

O

2014

10-11

제시문 (나)

O

BSA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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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고등학교 사회
고등학교 사회
고등학교 경제
고등학교 경제

저자
육근록 외
4명
육근록 외
4명
김종호
안병근
박형준 외
5명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비상교육

2014

32-37

0

비상교육

2014

196

0

씨마스

2014

231

0

천재교육

2014

201

0

5. 문항 해설

문제 2는 통계 자료를 통해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 기반 경제로 성장하
기 위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한다.
제시문 (가)는 2010년 8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된 신문 기사를 재구성한 글로, 한국 내 소프
트웨어 불법복제 사용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으며, 이러한 높은 불법복제 사용률이 국
내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시문 (나)는 위의 신문기사에서 기초 자료로 사용한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Business
Software Alliance)가 제공한 국가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사용률과 IT 경쟁력지수 자료 중 다
섯 국가(중국, 러시아, 한국, 핀란드, 미국)의 자료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이 제시문에서 학생들은 불법복제사용률이 높을수록 국가 IT 경쟁력 지수가 낮고, 지적재산에
대한 보호 정도가 높을수록 국가 IT 경쟁력 지수가 높아진다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제시문 (다)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심화에 따라 지식 기반 경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그와 함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고등학교 경
제 교과서 내 지문이다. 이 제시문은 무형의 지식 상품에 대한 재산권 확립과 보호가 왜 중
요한지에 대해 설명한다.
위의 제시문들은 모두 지식 상품의 중요성과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식 상품을 개발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지적 재산권을 인정해주고 이를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장치가 지식 기반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다
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불법복제와 같은 지적재산권 침해가 지식 산
업 발전을 어떻게 저해하는지 이해하고, 지식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적 재산권의 인정
과 보호, 지식 산업에 대한 연구 투자와 인프라 제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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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주요 확인 요소들
1. 지식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적재산권임을 기술함
2. 지적재산권이 지식 기반 산업 발전에 왜 중요한지를 제시문 가~다를 모두 활용
하여 설명함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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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으로 작성됨
중하 : 1과 2의 요소들의 대부분을 잘 포함하지만, 글의 구성상 완성도가 다소 부족함
하 : 1과 2의 내용을 잘 담아내지 못함

7. 예시 답안

국가의 지식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이다.
지식 산업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무형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무
형의 재산에 대한 권리 인정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와 환경 조성이 지식 산업의 경
쟁력을 강화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이유는 제시문 (가)에도 잘 나타나 있다. 소프트웨어나 콘텐츠의 불법 복제는 대표적인
지적재산권 침해의 사례로, 이는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 우선 지적재산권의 침해는 지
적 재산을 개발한 기업들이 그로부터의 이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하여 이들 기업의 성장
을 저해한다. 또한 지적 재산을 개발한 기업들의 기술과 지식이 대가없이 유출시켜, 이들 기
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킨다. 더 나아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여, 지식 산업의 일자리 창출 여
력을 감소시킨다.
제시문 (나)의 자료 역시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자료 1과 자료 2에 따르
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수준은 해당 국가의 IT 경쟁력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예를 들어 국가 D나 E와 같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수준이 높고 불법복제률이 낮은 국가
의 경우 높은 IT 경쟁력 수준을 가진다. 반면 국가 A와 B와 같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복
제가 만연하고 지적재산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국가의 경우 국가의 IT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IT 산업과 같은 지식 기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제시문 (다)는 지식 재산권의 보호는 개인과 기업에게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고자 하
는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설명한다. 지식 재산에는 많은 돈과 노력이 투입되는데,
새로 개발한 지적 재산으로부터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새로운 지식 재산을 개
발할 유인을 잃게 된다.
이처럼 한 국가의 지식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지식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위해서라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환
경을 조성하고, 개인과 기업이 새로운 지식 재산을 개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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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술 전형 인문사회계열 출제 문제2에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 제시문 (가)는 불법복제가 산업의 발전을 막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IT 경쟁력지수가 지적재산보호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이 두 제시문은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했지만 그 핵심
내용인 지적재산권이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및 경제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제시문의
내용이 교과서 수준으로 평이하므로 국가의 지식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여러 요소
중 지적재산권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는 지식 기반 경제에서 지적 재산권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제시문으로,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의 지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제시문의
핵심어인 ‘지식 기반 경제’ 및‘지적 재산권’이 수업 및 교과서에서 많이 다뤄지는 내용
이고 제시문의 내용 및 그래프의 난이도가 높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이 국가의 지식 산업
경쟁력 강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지적 재산권’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과, 왜 지적
재산권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지를 제시문의 자료를 활용하여 논술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B교사)
◯ 지식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어 가장 필요한 요소를 선정하고 정리하는 것이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교과서 내 지문 및 교과서 수준의 교과서 외 지문으로 구성된 제시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하므로 ‘중’ 수준의 난이도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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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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핵심개념 및 용어

미적분II
삼각함수, 지수함수, 부분적분, 정적분

예상 소요 시간

20분/전체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1】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20점)
두 함수 , 가 미분가능할 때,

    ′           ′   
이다. 이와 같이 적분하는 방법을 부분적분법이라고 한다.

(문제 1) 함수      sin   에 대하여 정적분










   의 값을 구하시오.

3. 출제 의도
부분적분법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함수에 응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미적분II]-(라) 적분법- 여러 가지 적분법
성취기준

미적2412. 부분적분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미적2413-2. 삼각함수의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미적2413-3. 지수함수의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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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미적분II

김원경외

비상교육

2016

148

고등학교

미적분II

정상권외

금성출판사

2016

189

교과서

미적분II

우정호외

동아출판

2016

202,213

미적분II

황선욱외

좋은책신사고

2016

146,149

5. 문항 해설
부분적분을 두 번 사용하여 주어진 피적분함수의 부정적분을 계산한다. 계산한 부정적분을 사용하여 주
어진 정적분을 계산한다. 이때 적분범위 내에 사인함수의 절댓값에 유의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상) 답과 과정이 모두 맞은 경우
1

(중) 답이 틀리고 과정이 맞은 경우

20

(하) 답과 과정이 틀린 경우

7. 예시 답안

계산의 편의를 위해 아래 부정적분을 먼저 계산한다.

 sin 



  sin  

 cos 





 sin 
  sin  

 sin   cos  
 sin   cos 

양변에

 sin

 sin












 을 더하면

  sin  cos 

이고, 양변을 2로 나누어 부정적분 값을 얻는다. (적분상수 생략)

 sin 



sin  cos
  


위의 부정적분을 사용하여 주어진 정적분을 계산하자.

- 32 -

2020학년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sin     

 

 

sin     



 

sin    







sin   cos  
sin   cos   




  

   
 

    




     
  


그러므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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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술 전형 자연계열 출제 문제1에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 절댓값이 포함된 사인함수의 그래프 특징을 파악하고, 부분적분법을 통해 삼각함수와
지수함수의 곱으로 연결된 함수의 정적분을 구하는 문항이다.
교육과정 범위에 있으며 많은 미적분Ⅱ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며 부분적분법을
제시문으로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무난하게 풀이
할 수 있는 수준의 문항이다.

2.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B교사)

◯ 부분적분법을 이용하여 절댓값이 포함된 함수의 정적분을 계산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적분구간을 두 구간     ,     으로 나누어 함수    를 결정한 뒤 각 구간별로
 
 


부분적분법을 적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함수    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면 계산
하는 방법이 어렵지는 않지만 계산 과정은 조금 복잡할 수 있는 문제이다.
난이도는 중상수준의 문제이다.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C교사)

◯ 적분 범위에 따라

   의 절댓값 기호를 해결하고 각 범위에서는 부분적분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사인함수와 지수함수의 곱의 형태로 되어있는 함수의 적분은 발상이 어렵지만
정확히 교과서 예제에 나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충실한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교과과정에 합당하고 난이도는 ‘중’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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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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I, 수학II

핵심개념 및 용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필요조건

예상 소요 시간

35분/전체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2】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문제 2-1) 좌표평면 위의 점 P  과 직선          사이의 거리 는

      
 

  
임을 보이시오. (단, ≠,  ≠이다.)
(문제 2-2) 두 조건

     ≤  ,
   ≤  ≤ 
에 대하여  가  이기 위한 필요조건이고  은 한 자리의 자연수일 때, 중심이  인 단위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3. 출제 의도
(문제 2-1) 좌표평면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잘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
고자 하였다.
(문제 2-2)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그리고 좌표평면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해하고 최대최소문제
에 적절히 응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수학I]-(다) 도형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③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수학I]-(다) 도형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적용 교육과정

② 좌표평면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해한다.
[수학II]-(가) 집합과 명제- 명제
③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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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I]-(다) 도형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성취기준

수학1323.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수학I]-(다) 도형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수학1332-1. 좌표평면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할 수 있다.
[수학II]-(가) 집합과 명제- 명제
수학2123.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이해한다.

2.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수학I

류희찬외

천재교과서

2016

162,183

수학I

우정호외

동아출판

2016

176,200

고등학교

수학I

이강섭외

미래엔

2016

164,184

교과서

수학II

김원경외

비상교육

2016

57

수학II

우정호외

동아출판

2016

65

수학II

신항균외

(주)지학사

2016

65

5. 문항 해설
(문제 2-1)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해설-1) 점 P 에서 축,  축에 각각 평행한 직선을 그어 직선 과 만나는 점을 각각  ,  라고 할 때,

 
직각삼각형 APB의 넓이는 
 × 
  
 × 
 이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 

  
이므로 
을 계산하여 증명할 수 있다.



   
 
(해설-2) 점 P 를 지나며 직선  에 수직인 직선 을 찾고, 두 직선  과 이 만나는 교점 Q와 점 P 사이
의 거리를 계산하여 증명할 수 있다.
(문제 2-2)  가 이기 위한 필요조건으로부터 의 진리집합  와 의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로부
터  값을 구한다. 원과 직선 사이의 최소 거리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서 구
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상) 증명 과정과 결론이 맞은 경우
2-1

(중) 증명 과정은 맞고 계산이 틀린 경우

15

(하) 증명 과정이 틀린 경우
(상) 의 값과 답이 맞은 경우
2-2

(중) 의 값이 틀리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맞은 경우

20

(하)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계산과 의 값이 틀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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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시 답안

(문제 2-1) (해설-1)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에서  축,  축에 각각 평행한 직선을 그어
직선           ≠   ≠   과 만나는 점을 각각  ,  라 하자. 이때 점  의  좌표는
   
   
  이고, 점  의  좌표는   이다.



따라서
   

     


    
  



   

      


    
  



 

 









이고 직각삼각형 APB의 넓이에서

 × 
  
 × 


이므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   × 

이다.







이때         라 하면 
    
   이므로





 



×    × 







⇒


    

×   




⇒


    × 
  

   

      

  이다.
  
이다. 따라서 















(문제 2-1) (해설-2) 점 P  을 지나며 직선 에 수직인 직선 은 아래와 같다.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 Q 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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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Q
 
그러므로 점 의 좌표는 
이다.
  
  

따라서, 두 점 P 와 Q 사이의 거리 는






     
    
   
  

  
  






    
    
 

  
  

 

 

 



      
          




  

  
이다.
(문제 2-2)
가 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므로 의 진리집합  와 의 진리집합 는 아래를 만족한다.
∈ℝ    ≤  ≤   ⊂   ∈ℝ   
 ≤  ≤ 


그러므로  ≤ 
 이다. 즉,  ≤  이고  는 한 자리의 자연수이므로 9이다.
원과 직선 사이의 최소 거리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서 구할 수 있
다 (아래 그림 참조).

원의 중심    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아래와 같다.
  
   

  
  

위의 계산에서    , 단위원의 반지름    이므로 최소 거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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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술 전형 자연계열 출제 문제2-1~2에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문제 2-1>
좌표평면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의 식을 유도하는 문항으로서 교육과정 범위에
있으며, 많은 수학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교육활동에서  를 유도하는 과정에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충실히 참여한
학생이라면 무단하게 풀이할 수 있는 수준의 문항이다.
<문제 2-2>
명제의 필요조건을 바탕으로 자연수  의 값을 구하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통해 최솟값을 구하는 문항이다.
교육과정 범위에 있으며, 필요조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분야는 교육과정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풀이할 수 있는 수준의 문항이다.

2.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B교사)
<문제 2-1>
좌표평면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한 공식을 유도하는 문제이다.
주어진 점을 지나고  축,  축과 평행한 직선 그리고 주어진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직각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용하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한 공식을 유도할
수 있다.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을 꼼꼼하게 학습한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지만 공식만을 암기하여 학습한 학생들은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이다.
난이도는 중하 수준의 문제이다.
<문제 2-2>
두 명제의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 뒤 단위원 위의 임의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솟값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한 조건이 다른 조건의 필요조건이 되는  의 범위를
계산한 뒤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여 원의 반지름을 빼면 답을 구할 수
있다. 필요조건의 개념과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학생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난이도는 중 수준의 문제이다.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C교사)
<문제 2-1>
자주 사용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유도하는 문제이다. 점 P 를 지나고 직선
 에 수직인 직선을 ′ 이라 할 때, 직선  과 직선 ′ 의 교점 Q 의 좌표를 구하고 두 점 P Q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 식을 정리하여 구할 수 있다. 또는 점 P 를 지나고  축,  축에
평행한 직선이 직선  과 이루는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하여 구할 수도 있다. 사용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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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공식이지만 유도과정은 쉽지 않아서 교과서의 내용을 꼼꼼히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과과정에 합당하고 난이도는 ‘중상’에 해당한다.
<문제 2-2>
필요조건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해하고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과 원 위의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솟값을 구하는 과정이 혼합된 문제이다.
원 위의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솟값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에서 원의 반지름을 빼는 방법으로 구하는데 교과서의 문제로 소개되어 있어서 교과서에
충실한 학생들은 이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필요조건의 개념과 점과
직선사이의 거리의 내용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눈에 풀이가 보이지 않아서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과과정에 합당하고 난이도는 ‘중’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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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카드 5]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일반(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 / 문제 3-1,3-2,3-3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미적분II

핵심개념 및 용어

호도법,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덧셈정리

예상 소요 시간

50분/전체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3]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45점)
(문제 3-1) 오른쪽 그림과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에 대한 성질을
sin 
이용하여 lim    임을 보이시오.(20점)

→
(문제 3-2) 위의 (문제 3-1)을 이용하여 극한
  cos 

를 구하시오.(10점)
lim 

 →

(문제 3-3)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삼각함수   sin  의 도함수를 구하시오.(15점)
3. 출제 의도

삼각함수, 함수의 극한, 도함수 등 기초이론에 대한 이해도와 정확한 계산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미적분II]-(나)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
① 일반각과 호도법의 뜻을 안다.

적용 교육과정

②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미적분II]-(나)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미분
①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이해한다.
② 삼각함수의 극한을 구할 수 있다.
③ 사인함수와 코사인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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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분II]-(나)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
미적2211-2. 호도법의 뜻을 알고, 각을 호도법과 60분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미적2212-2.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성취기준

[미적분II]-(나)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미분
미적2221-2.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이해한다.
미적2222. 삼각함수의 극한을 구할 수 있다.
미적2223. 사인함수와 코사인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2. 자료 출처
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미적분II

이준열외

천재교육

2016

98,100

미적분II

황선욱외

좋은책신사고

2016

80,81,83

미적분II

신항균외

지학사

2016

90,92,93

미적분II

우정호외

동아출판

2016

106,107,
109

5. 문항 해설
(문제3-1) 도형을 이용하여 넓이에 관한 부등식( ∆AOB의 넓이<부채꼴AOB의 넓이<변 OA를 밑변

sin 

 ), tan 값을 높이로 갖는 직각삼각형의 넓이)을 세우고 이를 적절히 변형하여
( OA
를 얻은 후,


극한을 취하고 극한의 대소 관계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
(문제3-2) 삼각함수의 곱셈공식, 항등식 등을 이용하여 식을 변형한 후 (문제 3-1)의 결과를 적용한다.
(문제3-3) 도함수의 정의, 삼각함수의 덧셈공식 등을 이용하여 식을 변형한 후 (문제 3-1)과 (문제 3-2)의
결과를 적용하여 답을 구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상) 우극한과 좌극한을 모두 맞게 구한 경우
3-1

(중상)우극한만 맞게 구한 경우

20

(중하) 방향은 맞지만 계산에 실수가 있는 경우
(하) 제시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엉뚱한 답안
(상) 계산과정과 결과 모두 맞게 답한 경우

3-2

(중) 계산과정에 사소한 실수가 있는 경우

10

(하) 계산과정에 큰 실수가 있는 경우
(상) 계산과정과 결과 모두 맞게 답한 경우
3-3

(중) 계산과정에 사소한 실수가 있는 경우

15

(하) 계산과정에 큰 실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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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시 답안

(문제 3-1)
우극한과 좌극한을 각각 구한다.



(1)      일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단위원 O에서 중심각 AOB의 크기를  라 하고,
점 A에서 원 O에 그은 접선과 선분 OB의 연장선과의
교점을 T라고 하면

∆ AOB<(부채꼴AOB의 넓이)< ∆ AOT






이므로  sin      tan  이다.






이때, sin   이므로 위 부등식의 각 변을  sin 로 나누고




sin



정리하면      이고 이 식에 역수를 취하면     cos  이다.
sin
cos

여기서

sin 


lim 


lim cos    이므로

이다.

→

→



(2)       일 때,


    로 놓으면  →   일 때  →  이므로
sin 

sin  

sin 

 lim   lim   
lim 



→

→

→

이다.
따라서 (1),(2)에 의하여

sin 

  임을
lim 


알 수 있다.

→

(문제 3-2)

  cos 

  cos    cos 

 lim 
lim 

   co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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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 
 lim 
→    cos 
sin
 lim 
→    cos 
sin
sin
 lim   ⋅  

  cos
→

 ⋅   

(문제 3-3)

sin     sin
′  lim 

→
sin cos  cos sin  sin
 lim 

→
cos sin  sin   cos 
 lim 

→
sin
  cos
 cos lim   sin lim 


→
→
 cos    sin   (문제 3-1, 3-2에 의해)
 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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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술 전형 자연계열 출제 문제3-1~3에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문제 3-1>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호도법을 활용한 부채꼴의 넓이를 바탕으로 삼각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문항으로서, 교육과정 범위에 있으며 많은 미적분Ⅱ 교과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다.
교육과정에 충실히 참여한 학생이라면 풀이할 수 있는 수준의 문항이다.
<문제 3-2>

꼴인 함수의 극한에 대해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사인함수의 극한을 이용하여 삼각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문항으로서, 사인함수의 극한을 학습한 이후 다양한 삼각한수의 극한을
구하기 위해 많은 미적분Ⅱ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다. 교육과정 범위에 있으며,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풀이할 수 있는 문항이다.
<문제 3-3>
삼각함수의 덧셈정리와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사인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문항이다.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활용하여 사인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많은 미적분Ⅱ 교과서
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범위에 있으며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풀이할 수 있는 문항이다.

2.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B교사)
<문제 3-1>
sin 

주어진 그림을 활용하여 lim    임을 증명하는 문제이다.

→ 
그림에서 만들 수 있는 두 삼각형의 넓이와 부채꼴의 넓이 사이의 대소관계를 파악한 뒤
구하고자 하는 극한에 포함된 함수의 형태를 부등식으로 표현하여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면 증명할 수 있는 문제이다.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을 꼼꼼하게 학습하지 않은 학생은 증명방법을 떠올리지 못하거나
우극한 또는 좌극한 중 하나의 극한만 계산하여 이를 극한값으로 표현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는 문제이다. 난이도는 중상 수준의 문제이다.
<문제 3-2>
  cos 


문제3-1의 결과를 이용하여 lim  의 극한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

극한에 포함된 함수의 분자와 분모에   cos 를 각각 곱하여 함수를 간단하게 표현한 뒤
문제3-1의 결과를 적용하면 주어진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다. 난이도는 중하 수준의 문제이다.
<문제 3-3>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사인함수의 도함수를 유도하는 문제이다.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며 도함수를 나타내는 극한을 설정한 뒤 사인함수의 덧셈정리를
이용하여 식을 정리하여 문제3-1과 문제3-2의 결과를 적용하면 사인함수의 도함수를 계산
할 수 있다. 개념을 정확하게 학습한 학생들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
되었다는 점에서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들을 선별할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난이도는 중 수준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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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C교사)
<문제 3-1>

     에서 직선 OA 와 수직인 직선과 직선 OB 가 만나는 점을 C 라 할 때,


삼각형 OAB , 부채꼴 OAB , 삼각형 OAC 의 넓이와 극한의 대소 관계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에서는    로 치환하여 앞의 결과를 이용하면 된다. 모든 교과서에 정확히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교과서를 충실히 공부하지 않았다면 어렵게 느꼈을 문제이다. 교과
과정에 합당하고 난이도는 ‘중상’에 해당한다.
<문제 3-2>

꼴로 주어진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인데 분자 분모에   cos 를 곱하면 3-1의 결과를 이용



할 수 있는 모양으로 바뀌어 극한값을 계산 할 수 있다. 자주 사용되는 방법으로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문제이며 수능 2점 문제로도 자주 출제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교과과정에 합당하고 난이도는 ‘하’에 해당한다.
<문제 3-3>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사인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sin    sin 

이 되는데
lim 

→

sin    를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이용하여 형태를 바꾸면 3-1과 3-2의 결과를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교과서에 충실했고 덧셈정리를 이용한다는 것만 기억해내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반면 결과만을 암기한 학생이라면 어려웠을 문제이다. 교과과정에
합당하고 난이도는 ‘중’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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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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I, 미적분II

핵심개념 및 용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삼각함수, 몫의 미분법,
합성함수의 미분법, 극댓값, 극솟값

출제 범위

예상 소요 시간

30분/전체65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1】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반지름이  인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라 하자. 이때, 원과 직선
의 위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1)    일 때, 원과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난다.
(2)    일 때, 원과 직선은 접한다.
(3)    일 때, 원과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
(문제 1-1) 원         와 직선     가 접하기 위한 실수 의 값과 접점의 좌
표를 구하시오.

(문제 1-2) 직선 sin       sin  가 원       에 의하여 잘린 선분의 길이의 최
댓값을 구하고, 이때 실수 ∈ 의 값을 구하시오.

3. 출제 의도
부분적분법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함수에 응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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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I]-(다) 도형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③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수학I]-(다) 도형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② 좌표평면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해한다.
[미적분II]-(나)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

적용 교육과정

②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미적분II]-(나)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미분
③ 사인함수와 코사인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미적분II]-(다) 미분법- 여러 가지 미분법
① 함수의 몫을 미분할 수 있다.
② 합성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미적분II]-(다) 미분법- 도함수의 활용
②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수학I]-(다) 도형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수학1323.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수학I]-(다) 도형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수학1332-1. 좌표평면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할 수 있다.
[미적분II]-(나)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
미적2212-2.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성취기준

[미적분II]-(나)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미분
미적2223. 사인함수와 코사인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미적분II]-(다) 미분법- 여러 가지 미분법
미적2311. 함수의 몫을 미분할 수 있다.
미적2312. 합성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미적분II]-(다) 미분법- 도함수의 활용
미적2322.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2.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수학I

류희찬외

천재교과서

2016

162,183

수학I

우정호외

동아출판

2016

176,200

고등학교

수학I

이강섭외

미래엔

2016

164,184

교과서

미적분II

우정호외

동아출판

2016

166

미적분II

정상권외

금성출판사

2016

115,135

미적분II

황선욱외

좋은책신사고

2016

101.116

기타

5. 문항 해설
(문제 1-1)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원과 직선이 접하는 조건을 사용하여 실수 의 값
을 구한다. 주어진 직선과 수직이고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사용하여 접점의 좌표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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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를  에 대한 함수로 표현한다. 직선이 원에 의하여 잘린 선
분의 길이  이 최댓값을 갖기 위해서는 가 최솟값을 가져야한다.  의 최댓값을 찾기 위해 사인함수의
그래프를 통해 가 최솟값을 갖는  를 찾고,  을 계산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상) 두 가지 모두 맞게 답한 경우
1-1

(중) 한 가지만 맞은 경우

10

(하) 둘 다 틀린 경우
(상) 두 가지 모두 맞게 답한 경우
1-2

(중) 한 가지만 맞은 경우

20

(하) 둘 다 틀린 경우

7. 예시 답안

(문제 1-1)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원과 직선이 접하기 때문에    을 만족한다.


  ⇒      ⇒  ± 
 




  

접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 주어진 직선     와 수직이고 원의 중심  를 지나는 직
선을 구한다. 즉, 기울기가 이고 점  를 지나는 직선이므로
 
  

이다.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여 접점의 좌표를 구한다.
          ⇒

     ⇒     


위에서 구한  ± 
를 대입하여 값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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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의 방정식에 값을 대입하여 이에 대응하는 좌표를 구한다.


 ∓



 ∓ 
⋅





 
  ∓

그러므로 접점의 좌표는    이다.







(문제 1-2) (해설-1)
직선이 원에 의하여 잘린 선분의 길이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한 식
  
  
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은 원의 반지름이고 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이다. 원의 반지름은   인 상수
이므로 잘린 선분의 길이가 최댓값을 갖기 위해서는 가 최소가 되어야 한다.

원의 중심  과 평면 사이의 거리 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sin
  sin
   sin
  
 




sin   
sin    
sin  

가 최솟값을 갖는 를 찾기 위해 아래 그림의 sin(빨간색)과 sin (파란색) 그래프를 관찰하자.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일 때, 의 분자가    sin  으로 최솟값을 갖고 의
분모가 sin    로 최댓값을 갖는다. 그러므로 가 최솟값을 갖게 하는 는 이고, 이

 
 이다. 가 최솟값 
 를 가질 때 잘린 선분의 길이는 최댓값
때 의 값은   


  
    
    
 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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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 (해설-2)
직선이 원에 의하여 잘린 선분의 길이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한 식
  
  
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은 원의 반지름이고 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이다. 원의 반지름은   인 상수
이므로 잘린 선분의 길이가 최댓값을 갖기 위해서는 가 최소가
되어야 한다.
원의 중심  과 평면 사이의 거리 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sin
  sin
   sin
  
 




sin   
sin    
sin  
표기의 편의를 위해   sin라 하면


   
    
  



 


  




 
  
  





  
이고 의 최솟값은 범위   ≤  ≤ 에서 함수   
가 최솟값을 가질 때 발생한다.
  
범위   ≤  ≤ 에서 의 최솟값을 구하기 위해 구간의 끝 값과 임계점에서의 함수값을 비
교하자. 구간의 끝 값에서 함숫값은 아래와 같다.


   ,    


임계점을 구하기 위해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찾자.
    
           

 
′  




  
  
  

 






의 범위가   이므로    이고, 이때 함숫값은       이다.    ,
   




 





    ,     중 최솟값은     이다.





 
 이다.
  sin  일 때 가 최솟값을 가지므로   이고, 이때 의 값은   


가 최솟값 
 를 가질 때 잘린 선분의 길이는 최댓값   
    
    
을 갖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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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술 전형 의예과 출제 수학문제 1-1~2에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문제 1-1>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직선이 원에 접할 수 있도록
미지수의 값과 점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항이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교육과정 범위에 있으며, 많은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풀이할 수 있는 문항이다.
<문제 1-2>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함수의 식을
유도한 후, 삼각함수의 미분·함수의 몫의 미분·합성함수의 미분을 통해 도함수 구하고 최댓값
을 찾는 문항이다. 선분 길이의 최댓값을 구하기 위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추론
능력이 요구되며, 다소 복잡한 식에 대한 미분과 도함수, 증감표 또는 삼각함수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해결력이 요구된다. 교육과정 범위에 있으며, 여러 분야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대한 충실한 이수와 함께 꼼꼼함이 요구된다.

2.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B교사)
<문제 1-1>
원과 직선이 서로 접하도록 실수  의 값을 결정하여 접점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으로 계산한 뒤 원의
반지름과 같아지도록 하는 방정식을 계산하면 해결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 등장하는
문제 유형이므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난이도는 하 수준의 문제이다.
<문제 1-2>
원에 의해 잘린 직선의 일부인 선분의 길이의 최댓값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선분의 길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의 값
을 계산해야 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공식을 이용하여  에 대한 함수를 계산한 뒤
그 함수를 미분하여 함수의 개형을 그리고 여러 극솟점 중 최소를 구하면 된다. 문제 풀이
방법이 어렵지는 않지만 계산이 다소 복잡할 수 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공식을
이용하여 구한  의 함수가 분자와 분모에 삼각함수를 포함한 유리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몫의 미분법, 합성함수의 미분법 등 다양한 미분법을 활용해야
하고 증감표를 이용하여 함수의 개형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의 복잡함으로
인한 다양한 실수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다. 난이도는 상 수준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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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C교사)
<문제 1-1>
원과 직선사이의 위치관계와 점과 직선사이의 거리공식을 이용하여  의 값을 구하면 접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접선이 중심과 접점을 지나는 직선과 수직이라는 성질을
이용하여 접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은 교과서 예제 수준의
문항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접점을 구하는
계산 과정에서 약간의 변별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과과정에 합당하고 전체적인
난이도는‘하’의 문제이다.
<문제 1-2>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 위치관계에서 원의 중심과 원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임을 이용하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일 때, 구하는 선분의 길이가 최대임을 알 수 있다.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까지의 거리  를 공식을 이용하여  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미분하여 증감표를 나타내어
주어진 범위에서 최소가 되는  의 값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다. 풀이의 구조는 간단하지만
   sin  
 
를 미분하기 위해서는 삼각함수의 미분, 몫의 미분법,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sin    

복합적으로 이용되며 계산이 어렵고 최소가 되는  의 값을 찾기 위해 증감표에서 확인해야
될 요소가 많아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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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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기하와 벡터

핵심개념 및 용어

삼수선의 정리, 이면각, 공간좌표, 평면의 방정식,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예상 소요 시간

35분/65분(수학65분/전체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2】아래 문제에 답하시오.(25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사각뿔
E-ABCD를 밑면의 한 변인 AD를 지나는 평면을 이용하여
두 조각으로 분할하려고 한다. 평면 AFGD에 의해 잘린
사각뿔 E-AFGD을 T 이라 하고 정사각뿔 E-ABCD에서
T 을 제외한 도형을 T 라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 2-1) 선분 FB의 길이가 1일 때, 도형 T 과 T 의 부피를 각각 구하시오.(10점)
(문제 2-2) 도형 T 과 T 의 부피가 서로 같을 때, 선분 FB의 길이를 구하시오.(15점)

3. 출제 의도

공간과 도형에 대한 이해도 및

삼수선의 정리, 이면각, 공간좌표 등의 지식과 그 응용력을 측

정하고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기하와 벡터]-(다) 공간도형과 공간벡터- 공간도형
② 삼수선의 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적용 교육과정

[기하와 벡터]-(다) 공간도형과 공간벡터- 공간좌표
① 좌표공간에서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② 좌표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기하와 벡터]-(다) 공간도형과 공간벡터- 공간벡터
④ 좌표공간에서 벡터를 이용하여 평면과 구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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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와 벡터]-(다) 공간도형과 공간벡터- 공간도형
기벡1312. 삼수선의 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성취기준

[기하와 벡터]-(다) 공간도형과 공간벡터- 공간좌표
기벡1321/1322. 좌표공간에서 점의 좌표를 이해하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기하와 벡터]-(다) 공간도형과 공간벡터- 공간벡터
기벡1334. 좌표공간에서 벡터를 이용하여 평면의 방정식과 구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2.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기하와 벡터

이준열외

천재교육

2016

153,164

고등학교

기하와 벡터

황선욱외

좋은책신사고

2016

116,172

교과서

기하와 벡터

김창동외

교학사

2016

135,188

기하와 벡터

신항균외

지학사

2016

141,188

5. 문항 해설
(문제 2-1)

도형의 특성, 삼수선의 정리, 이면각, 공간좌표 등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주어진 공

간도형의 부피를 구한다. 공간좌표를 이용할 경우 제 1팔분공간의 두 좌표축을 밑면의

두 변과 일치시

킨 후 꼭지점의 좌표와 절단 면의 방정식을 구하여 도형 T 의 높이를 구한다. 사다리꼴 모양의 절단면
의 넓이를 삼수선의 정리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구한 후, T 의 부피를 구한다.
(문제 2-2) 도형의 특성, 삼수선의 정리, 이면각, 공간좌표 등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문제 2-1)
과 같은 순서로 도형 T 이나 T 의 부피를 나타내는 식을 구하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방정식을 세
워 해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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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나 계산을 끝까지

10

마치지 못한 경우
(하) 적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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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나 계산을 끝까지

15

마치지 못한 경우
(하) 적분 등의 잘못된 방향설정으로 답을 구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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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시 답안

(문제 2-1)
(방법1) ∆ AEC는 밑변이 
 이고 나머지 두 변이  인 이등변삼각
형이다.
꼭지점 E에서 수직이등분선을 그려 선분 AC와 만나는 점을 K라 하
면 선분 EK의 길이는 
 가 되고 이것은 정사각뿔의 높이가 된다.






   이다.
따라서 주어진 정사각뿔의 부피는    ⋅⋅



FB =1일 때 도형 T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조각으로 나눠보면 가운데


부분은 삼각기둥형태로 높이는 정사각뿔 높이의 절반 즉,  이고










부피가  ⋅⋅  ⋅   이다.



나머지 두 조각을 붙이면 직사각뿔이 되고 그 부피는







⋅⋅⋅
이고 따라서












도형 T의 부피는     












도형 T의 부피는      이다.



(방법2)

∆ AEC는 밑변이 
 이고 나머지 두 변이  인 이등변삼각형이다.

꼭지점 E에서 수직이등분선을 그려 선분 AC와 만나는 점을 K라 하면 선분 EK의 길이는 

가

되고

이것은

정사각뿔의

높이가

된다.

따라서

주어진

정사각뿔의

부피는




   ⋅⋅
   이다.




공간좌표계의 제1팔분공간에 꼭지점 A를, 원점 O와 선분 AB를  축과 일치시키고, 먼저 꼭지
점들의 좌표를 구한다. 이후 도형 T의 부피를 구한다.






H(0,1,0), J(     )이고 선분 HJ는 평면 AFGD와 같은 기울기를 갖


는다. 따라서 평면의 식은



     이고,








H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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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점 E(1,1,  )에서 평면 AFGD까지 거리는   




















HJ =  ⋅    이다.
사다리꼴 AFGD의 넓이는  ⋅ 













도형 T의 부피는     











따라서 도형 T의 부피는  ⋅  ⋅    이고





(문제 2-2)

 

  

T
(방법1) 점 F(       
 )의 좌표를 확인하고 (문제 2-1)에서와 비슷하게 도형 를 세 조
각으로 나누면 그 중 가운데 부분의 부피는



    
     
⋅⋅ 
⋅






이고, 나머지 두 조각을 붙인 직사각뿔의 부피는




 

⋅⋅⋅
 이다. 따라서










    





       

도형 T의 부피는 






 와 같게 놓으면
이고, 이 식을 정사각뿔의 부피의 절반인  





    
    



⇒       
⇒    ± 
 에서     
 를 얻는다.
(방법2) (문제 2-1)에서와 같이 공간좌표계의 제1팔분공간에 꼭지점 A를 원점과 일치시키고, 필
요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고 사다리꼴 AFGD의 넓이와 점 E에서의 거리를 구한다.

 

  

점 F(       
 )로부터 평면 AFGD의 식을 구하면







       이고, 또 사다리꼴 AFGD의 높이는


 




        








      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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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꼴 AFGD의 넓이는 




 
             이고,





점 E(1,1, 
 )에서 평면 AFGD까지 거리는




     





  


 





    














이고, 따라서 도형 T의 부피는


 

  

   ⋅       ⋅ 








   





                




 와 같게 놓으면
이 식을 정사각뿔의 부피의 절반인  






        
 ⇒       



⇒    ± 
 에서     
 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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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술 전형 의예과 출제 수학문제 2-1~2에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문제 2-1>
주어진 정사각뿔이 밑면의 한 변을 포함하는 평면에 의해 2개로 나누어진 각각의 공간도형
의 부피를 구하는 문항으로서 공간도형, 공간좌표, 평면의 방정식,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간도형의 부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문항이다. 평면상에 시각화된 공간도형에 대해
주어진 조건을 충족하도록 모델링화하고, 주어진 공간도형을 공간좌표에 투영하여 식을 유도
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공간도형(뿔)의 부피를 구하는 부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  ×밑면적×높이’의 기본 식을 이해하고, 공간도형의 주요 개념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면 풀이가 가능한 문항이다. 교육과정 범위에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며 문제 풀이를 통해 문제해결력을 향상 시킨 학생이라면 풀이가
가능한 문항이다.
<문제 2-2>
[2-1] 내용을 보다 일반화한 문항으로서 [2-1]의 풀이과정에서 접하게 된 수학적 지식을
활용하고 심화/확장 단계로 발전하는 문항이다.
FB 의 길이를 미지수로 하여
[2-1]의 문항 풀이에 따른 수학적 지식을 다시 점검하고 선분 

공간도형 부피의 식을 유도하면 풀이가 가능한 문항이다.
[2-1]을 풀이한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이할 수 있다. 교육과정 범위에 있으며 교육과정
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문제해결력이 요구되는 문항이다

2.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B교사)
<문제 2-1>
정사각뿔을 한 평면으로 자른 두 입체도형의 부피를 각각 계산하는 문제이다.
정사각뿔의 각 점을 좌표공간 위에 표현한 뒤 평면의 방정식을 계산하여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의 공식을 통해 입체의 높이를 계산할 수 있다. 이후 입체의 부피는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또는 두 입체도형 중 한 입체도형의 부피만을 계산한 뒤 정사각뿔에서 해당 입체도형의
부피를 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체도형의 높이를 계산하기 위해
두 평면 사이의 이면각의 크기를 계산해야 하는데 삼수선의 정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면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선분 FB 의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후에 해결할 문제2-2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출제되었으며 문제 풀이 방법이나 그 계산 과정이 모두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다. 난이도는 중상 수준의 문제이다.
<문제 2-2>
정사각뿔을 한 평면으로 자른 두 입체도형의 부피가 서로 같아지도록 하는 선분의 길이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기본적인 문제해결방법은 문제2-1과 동일하나 문제2-1을 일반화시키는
문제이므로 입체도형의 부피에 대한 식이 다소 복잡하게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부피에
대한 식을 세우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면각의 크기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면 오답이 나타날 수 있다. 좌표공간을 활용한 풀이, 뿔의 부피를 활용한 입체도형의
일반적인 부피 계산 등 학생에 따라 다양한 풀이가 가능한 문제이다. 난이도는 상 수준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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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C교사)
<문제 2-1>
도형   과 도형   중 한 도형의 부피만 구하면 나머지는 정사각뿔의 부피에서 구한 도형의
부피를 빼는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사각뿔  의 넓이를 먼저 구한다면 밑면인 사다리꼴 AFGD 의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고
높이는 점 A 를 원점으로 하고 직선 AB , 직선 AD 를 각각  축,  축으로 한 좌표공간에서
평면

AFGD 의 방정식을 구하고 점과 평면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삼수선의 정리와 두 벡터가 이루는 각 공식을 이용하여 평면

AFGD 와 평면 ADE 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도 있다.
도형   의 넓이를 먼저 구한다면 점 F 를 지나고 평면 ABCD 에 수직인 평면과 점 G 를
지나고 평면 ABCD 에 수직인 평면으로 두 사각뿔과 하나의 삼각기둥으로 분할하여 각각의
부피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사각뿔의 높이와 삼각기둥의 밑면을 구하는 과정에서 삼수선의
정리가 필요하다. 계산과정이 길지만 여러 가지 풀이법이 있어서 접근에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여 난이도는 ‘중상’ 정도이다. 교과과정에 합당한 문제이다.
<문제 2-2>
점 F 를 실수  에 대하여 나타내고 2-1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다. 발상과 풀이의
흐름은 2-1과 같으나 평면의 방정식이나 필요한 점들이 실수  에 대해 표현되기 때문에 2-1
보다 계산이 다소 복잡하여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교과과정에 합당하고
난이도는 ‘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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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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1-1, 1-2, 2-1, 2-2

입학 모집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물리Ⅰ,Ⅱ

출제 범위

과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물리

핵심개념 및 용어

구심력, 역학적 에너지 보존, 운동량 보존, 에너지
보존법칙, 뉴턴운동 제2법칙, 등가속도운동,
전자기유도법칙, 패러데이법칙, 렌츠의 법칙, 자기력

예상 소요 시간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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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 에 비례하고 질량 에 반비례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
면   이다. 이것을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라고 한다.

(나) 물체에 연결된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줄은 물체에서 멀어지려는 방향으로 줄을
따라 물체를 잡아당긴다. 이때 줄이 팽팽히 당겨진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힘을 장력이라고 한다. 줄에 걸린 장력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같다. 일반적
으로 장력은  로 표시한다.

(다)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과 속도()에 비례하는 물리량을 운동량()이라 하고,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  )으로 나타낸다. 여러 물체 사이에 생기는 다양한 상호작용이
발생해도 알짜힘이 0일 때, 운동량의 합은 항상 보존이 되며 이것을 운동량 보존 법
칙이라고 한다.

(라) 충돌과 같은 물리적 현상에서 운동량 보존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모든 충돌에서 성
립한다. 운동에너지 보존은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구공의 충돌처럼 충돌 전
후의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을 탄성 충돌이라고 한다.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두
물체가 탄성 충돌할 때 충돌 전과 충돌 후 두 물체의 상대속도는 다음 관계가 성립한

- 61 -

다.
    ′  ′ ,

여기서   는 충돌 전 두 물체의 속도이고 ′ ′는 충돌

후 두 물체의 속도이다.

(마) 높은 곳에서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포물선 운동을 하며, 이러한 운동은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공기의 저항을 무시하면 수평 방향으로는 물
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이므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연직 방향으로 물체에 중력이
작용하므로 등가속 운동을 한다. 따라서 물체는 수평 방향의 등속도 운동과 연직 방
향의 등가속도 운동을 합성한 운동이다.
※ 아래 문제에서 중력가속도는 g를 사용하고, 물체들의 접촉면의 모든 마찰과 공기의 저항 그리고 물체
의 크기는 무시한다.
(문제 1-1) <그림 1>과 같이 수평면에 물체 A, B와 경사각이

 인 경사면에 물체 C가 가벼운 줄로 연결

되어 있다. A, B, C의 질량은 각각 , , 이다. A와 B는 수평면에서, C는 경사면 시작 부분에서, 정
지상태에서 출발한다. B와 C 사이의 줄의 길이는 경사면의 거리







보다

길다. (10점)




θ

<그림 1>
(가) 세 물체 A, B, C에 각각 뉴턴의 운동 제 2법칙을 적용하여 가속도를 구하고, 줄 D와 줄 E에 각각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를 구하여라.
(나) 물체 C가 경사면 중점(   )에 왔을 때 줄이 끊어졌다. 줄 E에서 끊어진 경우 물체 C가 바닥에 도달
했을 때 속도는 줄 D가 끊어진 경우의 몇 배인지 논술하여라.
(문제 1-2) <그림 2>는 질량

   인 물체가 테이블로부터 높이 R의 위치 A에서 중력에 의해 마찰

이 없는 구형 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와, 테이블 위 B에 정지해 있는

   인 물체와 정면으로

탄성충돌한 후, 포물선 운동을 하며 바닥 C로 떨어지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구형면의 반지름은 이고
바닥으로부터 테이블의 높이는  이다. (10점)



(가) 충돌 직후 두 물체의 속도를 구하여라.
(나) 처음으로 바닥에 떨어진 두 물체 사이의 수평거리를 구하여라.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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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25점)
(가) 대전입자가 자기장 속에 들어가면 어떤 방향으로 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실험에 의하면 입자가 받는 자기력에 대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입자에 작용하
는 자기력은 전하량

와

전하의 속력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 에 비례한다. 입자

의 운동 방향과 자기장 사이의 각이 를 이룰 때 입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sin에
비례한다. 양전하의 자기력의 방향은 오른 손 네 손가락을 입자의 운동 방향에서 자
기장의 방향으로 감아쥘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나)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원의 중심방향으로 구심 가속도가 생긴다. 원운동 하는 물체
에서 구심 가속도가 생기게 하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한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따르면, 가속도는 물체에 가해지는 힘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구심력의
방향은 구심 가속도의 방향과 같고, 구심력의 크기  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은 원운동 하는 물체의 질량,  은 원운동의 반지름,  는 속도
(다) 코일 근처에서 자석이 움직이거나 자석 근처에서 코일이 움직여 코일 속을 통과하
는 자기력선속이 변할 때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
고 한다. 이때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위차를 유도기전력이라고 한다. 실험에
의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속이 변할 때 코일에 유도되는 유도기전력의 크기
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속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에 비례한다. 이것을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법칙이라고 한다. 렌츠는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자기력선
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을 렌츠법칙이라고 한다.
※ 아래 문제에서 양성자의 질량은  ≃ ×  ㎏이고 전하량은    ×  C이다. 중력
가속도는 g이고 마찰과 공기의 저항은 무시한다.

(문제 2-1) <그림 3>에서 운동에너지  ×  J로 평면에서 움직이는 두 개의 양성자가 있

다. 1.00T의 균일한 자기장이 종이 면을 뚫고 나오고 있다. 자기장 영역의 경계선을 A의
위치에서 수직으로, B의 위치에서   인 방향으로, 자기장에 시간차를 두고 두 양성
자를 입사시킨다. 양성자가 자기장 영역을 운동한 후 축을 통과해 빠져 나온다. (A와 B
는  평면상에서 운동한다.) (15점)



(가) A로 들어간 양성자의 회전반지름 을 구하여라.
(나) 두 양성자가 자기장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
왔을 때 축을 통과한 두 위치 사이의 거리를 구
하여라.
(다) A와 B로 들어간 두 양성자가 자기장 영역 안에서
운동하는 시간의 차이를 구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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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그림 3>

(문제 2-2) <그림 4>에서 자속밀도 인 연직 아래 방
향의 균일한 자기장이
너비가

이고

 선



위쪽 영역에만 존재한다.

저항이 , 질량이 인 긴 직사각형의

고리도선이 수평면과 로 기울어진 경사면 위에서 등속



으로 미끄러진다. (10점)
(가) 고리에 유도되는 전류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여라.
(나) 고리의 속도를 구하여라.
(다) 고리회로에서 단위시간당 소모되는 전기에너지
와 단위시간당 중력이 한 일을 구하여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하여 논의하여라.
θ
<그림 4>
3. 출제 의도
문제 1.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이용하여 속도, 가속도, 장력을 구하여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이다. 역학적에너지 보존법칙, 운동량 보존법칙, 포물선 운동을 이해하고 물체가 충돌 후
속도와 낙하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문제 2. 자기장 내에서 등속원운동하는 대전입자가 받는 힘을 구하고 회전 반경과 주기를 구할 수 있는
지를 묻는 문제이다. 전자기 유도법칙을 이용하여 유도전류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고 에너지 보존법칙을
성립하는 지를 묻는 문제이다.
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물리

관련

물1113. 속도, 가속도의 개념을 이해하고, 1차원 등가속도 운동을 설명
할 수 있다
성취기준 1

물1114-1. 1차원 운동에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1-1

물2112. 물체에 힘이 작용했을 때 운동변화를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물1113. 속도, 가속도의 개념을 이해하고, 1차원 등가속도 운동을 설명
할 수 있다
물1115-2. 퍼텐셜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을

관련 성취기준

성취기준 2

설명할 수 있다.
물2113. 지표면 근처에서 일어나는 포물선운동과 원운동을 분석하여

1-2

기술할 수 있다.
물2114. 2차원에서 운동량보존 개념을 이용하여 충돌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물2113. 지표면 근처에서 일어나는 포물선운동과 원운동을 분석하여
성취기준 3

기술할 수 있다.
물2222. 자기장 속에서 운동하는 전하가 받는 로렌츠 힘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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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물1215. 패러데이의 법칙을 알고 이를 통해 유도전류를 설명할 수 있
다.
물1411. 패러데이 법칙으로 유도전류를 이용한 발전과 정을 진술할 수
있다.
성취기준 4

물2223. 외부 자기장에 놓인 직선전류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설명할 수

2-2

있으며, 평행한 도선 사이에 힘이 작용하는 원리를 통해 두 도선 사이
에 작용하는 힘을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물2225. 패러데이 법칙을 적용하여 유도전류와 도 기전력을 정량적으
로 설명하고, 발전의 원리와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2. 자료 출처
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천재교육 물리Ⅰ

곽성일 외

(주)천재교육

2011

28-52,123-128

천재교육 물리Ⅱ

곽성일 외

(주)천재교육

2011

교학사 물리Ⅰ

김영민 외

(주)교학사

2011

교학사 물리Ⅱ

김영민 외

(주)교학사

2011

14-43,
131-165
29-57,91-121
14-60,
143-176

5. 문항 해설
1-1.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적용하여 속도, 가속도, 장력을 구하는 문제임.
1-2. 역학적에너지 보존법칙, 운동량 보존법칙, 포물선 운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문제임.
2-1. 자기장 내에서 운동하는 대전입자가 받는 힘을 구하고 운동을 해석하는 문제.
2-2. 전자기 유도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및 에너지 보존법칙을 묻는 문제.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평면과 경사면에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의 적용과 이해 여부.

10

1-2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과 운동량 보존 법칙의 이해 여부.

10

2-1

자기력과 구심력에 대한 이해 여부.

15

2-2

패러데이법칙과 렌츠법칙 이해 여부.

10

7. 예시 답안

(문제 1-1) (10점)
(가)
A:   
B:      
C:      


위의 식을 다 합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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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력을 구하면


       sin  ,



    sin       sin 


(나)
E줄이 끊어진 경우 속도(   )
공식        이용






먼저  내려갔을 때 속도를 구하면     ×   







∴    






끊어진 후  내려간(바닥) 뒤 속도를 구하기 위해      로 두고,




가속도는  (    )
공식        이용하여 풀면


       



∴  



  

------(1)

D줄이 끊어진 경우 속도(   ) 위와 같은 방식으로 풀이하면






먼저  내려갔을 때 속도를 구하면     ×   







∴    






끊어진 후  내려간(바닥) 뒤 속도를 구하기 위해      로 두고,






가속도는   (    )

공식        이용하여 풀면



       ×   







배


 


∴  





 ------(2)





(문제 1-2) (10점)
(가)물체 A가 B와 충돌직전의 속도(   )는 역학적에너지 보존법칙을 이용하면
위치에너지=운동에너지

     


∴   
 

이 후 탄성충돌하였으므로 운동에너지 보존법칙과 운동량보존법칙을 동시에 적용하면


      ′    ′


-----(1)



 
        ′       ′ 



 

---(2)

(1)과 (2)를 연립으로 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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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수평거리 구하는 식
     (처음속도 X 낙하시간)

낙하시간은 같다.
낙하시간은 높이 H에서 자유낙하 하는 시간과 같으므로


   


∴ 







따라서 두 물체 사이의 거리 =

 
   ×








-  
  ×








=




(문제 2-1) (15점)
(가) 입자가 자기장 내에서 운동 방향과 수직인 힘 자기력을 받아 원운동을 한다.
이 때 구심력=자기력

    


운동에너지가 주어져 있으므로 속도는

 ×       



∴ 




 ×   
  ×    

 
 × 

  ×    ×  × 

 
따라서     

  ×   

(나)
x축을 통과하는 거리차이=   
   ,

     cos    


x축을 통과하는 거리차이=    = 
         ×  ≒  
(다)
입자 A가 머무는 시간은 주기의 1/4 , 입자 B가 머무는 시간은 주기의 1/3이다.
   ×  ×  
주기를 구하는 식은    = 


 × 



시간 차이 =   =  ×   

(문제 2-2) (10점)
(가)
방향: 렌츠의 법칙 적용하면 시계방향
등속운동하므로 도선에 유도된 전류에 의한 자기력과 사각형 고리가 빗면을 내려가려는 힘이
같다.
   


∴  
  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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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빗면을 내려가려는 힘 = 자기력
    cos 

---(1)


 
그런데 옴의 법칙에 의해      ---(2)


(2)를 (1) 대입하면
 
 
   cos 
(다)

단위시간당 전기에너지           ×      
 
 

    
단위시간당 중력이 한 일      × 
 

 
cos
 

두 값이 같으므로 에너지 보존법칙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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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술 전형 의예과 출제문제(물리)에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문제 1-1>
두 개 이상의 물체가 함께 운동하는 경우 각각의 물체에 대해 뉴턴의 운동 제 2법칙을
적용하는 문제임. 서로 다른 실이 끊어졌을 경우에 대해 각각 가속도를 구하여 비교하도록
하여 풀이과정이 길어질 수 있으나 충분히 고교과정에서 훈련되어지고 있으며, 실이 끊어
졌을 경우 조건을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어떻게 대입해야하는지만 파악한다면 연립 방정식
계산으로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임.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무난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임.
난이도가 중간 수준이며 적절함.
<문제 1-2>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여 충돌 전후 물체의 운동 변화를 기술
하고 충돌 이후 수평성분만 가지고 포물선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임. 고전역학에서 다루는 다양한 개념과 법칙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음. 난이도가 약간 높은 수준이며 적절함.
<문제 2-1>
자기장 속으로 입사된 대전 입자가 받는 자기력으로 인해 입자가 등속원운동하는 것을 다룬
문제임. 자기력이 구심력 역할을 한다는 점, 입사 각도에 따른 궤적의 모양, 등속원운동하는
물체의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해결할 수 있음.
난이도가 높은 수준이며 적절함.
<문제 2-1>
외부자기장에 놓인 직선 도선이 받는 자기력과 중력이 균형을 이루며 경사면을 내려오는
경우 도선이 받는 자기력의 크기와 방향, 패러데이 법칙, 렌츠의 법칙 및 에너지 보존 등
고전역학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들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묻는
문제임.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여 운동방정식을 세워야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로 공식만
외워서는 풀 수 없어 변별력이 매우 높은 문제임. 난이도가 높은 수준이며 적절함.

2.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B교사)
<문제 1-1>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적용하는 문제로 1,2차원에서 질문을 하여 난이도를 높였음.
물체가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중간 지점에서 실이 끊어지는 문제로 계산 과정이 복잡하여
다소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으나, 고전역학에서 다루는 개념과 법칙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줄 안다면 무난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임. 난이도는 中上 수준이며 적절함.
<문제 1-2>
교육과정 물리I, II의 충돌과 포물선운동, 운동량보존법칙, 운동에너지보존법칙, 역학적에너지
보존법칙을 복합적으로 다룬 문제로 고차원적 사고력을 측정하는데 좋은 문제임. 평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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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뤄지는 문제로 무난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임. 난이도는 中 수준이며 좋은 문제임.
<문제 2-1>
자기장 속에서 대전입자의 운동과 원운동의 원심력을 함께 묻는 문제로, 기호로만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 물리량의 값을 숫자로 제시하여 계산하게 함으로서 자연과학을 공부해야
하는 학생이 가져야할 수치처리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문제임. 물리II를 공부한 학생이
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이나 수치처리 능력과 사고력이 필요함.
난이도는 中上 또는 上으로 논술 문제로 매우 적절함.
<문제 2-1>
자기장 속에서 직선 도선에 유도되는 전류에 의한 여러 가지 현상을 묻는 문제로, 자기장이
도선과 수직이 아니므로 도선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의 sin 성분이고, 도선에 영향을 주는
자기장도 cos 성분으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으나 물리I, II를 공부한 학생이라면 쉽게
풀이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임. 난이도는 中上 또는 上으로 논술 문제로 매우 적절함.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C교사)
<문제 1-1>
두 개 이상의 물체가 연결된 시스템에서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을 정확하게 분석
하고 분류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임. 빗면 아래 방향으로의 중력의 분력과 장력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 법칙을 적용하여 등가속도 운동에 관한 식에 대입을 하면 무난하게 풀어낼 수
있음. 난이도는 중간 수준이며 출제문제로 적절함.
<문제 1-2>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2차원 포물선 운동
해석의 다양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제시된 문제임. 물리에서 요구하는 역학적인 기본적인
사고력을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문제이며, 연직 성분과 수평 성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어 있다면 무난하게 풀어낼 수 있음. 난이도는 중간 수준이며 출제문제로 적절함.
<문제 2-1>
로렌츠힘이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로부터 등속원운동의 개념을 풀어내
가는 과정을 측정하는 문제임. (나)에서는 각각의 양성자의 궤적에 대한 사고력과 창의력을
명쾌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적용되어 있음. 이러한 개념이 (다)에서는 주기를 구해서
비교해 보는 수준까지 응용됨. 난이도는 높은 수준이며 출제문제로 적절함.
<문제 2-1>
역학과 전자기학이 잘 조화되어 있는 문제임. 경사각이 주어짐에 따라 다시금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야 하는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힘의 평형관계를 적용시키기 위해 운동방정식을
세워서 풀어내야 하는 계산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문제임. 전기적으로 소비되는 에너지와
역학적인 에너지의 전환 관계를 정량적으로 계산해 보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물리적 현상의
종합적 사고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임. 난이도는 높은 수준이며 출제문제로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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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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입학 모집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화학Ⅰ,Ⅱ

출제 범위

과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화학Ⅰ, 화학Ⅱ

핵심개념 및 용어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 엔탈피,
헤스의 법칙, 엔트로피, 자유 에너지

예상 소요 시간

25분

2. 문항 및 제시문

(가) 화학 반응식은 반응물질로부터 어떤 생성물질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반응 전후 물질의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나타낸다. 즉, 반응에 관여하는 각 물질의
입자 수, 질량 관계를 나타내고, 특히 기체의 경우는 부피 관계를 나타낸다.
(나) 서로 반응하지 않는 두 가지 이상의 기체가 혼합되어 있을 때 혼합 기체를 이루는
각 성분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을 부분 압력이라고 한다. 이 혼합 기체의 전체 압력이
각 성분 기체의 부분 압력의 합과 같다는 것을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이라고 한다.
(다) 어떤 압력과 온도에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엔탈피(H)라고 한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 반응물이 생성물로 전환될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엔탈피 차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되거나 흡수된다. 각 물질의 엔탈피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지만, 물질 사이의 엔탈피 변화는 열에너지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반응열을 측정하면 엔탈피 변화를 쉽게 알 수 있다. 일정한 압력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엔탈피 변화를 반응 엔탈피(ΔH)라고 하며,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ΔH = 생성물질의 엔탈피 합 – 반응물질의 엔탈피 합
(라)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을 표현하기 위해 화학 반응식에 반응열이나 반응
엔탈피를 함께 나타낸 것을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탄소의 연소,
수증기의 생성, 프로페인 생성의 열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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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 O2(g) → CO2(g),   = -394 kJ

(식 1)

2H2(g) + O2(g) → 2H2O(g),   = -484 kJ (식 2)
3C(s) + 4H2(g) → C3H8(g),   = +104 kJ

(식 3)

(마) 화학 반응에서 처음 반응물의 종류와 상태, 나중 생성물의 종류와 상태가 같으면 반
응 경로에 관계없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에 방출되거나 흡수한 열량의 총합은
언제나 일정하다. 이를 헤스의 법칙이라고 하며, 이 법칙을 이용하면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 있다.
(바)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기호 S 로 나타낸다. 열역학 제2법칙은 엔
트로피의 증가에 대한 법칙으로서, 우주와 같은 고립계에서 자발적 변화가 일어날
때 전체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것이다.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
은 어떤 자발적인 변화에 의한 것이므로 우주의 엔트로피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
다.
(문제 1-1) 한 용기가 칸막이에 의해 두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고, 부피가 3.0 L인 한쪽 공간에는 1.0 기
압의 NH3 기체가, 부피가 2.0 L인 다른 쪽 공간에는 2.0 기압의 O2 기체가 들어있다고 하자. 칸막이를
제거하면 NH3 기체와 O2 기체가 반응하여 NO 기체와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이 일어난다. 이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쓰고, 반응이 100% 완료된 후 NO 기체의 부분 압력을 계산하시오. (단, 칸막이의 부피는
무시할 수 있으며, 온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하시오.) (10점)

(문제 1-2) 제시문 (다), (라), (마), (바)를 참고하여 표준 상태에서 프로페인 기체가 연소할 때의 열화학
반응식을 쓰고,  값을 이용하여 이 반응의 자발성을 판단하시오. (10점)
3. 출제 의도
(문제 1-1)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고, 화학 반응식의 의미를 이해하여 양적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
다. 또한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한다.
(문제 1-2)
화학반응의 엔탈피 변화량을 헤스의 법칙을 통해 추론할 수 있고, 반응의 자발성을 자유에너지를 근거
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1. 제시문
(1) 제시문 (가)
적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화1105.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원자량과 분자량
등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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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화학Ⅰ

류해일 등

비상교육

2017

42-47

고등학교 화학Ⅰ

박종석 등

교학사

2017

38-42

고등학교 화학Ⅰ

노태희 등

천재교육

2017

42-29

기타

(2) 제시문 (나)
적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화2102. 기체의 온도, 압력, 부피 사이의 관계 및 기체 분압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
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해한다.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화학Ⅱ

류해일 등

비상교육

2017

27-29

고등학교 화학Ⅱ

박종석 등

교학사

2017

33-35

고등학교 화학Ⅱ

노태희 등

천재교육

2017

23-24

기타

(3) 제시문 (다)
적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화2202. 엔탈피와 결합 에너지의 관계를 설명하고, 헤스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화학Ⅱ

류해일 등

비상교육

2017

90-92

고등학교 화학Ⅱ

박종석 등

교학사

2017

86-88

고등학교 화학Ⅱ

노태희 등

천재교육

2017

83-86

기타

(4) 제시문 (라)
적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화2201-2. 반응열 측정 실험을 수행하여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수반되는 반응열
을 구할 수 있다.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화학Ⅱ

류해일 등

비상교육

2017

87-89

고등학교 화학Ⅱ

박종석 등

교학사

2017

88-90

고등학교 화학Ⅱ

노태희 등

천재교육

2017

87-94

기타

(5) 제시문 (마)
적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화2202. 엔탈피와 결합 에너지의 관계를 설명하고, 헤스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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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화학Ⅱ

류해일 등

비상교육

2017

93-95

고등학교 화학Ⅱ

박종석 등

교학사

2017

94-98

고등학교 화학Ⅱ

노태희 등

천재교육

2017

89-94

기타

(6) 제시문 (바)
적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화2204. 엔트로피의 의미를 정성적으로 설명하고, 자발적 변화와 엔트로피의 관계
를 설명할 수 있다.

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화학Ⅱ

류해일 등

비상교육

2017

103-107

고등학교 화학Ⅱ

박종석 등

교학사

2017

110-114

고등학교 화학Ⅱ

노태희 등

천재교육

2017

105-111

기타

2. 문항
(1) 문항 1-1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화1105.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원자량과 분자

성취기준

량 등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를 알 수 있다.
화2102. 기체의 온도, 압력, 부피 사이의 관계 및 기체 분압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해한다.

(2) 문항 1-2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화2201-2. 반응열 측정 실험을 수행하여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수반되는 반응열
을 구할 수 있다.

성취기준

화2202. 엔탈피와 결합 에너지의 관계를 설명하고, 헤스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화2204. 엔트로피의 의미를 정성적으로 설명하고, 자발적 변화와 엔트로피의 관계
를 설명할 수 있다.

5. 채점 기준
하위
문항

1-1

채점 기준

배점

화학 반응식 표현

2

NO의 몰분율 계산

4

NO의 부분 압력 계산

4

(또는)
화학 반응식 표현

2

칸막이 제거 직후의 부분 압력

3

- 74 -

NH3와 NO의 양적 관계 추론

3

NO의 부분 압력

2

열화학 반응식 표현

5



2



3

 값 판단

1-2

 을 근거로 한 자발성 판단
6. 예시 답안

(문제 1-1)
○ 화학 반응식 구하기
4NH3(g) + 5O2(g) → 4NO(g) + 6H2O(g)
○ 반응 후의 각 성분의 몰분율 계산
* n = PV/RT를 이용하여 각 성분의 몰수를 구함
* NH3의 경우 n = (1.0 기압)(3.0 L)/RT = 3.0a
O2의 경우 n = (2.0 기압)(2.0 L)/RT = 4.0a

(편의상 1/RT를 a로 놓음)
(편의상 1/RT를 a로 놓음)

4NH3(g) + 5O2(g) → 4NO(g) + 6H2O(g)
반응 전
변화

3.0a

4.0a

0

-3.0a

-3.75a

+3.0a

+4.5a

3.0a

4.5a

반응 후

0

0.25a

0

* 반응 후의 기체 혼합물의 총 몰수 = 0.25a + 3.0a + 4.5a = 7.75a
* NO의 몰분율 = 3.0a/7.75a = 3.0/7.75
○ NO의 부분 압력 계산
* NO의 부분 압력 = 기체 혼합물의 압력 x NO의 몰분율
= nRT/V x NO의 몰분율
= (7.75/5.0) x (3.0/7.75)
= 0.60 기압
(문제 1-1을 푸는 다른 방법)
○ 화학 반응식 구하기
4NH3(g) + 5O2(g) → 4NO(g) + 6H2O(g)
○ 칸막이 제거 직후의 각 성분의 부분 압력 계산(반응 전)
* 용기 부피 = 3.0 + 2.0 = 5.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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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3의 부분 압력 = P2 = (P1V1)/V2 = (1.0 기압)(3.0 L)/5.0 L = 0.60 기압
O2의 부분 압력 = P2 = (P1V1)/V2 = (2.0 기압)(2.0 L)/5.0 L = 0.80 기압
○ 반응물의 각 성분이 완전히 소모되는지 여부 판단
* 이론적인 반응물 몰비

 
  = 5/4 = 1.25

 
 
* 실제 반응물의 몰비

 

= 0.80 / 0.60 = 1.33




 

 

∴ NH3는 완전히 소모되어 NO로 전환됨(O2는 일부가 미반응으로 남음)
○ NO 기체의 부분 압력
* NH3가 완전히 NO로 전환되므로, NH3의 몰수가 NO의 몰수가 됨
즉, NH3의 부분 압력(0.60 기압)이 그대로 NO의 부분 압력(0.60 기압)이 됨
(문제 1-2)
○ 열화학 반응식 구하기
* 주어진 열화학 반응식을 이용하여 프로페인의 열화학 반응식 구하기
3C(s) + 3O2(g) → 3CO2(g)

  = 3(-394) kJ

4H2(g) + 2O2(g) → 4H2O(g)

  = 2(-484) kJ

C3H8(g) → 3C(s) + 4H2(g)

  = -104 kJ

C3H8(g) + 5O2(g) → 3CO2(g) + 4H2O(g)

  = -2254 kJ

○   값 판단하기
* 반응식을 보면 기체 반응물 6몰 → 기체 생성물 7몰로 몰수가 증가함
따라서 엔트로피가 증가함(  > 0)
*   =   - T  에서
  < 0,   > 0 이므로

  < 0

∴ 반응은 자발적임

- 76 -

■ 일반논술 전형 의예과 출제문제(화학) 1-1~2에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문제 1-1>
제시문 (가)에서 화학Ⅰ에서 학습한 화학 물질의 양적관계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고, 제시문
(나)에서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을 이용하여 기체의 분압을 구하라는 문제임.
우선 주어진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용하여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야 하고, 주어진 물질의 양에
따라 반응 한계물을 정하여 반응이 진행된 후에 남은 양을 계산하고, 전체 부피 속에 남은 물
질의 총 양에 따른 전체 압력을 구한 뒤, 일산화질소의 부분 압력을 구하는 과정이 다소 단계
가 많아 복잡할 수 있지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으므로 난이도는 ‘중’으로 판단됨.
<문제 1-2>
제시문 (마)에서 헤스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 주어지고, 제시문 (라)의 식 1, 2, 3을 이용하여 프
로페인 기체가 연소할 때의 열화학 반응식과 전체 반응 엔탈피(△H)를 구할 수 있음. 또한, 작
성한 열화학 반응식에서 기체의 몰수 변화로 인한 엔트로피 변화를 제시문 (바)를 이용하여 유
추하여 △G 값의 음, 양을 판단하여 반응의 자발성을 판단할 수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므로 난이도는 ‘중하’으로 판단됨.

2.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B교사)
<문제 1-1>
화학Ⅰ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화학반응식을 완성하고, 화학반응식의 계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한계반응물을 파악하여 반응하는 물질의 양과, 생성되는 물질의
양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무난하게
문제에 접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화학Ⅱ 교육과정에서 제시되는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에
대한 개념을 적용할 줄 알아야 하며, 양적관계를 해결해나갈 때 꼼꼼한 계산과정이 필요하므로
난이도는 ‘중’이다.
<문제 1-2>
화학Ⅱ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엔탈피, 헤스의 법칙을 바탕으로 주어진 식을 활용하여, 프로페인
이 연소 반응할 때의 열화학반응식을 구성하고, 이때 방출되는 연소엔탈피를 계산해내야 한다.
또한 기체분자수가 증가하는 반응이므로 반응이 진행되면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양의 값을 갖
는 다는 것을 정성적으로 예측해야 한다. 반응에 있어 엔탈피변화량과 엔트로피 변화량의 부호
를 활용하여 자유에너지의 값이 음의 값임을 추론하고,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설
명하여야 한다. 화학Ⅱ교육 과정에서 제시하는 개념을 철저하게 공부한 학생이라면 풀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엔탈피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
제이기에 난이도는 ‘중하’이다.

- 77 -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C교사)
<문제 1-1>
1-1 문항은 교육과정에서 크게 3가지에서 4가지 성취기준 안에서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다. 우선 제시문에서 주어진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주어
진 압력과 부피 관계를 통해 분압을 계산하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적 관계를 추론할 수 있어
야 한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모두 교육과정 내용에 해당하며 필요한 개념과 용어, 채점
기준까지 교육과정 내 범위와 수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이에 교육과정 내 개념을 유기

적으로 연계하여 이해한 학생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문항의 난이도는 중에 해
당한다.
<문제 1-2>
1-2 문항은 헤스의 법칙, 엔트로피, 자유 에너지와 같은 교육과정 핵심 개념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다. 엔탈피 변화량을 헤스의 법칙을 활용해 계산하는 문항과 반응의 자발성을
주어진 엔탈피 변화량과 엔트로피 부호를 통해 예측하는 문항이다. 이와 관견된 문항은 화학Ⅱ
5종 교과서 모두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EBS 수능특강과 수학능력평가에서 또한 헤스의
법칙과 자유 에너지 개념을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지속적으로 출제해 왔다.
문항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개념과 용어, 단위 그리고 채점 기준까지 교육과정 내 범위와 수
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문항으로 교육과정 내 개념을 이해하고 숙지한 학생이라면 답안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이에 난이도는 중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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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카드 9-2]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일반(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입학 모집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출제 범위

의예과(화학)/ 2-1, 2-2
화학Ⅰ,Ⅱ
교육과정 과목명

화학Ⅱ

핵심개념 및 용어

반응속도, 반응물의 농도, 1차 반응, 0차 반응, 반감기,
연료전지, 산화환원반응, 표준 전지 전위

예상 소요 시간

30분

2. 문항 및 제시문

(가) 화학 반응의 빠른 정도를 나타낸 것을 반응 속도라고 한다. 반응 속도식에 있어서
반응 차수는 반응 속도가 각 반응물의 농도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알려 준다.
0차 반응의 반응 속도는 반응물의 농도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1차 반응의 반응
속도는 반응물의 농도에 비례한다. 반응물의 초기 농도가 절반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한다.

(나) 일반적인 전지는 내부에 저장되어 있던 화학 물질이 모두 소모되면 재충전하거나
폐기해야한다. 이에 비해 연료 전지는 반응물이 전지 내부에 저장되어 있지 않고 외
부로부터 계속 공급되어 지속적으로 작동되는 전지이다. 연료 전지로서 가장 잘 알
려진 예는 우주선 등에서 전력 공급원으로 사용되는 수소-산소 연료 전지<그림 1>
이다. 이 전지는 금속 촉매를 주입한 다공성의 탄소 전극과 고온의 KOH 수용액으로
구성된 전해질 또는 수소 이온 전도성 전해질로 되어 있다. 수소-산소 연료 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킴으로써 다른 연료보다 열효율이 높고 공해가 거의 없는 전지
이다. 연료 전지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직접 메탄올 연료 전지<그림 2>를 들
수 있는데, 이 전지는 수소 기체를 사용하는 대신에 메탄올 수용액을 원료로 사용한
다. 최근 휴대용 소형 전자 기기의 고성능화가 이루어지면서, 높은 출력을 내면서 보
다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원 장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직접
메탄올 연료 전지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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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소-산소 연료 전지>

<그림 2. 직접 메탄올 연료 전지>

(문제 2-1) 다음은 A(g)와 B(g)가 반응하여 C(g)와 D(g)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다음 표는
일정 온도에서 같은 부피의 강철 용기에서 A(g)와 B(g)의 농도를 변화시킨 실험의 결과이고, t 는 반응
시간이다. 이 반응의 반응 속도식과 반응식의 계수를 구하시오. 그리고 실험 3에서 t = 3분일 때의 x 값
을 구하고, 실험 2에서 t = 6분일 때의 A의 농도를 구하시오. (단, 반응 속도 상수는 k라고 한다.) (15점)
aA(g) + bB(g) → cC(g) + dD(g) (a, b, c, d는 계수)
실험

[A](M)

[B](M)

[C](M)

[D](M)

초기

번호

t = 0

t = 3분

t = 0

t = 3분

t = 0

t = 3분

t = 0

t = 3분

반응속도

1

16

4

20

11

0

12

0

6

2

32

8

20

2

0

24

0

12

3

32

8

40

x

0

24

0

12

v
2v
2v

(문제 2-2) <그림 1>의 수소-산소 연료 전지와 <그림 2>의 직접 메탄올 연료 전지의 (-)극과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반응식을 각각 쓰고, 각 연료 전지의 전체 반응식을 추론하시오. (단, <그림 2>의 경우
는 주어진 반쪽 반응을 활용하시오.)



그리고 <그림 2>의 연료 전지의 표준 전지 전위를   과   로

나타내시오. (10점)

3. 출제 의도

(문제 2-1)
반응속도식에 대한 이해도와 반응물의 농도와 반응 차수와의 관계, 반감기와 농도와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문제 2-2)
연료전지의 반쪽 반응식과 전체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고, 표준 전지 전위를 추론할 수 있는지
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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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제 근거
1. 제시문
(1) 제시문 (가)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화2403-1. 반응 속도의 농도 의존도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반감기

관련 성취기준

를 정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화2403-2.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 변화 실험을 수행하여 농도와 반응 속도의
관계를 찾을 수 있다.

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화학Ⅱ

노태희 등

천재교육

2017

203-219

고등학교 화학Ⅱ

박종석 등

교학사

2017

234-237

고등학교 화학Ⅱ

류해일 등

비상교육

2017

228-230

기타

(2) 제시문 (나)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화2308-1. 화학 전지, 연료 전지의 원리를 산화-환원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

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화학Ⅱ

노태희 등

천재교육

2017

181-194

고등학교 화학Ⅱ

박종석 등

교학사

2017

211-212

고등학교 화학Ⅱ

류해일 등

비상교육

2017

198-199

기타

2. 문항
(1) 문항 2-1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화2403-1. 반응 속도의 농도 의존도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반감기

관련 성취기준

를 정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화2403-2.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 변화 실험을 수행하여 농도와 반응 속도의
관계를 찾을 수 있다.

(2) 문항 2-2
적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화2308-1. 화학 전지, 연료 전지의 원리를 산화-환원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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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점 기준
하위
문항

2-1

2-2

채점 기준

배점

반응 속도식의 정확한 표현

4

반응식의 계수

4

실험 3에서의 x값

3

실험 2에서 t = 6분일 때의 [A]

4

수소-산소 연료 전지의 반응식

4

직접 메탄올 연료 전지의 반응식

4

표준 전지 전위

2

6. 예시 답안

(문제 2-1)
○ 반응 속도식 구하기
* 반응 속도 = k [A]m[B]n
* 실험 1, 2를 비교하면
A의 농도가 2배가 되면 반응 속도가 2배로 증가함
따라서 A에 대하여 1차 반응

∴ m = 1

* 실험 2, 3을 비교하면
B의 농도가 2배가 되어도 반응 속도 변화 없음
따라서 B에 대하여 0차 반응

∴ n = 0

* ∴ 반응 속도 = k [A] (또는 k [A]1[B]0)
○ 반응식의 계수 구하기
* 실험 1을 보면
A는 12 M 소모, B는 9 M 소모
C는 12 M 생성, D는 6 M 생성
즉, 12 : 9 : 12 : 6 = 4 : 3 : 4 : 2
∴ a = 4, b = 3, c = 4, d = 2
○ 실험 3에서의 x값 구하기
* A와 B는 4 : 3의 비로 반응하므로
A가 24 M 소모될 때 B는 18 M 소모됨
∴ x = 40 – 18 = 2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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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2에서 t = 6분일 때 A의 농도 구하기
* 실험 2에서 [A]는 t = 3분일 때 초기(t = 0분) 농도의 1/4로 감소했으므로
반감기는 1.5분임
* 6분이면 반감기가 4번 지나는 것이므로
t = 0분일 때의 농도의 1/16로 감소할 것임
t = 6분일 때 예상되는 [A]는 2 M
* 그러나, t = 3분과 t = 6분 사이에서 A가 6 M 감소하는 동안 B는
6 x (3/4) = 4.5 M이 소모되어야 하는데 t = 3분에서 B는 2 M 밖에 없으므로
t = 3분과 t = 6분 사이에 B가 먼저 완전히 소모됨
* B 2 M이 완전히 소모될 때 반응으로 함께 소모되는 A의 농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됨
2 x (4/3) = 2.67 M
따라서, t = 6분에 남아있는 A의 농도는
[A] = 8 - 2.67 = 5.33 M
(문제 2-2)
○ 수소-산소 연료 전지의 반응식
(-)극: 2H2(g) + 4OH-(aq) → 4H2O(l) + 4e(+)극: 2H2O(l) + O2(g) + 4e- → 4OH-(aq)
전체: 2H2(g) + O2(g) → 2H2O(l)
○ 직접 메탄올 연료 전지의 반응식
(-)극: 2CH3OH(aq) + 2H2O(l) → 2CO2(g) + 12H+(aq) + 12e(+)극: 3O2(g) + 12H+(aq) + 12e- → 6H2O(l)
전체: 2CH3OH(aq) + 3O2(g) → 2CO2(g) + 4H2O(l)
○ 표준 전지 전위

전지
=   -  

- 83 -

■ 일반논술 전형 의예과 출제문제(화학) 2-1~2에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문제 2-1>
제시문 (가)에서 반응 속도 차수를 판단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언급이 있긴 하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표를 이해하여 A와 B의 농도 변화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비교하여 A와 B의 반응
차수를 찾는 문항임. 또한, 반응 물질의 감소한 농도의 양과 생성 물질의 증가한 농도의 양을
비교하여 반응한 농도비와 계수비가 같다는 것을 인지하여 계수비를 찾고, 이를 이용하여 x값
을 계산하여야 함. 그리고 A의 반감기를 찾아 실험 2에서 6분일 때의 농도를 구하는 등 과정
이 다소 단계적으로 구해야만 다른 질문을 해결할 수 있기에 난이도는 ‘중상’으로 판단됨.
<문제 2-2>
연료 전지의 각 극에서 일어나는 산화 환원 반응을 제시문 (나)를 이용하여 어렵지 않게 작성
할 수 있고, 직접 메탄올 연료 전지의 경우 제시문 (나)에서 반쪽 반응을 다 제공해주었지만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의미를 이해하여 반응식을 적절하게 변형해야 함. 두 전지 모두 전
체 반응식을 만들기 위해 전자의 개수를 맞춰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
결할 수 있기에 난이도는 ‘하’로 판단됨.

2.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B교사)
<문제 2-1>
화학Ⅱ 교육과정의 반응속도에 대한 이해와 주어진 실험결과 자료로부터, 반응 속도식을 추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후, 같은 시간동안 반응하고 생성되는 몰농도의 양으로부터 화학반응식
의 계수비를 찾아 내면, 3분후 엑스값을 구해낼 수 있다. 또한 반응속도식이 1차인 경우, 반응
물의 농도에 관계없이 반감기가 일정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주어진 자료에서 반감기를 계산해
내야하고, 6분후의 반응물의 양을 추론해야한다. 질문하고 있는 내용도 많고, 반감기에 대한 정
확한 개념 이해를 토대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으니 난이도는
‘중상’이다.
<문제 2-2>
화학Ⅰ교육과정의 산화환원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화학Ⅱ교육과정의 연료전지의 원리를 충분
히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직접메탄올 연료전지도 반쪽반응식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를 산화환원반응으로 구분하고, 전자의 개수를 맞추어 전체 반응식으로 표현해 낼
수 있다. 반쪽반응에서 제시된 각각의 표준환원전위를 활용하여 연료전지의 표준 전지전위도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각 교육과정을 숙지한 학생이라면 무난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난이도는 ‘중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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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C교사)
<문제 2-1>
2-1 문항은 시간에 따른 반응물의 농도 변화를 통해 화학 반응식의 계수와 반응 차수, 반감기
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또한 문항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정 필수 개념인 반응
속도, 반응 차수, 반감기 등을 제시문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문항과 관련한 모든 개념과 용어,
채점 기준까지 교육과정 내 범위와 수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유형의 문항
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수학능력평가 및 EBS교재에서도 자주 다루고 있다.
단,  =6분일 때의 A의 농도를 묻는 부분은 6분 이전에 B의 농도가 0에 도달하여 B의 농도를
한계 반응물로 설정한 후 양적 관계를 예측해야 한다. 하지만 기계적 문제 풀이에 익숙한 학생
은 이러한 B의 농도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A의 농도 변화만 계산식에 의존해 해결함으로써
B의 농도 변화를 간과하는 오류를 범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문항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각각의 물질의 농도 변화를 상황 속에서 인지하고, 유기
적으로 개념을 활용한 학생만 실수 없이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문제의 난이도는 중상
에 해당한다. 이해한 학생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문항의 난이도는 중에 해당한
다.
<문제 2-2>
2-2 문항은 수소-산소 연료 전지와 메탄올 연료 전지의 산화-환원 반응식과 표준 전지 전위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개념은 교육과정 내 성취 수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문항 해
결을 위한 필수 개념 또한 제시문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수소-산소 연료 전지의 산환-환원 반쪽 반응식은 화학Ⅱ 5종 교과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으며,
제시문에서 보여주는 개념만으로 산화-환원 반쪽 반응식을 예측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다.
메탄올 연료 전지의 반쪽 반응식은 천재교육 교과서에서만 직접 다루고 있다. 하지만 제시문
에서

(-)전극과 (+)전극의 반쪽 반응식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주어진 화학 반응식을 토대로

산화 전극과 환원 전극만 구분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하 수준의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산화-환원 반응과 표준 전지 전위의 개념을 교유과정 안에서 이해한 학생은 문제를 해결 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난이도는 중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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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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모집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출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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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과학-2

핵심개념 및 용어

DNA, 중심원리, 유전 암호, 코돈

예상 소요 시간

15분

2. 문항 및 제시문

가) 4종류의 염기를 사용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 자리 이상의 염기
를 유전 암호로 사용해야 하는데, 유전학적 연구를 통해 유전 암호가 세 자리의 연속
된 염기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세 자리 유전 암호를 사용한다면 64개의 유
전 암호가 가능한데, 이렇게 3개의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각각의 유전 암호를 코돈이
라고 한다. 특히, 유전 암호에서 특정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이 한 개 이상 존재
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동일한 아미노산을 암호화하는 코돈의 일부를 묶어놓은 것
이다.
CCU, CCC, CCA, CCG

AAA, AAG

UCU, UCC, UCA, UCG, AGU, AGC

CAA, CAG

GCU, GCC, GCA, GCG

GAA, GAG

AGA, AGG, CGU, CGC, CGA, CGG

UUA, UUG, CUU, CUC, CUA, CUG

GGU, GGC, GGA, GGG

AAU, AAC

ACU, ACC, ACA, ACG

CAU, CAC

나) 코돈을 알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합성한 mRNA를 이용하여 어떤 폴리펩타이드가 만들
어지는지 분석하였다. 아래와 같이 반복되는 서열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폴리펩타이
드의 구성 아미노산을 분석하여 각 아미노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였더니 다음
과 같았다. (단, 인공적으로 합성한 mRNA는 첫 뉴클레오타이드부터 3개씩 번역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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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 제시문 (가)와 (나)를 바탕으로 코돈과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유전 암호 표를 그린 후, 확인된
아미노산과 코돈을 표시하고,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 전체에서 확인된 코돈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시오. 단, 모든 코돈을 표시할 수 있는 유전 암호 표를 그리고, 염기의 순서는 U-C-A-G 순으로 하
며 제시문을 통해서 알아낸 결과만 표기한다. (10점)

3. 출제 의도
1. 학생들이 유전 암호 표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2. 64개의 코돈과 20개의 아미노산이 중복되어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생2211. 핵산의 구성 성분과 DNA의 구조 및 복제 과정을 이해한다.
생2212.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이해한다.
과목명: 생명과학Ⅰ
성취기준1

성취기준2
관련 성취기준
성취기준3

성취기준4

관련

생2211-2.
핵산의 종류에 따른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생2212-1.
유전정보가 저장된 형태를 설명할 수 있다.
생2212-2.
유전자에서 RNA로 전사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생2212-3.
mRNA에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번역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자료 출처
가. 교과서 내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박희송 외

교학사

2017

142, 144-146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권혁빈 외

교학사

2017

126-127, 142, 144-145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이길재 외

상상아카데미

2017

119, 121-123, 127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심규철 외

비상교육

2017

152-155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이준규 외

천재교육

2017

112, 1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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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재구성

자료

여부

5. 문항해설

1) CCCGCCCGCCCG는 CCC, GCC, CGC, CCG로 위의 표에 같은 아미노산의 코돈을 묶어놓은
표와 비교하면, CCC와 CCG가 두 번 나와서 50%를 차지하는 프롤린임을 알 수 있고, GCC,
CGC가 아르지닌과 알라닌 둘 중의 하나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2) AAAGAAAGAAAG는 AAA, GAA, AGA, AAG로 1)과 같은 방식으로 AAA와 AAG가 라이신임
을 알 수 있고, AGA는 아르지닌, AAG는 글루탐산이며, 첫 번째 그래프와 비교해서 CGC가 아
르지닌, GCC가 알라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AAGGAAGGAAGG는 AAG GAA, GGA, AGG로 이미 코돈을 알고 있는 라이신, 아르지닌, 글
루탐산을 제외하면 GGA가 글라이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은 정지코돈 3개를 제외하면 61개이기 때문에 61개를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면 된다.

6. 채점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유전자 암호표를 제대로 그리고, 코돈과 아미노산을 제대로 표시하였음

--> 5점

+5

6개 아미노산의 코돈은 맞추었지만, 표를 제대로 그리지 못했음 --> 1점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은 정지코돈을 제외한 61개이기 때문에 전체 아미노산을 지정하

1-1

는 코돈 중 22개를 확인하여 22/61개를 확인하였음.

+5

22/61 --> 5점
정지코돈을 고려하지 않고, 22/64 혹은 11/32를 적음 --> 1점

7. 예시답안
두 번째 염기
U

C

A

G
U
C

U

C
첫
번째

A
프롤린

아르지닌

G
U

프롤린

아르지닌

C

프롤린

아르지닌

A

프롤린

아르지닌

G
U

염기

C

A

라이신

아르지닌

A

라이신

아르지닌
글라이신

G
U

알라닌
G

알라닌

글라이신

C

알라닌

글루탐산

글라이신

A

알라닌

글루탐산

글라이신

G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은 정지코돈을 제외하고 61개이기 때문에 전체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 중
22/61개를 확인하였음

- 88 -

■ 일반논술 전형 의예과 출제문제(생명과학) 1-1에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문제 1-1>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2단원 유전자와 생명공학 내용 중 니런버그와 마테이의 실험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니런버그 등은 인공 mRNA를 합성하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아미노
산에 대해 조사하여 64개의 코돈 가운데 61개는 아미노산을 암호화하고 3개의 코돈은 종결코
돈임을 알아내게 된다. 이 실험은 교과서(교학사(박) 145-146p, 교학사(권) 144-145, 천재교육
166p, 비상교육 155p, 상상아카데미 127p)에 그 실험과정과 원리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 3개
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암호화한다는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간다면 어렵지
않게 유전암호 표를 완성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능형 문항에서 주어지던 유전 암
호 표를 거꾸로 추론하여 만들어 가야한다는 점과 실험의 원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난이도는 상으로 판단된다. 또한, 64개의 코돈이 모두 아미노산을
암호화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의 함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B교사)
<문제 1-1>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2단원 유전자와 생명공학 중 유전 암호의 해독 과정에 대해 발견 원리를
묻는 문항이다. 니런버그가 수행한 인공 mRNA를 이용한 실험이 교과서에 원리와 함께 자세히
소개(교학사(박) 145-146p, 교학사(권) 144-145, 천재교육 166p, 비상교육 155p, 상상아카데미
127p)되어 있는데 예시로 설명한 실험은 단일 염기의 반복으로 구성된 mRNA를 이용한 폴리
펩타이드 합성 실험이다.(예) AAAAA..., UUUUU... 등) 문제에서는 이를 응용하여 2종류의 서로
다른 염기를 이용한 실험 결과를 순차적으로 주어 이를 통한 유전 암호 해독을 요구한다. 교과
서에 제시된 실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였다면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이나, 유전 암
호표를 그리는 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며,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 전체가 61개라는 점을
간과하기 쉬우므로 난이도 상에 해당한다.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C교사)
<문제 1-1>
DNA의 개념과 분자생물학적 정보전달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유전자와 생명공학은 생명과학2
의 필수적인 단원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르면 이 단원을 학습한 학생들은 유전자에서
RNA로 전사되고, mRNA에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을 제시하
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필수 학습 내용인 유전 암호의 분석에 관련한 본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DNA의 염기 서열은 RNA 중합효소에 의해 상보적
방식에 따라 mRNA 서열로 직접 전사되는데, 이 정보가 아미노산 서열 정보로 전환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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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유전 암호가 필요하다. 니런버그는 인공 mRNA를 합성하여 시험관 속에서 단백질을 합성
하는 실험을 하여, 64개 코돈에 대한 유전 암호를 밝혀내었고, 이 중 61개는 20종류의 아미노
산을 암호화하고, 3개는 종결코돈이라는 것이 생명과학Ⅱ 교과서의 본문에 충분히 서술되어 있
으므로 성실하게 학습하였다면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항이다. 다만 코돈표 자체가 주어지
는 문항에 익숙한 경우 실험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자료 해석이 어려울 수 있고, 비율을
따져보아야 하는 수학적 표현 과정이 필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문항 난이도는 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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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카드 10-2]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일반(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입학 모집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의예과(생명과학)/1-2
생명과학-1, 생명과학-2
교육과정 과목명

출제 범위

생명과학-2

핵심개념 및 용어

예상 소요 시간

15분

2. 문항 및 제시문

다) 생명 공학 기술은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생명
공학의 발달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의학 분야이다. 생명 공학 기술은
21세기에 인류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과학
기술이며, 인류의 복지 향상 및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 심장, 간, 안구 등의 장기 이식은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장기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명
공학 기술을 이용한 장기 생산 연구가 진행 중이다.
(문제 1-2) 어떤 환자의 특정 장기와 장기를 구성하는 세포들에 심각한 질병이 생겨서 그 장기가 기능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문제를 생명 공학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할 때, 이론적으로 가능
한 생명 공학 기술을 나열하고, 각 기술들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10점)

3. 출제 의도
1) 생명 공학 기술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응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함.
2) 생명 공학 기술을 장기 생산을 위한 의학 분야에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하고자 함.

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생2221. 재조합 DNA, 단일 클론 항체, PCR, 인간유전체 사업, 줄기세포, 장기이
적용 교육과정

식 등 생명 공학 기술의 원리를 이해한다.
생2222. 생명 공학의 발달 과정과 가능성 및 사회적 쟁점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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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생명과학Ⅰ

관련

생2221-1.
성취기준 1

재조합 DNA, 단일 클론 항체, PCR, 인간유전체 사업, 줄기세
포, 장기이식 등 생명 공학 기술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관련 성취기준
성취기준 2
성취기준 3

생2222-1.
생명 공학의 발달 과정과 활용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다.
생2222-2. 생명 공학 기술의 주요 사회적 쟁점을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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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박희송 외

교학사

2017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권혁빈 외

교학사

2017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이길재 외

상상아카데미

2017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심규철 외

비상교육

2017

177-179, 188-190, 200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이준규 외

천재교육

2017

141-143, 149-150, 161

관련

재구성

자료

여부

163-166, 173-174, 182
166-168,178-179,
180-181, 185-187
143-144, 151-152,

159,

165

5. 문항해설
생명 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장기나 장기를 구성하는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다. 이들 기술을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지 확인한다.
1) 성체 줄기 세포를 이용하는 방법
2) 배아 줄기 세포를 이용하는 방법
3) 역분화 줄기 세포를 이용하는 방법
4) 동물 장기를 이식하는 방법

6. 채점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성체 줄기 세포, 배아 줄기 세포, 역분화 줄기 세포, 동물 장기 이식을 모두 정확하게 이해
1-2

하고 설명하였음 --> 10점
4가지를 모두 적지 않았을 때는 한 개당 2점 부여
기술 이름과 설명이 틀린 경우 --> 그 항목은 0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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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 예시답안

1) 성체 줄기 세포
특정 장기로 분화전 세포를 환자의 신체 조직(탯줄세포, 골수, 혈액, 조혈모세포)등에서 추출해
서 장기 재생이나 손상을 복구한다.
2) 배야 줄기 세포
체세포의 핵을 추출하여 핵을 제거한 난자에 핵치환하여 배아세포를 만들며,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환자의 몸에 이식할 수 있다.
3) 역분화 줄기 세포
환자의 체세포에 조절유전자를 도입하여 분화, 증식 능력을 가지는 줄기 세포를 만들어 활용한다.
4) 동물 장기
형질 전환된 동물로부터 인체 장기와 유사한 장기를 이식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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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술 전형 의예과 출제문제(생명과학) 1-2에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문제 1-2>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2단원 유전자와 생명공학에 대한 내용으로 다양한 생명공학 기술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지를 묻는 문항이다. 문제에서는 특정 장기가 기능을
못하는 경우 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러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였다. 교과서에 소개된 생명공학 기술들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면 문제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 문
제의 난이도는 하에 해당한다.

2.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B교사)
<문제 1-2>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2단원 유전자와 생명공학 중 생명 공학 기술의 전반적인 내용과 활용에
대해 묻는 문항이다. 특정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활용 가능한 기술의 나열 및 방법에 대한 간
단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교과서를 통해 배운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대다수
의 학생들이 쉽게 풀 수 있으리라 생각되므로 난이도 하에 해당한다.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C교사)
<문제 1-2>
유전자와 생명 공학 단원의 유전자와 형질발현 파트는 유전자에 담긴 정보가 단백질로 발현되
고 조절되기까지의 원리와 과정에 대해 다루고 있다면 후반부인 생명 공학 파트는 이러한 분
자적 메커니즘이 생명 공학 기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발달해 왔는가를 학습하도록 교육과정
상에 내용과 성취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본 문항은 제시문에서 생명 공학 기술의 발달과 장기
생산 연구에 대해 언급하면서, 특정 장기에 이상이 생긴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생
명 공학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
한 수준이다. 또한 생명 공학 단원 전반에 걸쳐 학습한 내용을 충분히 서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접근과 답안 작성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문항 난이도는 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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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카드 10-3]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일반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입학 모집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출제 범위

의예과(생명과학)/2-1,2-2
생명과학-1, 생명과학-2
교육과정 과목명

생명과학-2

핵심개념 및 용어

제한효소, 전기 영동

예상 소요 시간

30분

2. 문항 및 제시문

(가) 제한 효소는 원래 세균과 같은 원핵생물의 세포에 들어있는 효소로, 바이러스나
다른 생명체의 DNA가 세포 내로 침입했을 때 침입한 DNA의 특정 염기 서열을
인식하고 그 부위를 잘라서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DNA를 제한 효소로
처리하면 여러 가지의 DNA 조각이 생기는데, 이 조각들을 전기 영동 장치의 젤
위에 놓고 전기를 통하게 하면 조각의 크기에 따라 분리된다.
(나) 서로 다른 2개의 DNA를 섞은 후, 섞인 DNA를 제한 효소 A와 B를 조합해서
잘라주었다. 제한 효소 반응이 끝난 후, 전기 영동 장치를 이용하여 잘린 DNA
조각의 크기를 확인하였더니 다음과 같았다. (단, 각각의 DNA에는 제한 효소 A와
B에 의해서 인식되는 위치가 각각 한 개 이상 존재하고 제한 효소 A와 B가
인식하는 위치는 총 5개 존재한다. 아래 표에서 같은 크기의 DNA는 DNA의 양과
상관없이 하나의 조각으로 표시되며, 1 kb는 1000염기쌍을 말한다.)
제한 효소

잘린 DNA의 크기

A

9 kb, 5 kb, 4 kb

B

8 kb, 7 kb, 2 kb, 1 kb

A+B

5 kb, 4 kb, 3 kb, 2 kb, 1 kb

(문제 2-1) 제시문 (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2개의 DNA를 그리고, 전체 크기와 제한 효소 A와 B가 인식
하는 위치 및 상대적인 거리를 표시하시오. (15점)
(문제 2-2) 제시문 (나)에 사용된 2개의 DNA를 섞지 않고, 제한 효소 A, B 및 A+B로 각각 자른 후 전기
영동으로 분석한 결과를 추론해서 그리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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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제 의도
1) 제한 효소의 개념을 이해하고, 제한 효소에 의한 DNA 절단 결과를 이해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2) 전기 영동에 의한 DNA 분석 방법을 이해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생2221. 재조합 DNA, 단일 클론 항체, PCR, 인간유전체 사업, 줄기세포, 장기이식
적용 교육과정

등 생명 공학 기술의 원리를 이해한다.
생2222. 생명 공학의 발달 과정과 가능성 및 사회적 쟁점을 인식한다.
과목명: 생명과학Ⅰ
성취기준1

관련 성취기준
성취기준2
성취기준3

관련

생2221-1.재조합 DNA, 단일 클론 항체, PCR, 인간유전체 사업,
줄기세포, 장기이식 등 생명 공학 기술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생2221-2. 모형이나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여 유전자 재조합의
원리와 과정을 알고 설명할 수 있다.
생2222-1. 생명 공학의 발달 과정과 활용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자료 출처
가. 교과서 내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박희송 외

교학사

2017

163-166, 172, 179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권혁빈 외

교학사

2017

166-171, 183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이길재 외

상상아카데미

2017

143-144, 146-147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심규철 외

비상교육

2017

177-179, 184, 191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이준규 외

천재교육

2017

141-143, 145,

관련

재구성

자료

여부

5. 문항 해설
[2-1]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지하고 있어야 한다.
1) DNA는 원형 DNA와 선형 DNA가 있으며, 원형 DNA는 한 군데가 잘리면 1조각, 선형 DNA는 한군데
잘리면 2조각이 된다.
2) 두 개 DNA의 염기쌍 총합은 어떤 제한 효소로 자르든지 동일한다.
3) 하나의 제한효소로 잘린 DNA 조각은 두 번째 제한 효소로 잘리게 되면 값이 나누어 진다. 예를 들
어 B 제한효소로 잘린 8 kb의 DNA는 A와 B 제한효소에 의해서 5 kb와 3 kb의 DNA로 나뉠 수 있다.
[2-2]
전기 영동은 DNA를 크기별로 분리하는 분석 방법이다.
제한 효소로 잘렸을 때, 나올 수 있는 DNA 조각을 크기별로 표시하면 된다.

- 96 -

6. 채점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원형과 선형의 DNA를 잘 그렸고, 제한 효소 위치를 잘 표현했다.--> 15점
2-1

2-2

원형 혹은 선형의 DNA 중 한 개만 제대로 그렸다 --> 5점
모두 맞으면 10점
원형 혹은 선형의 한 DNA만 맞으면 3점

15

10

7. 예시답안
[2-1]
1) 우선 중복된 DNA 조각을 확인한다. 두 개의 선형 DNA가 두 번 잘리면 4조각, 세 번 잘리면 5조각이
되는 것을 이해한다.
2) B에 의해서 잘린 DNA의 총합은 18 kb이며, 만약 여기에 한 번 더 잘려서 5조각이 있다면, 19(18+1),
20(18+2), 25(18+7), 26(18+9) kb로 증가하게 된다.
3) A에 의해서 잘린 DNA의 총합은 18 kb이며, 여기에 한 조각이 더 있다고 하면, 22(18+4), 23(18+5),
27(18+9)이거나 두 조각이 더 있다고 하면 18, 26, 27, 31 등으로 증가 된다. 그렇지만 26 kb가 되면 A
와 B에 의해서 모두 3번씩 잘린 것이 되기 때문에 제한효소의 위치가 5개라는 단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가능한 총합은 18 kb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DNA에는 원형과 선형의 DNA가 있으며, 제한효소에 의해서 잘렸을 때, 원형의 DNA는 한 조각, 선형
의 DNA는 두 조각이 나온다(아래 그림 참조).

5) A효소와 B효소에 의해서 잘린 DNA의 총합이 15 kb이기 때문에 3kb나 2kb+1kb에 중복이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6) 이제 A효소에 잘린 9, 5, 4를 B효소로 자르면
9 -> 5+4, 4+3+2 (순서는 4+2+3 가능), 3+3+3, 5+3+1 (순서는 5+1+3 가능)
5 -> 5, 4+1, 3+2
4 -> 4, 3+1, 2+2
등이 가능하며, (5B4, 3B2, 3B1) 조합과, (4B3B2, 5, 3B1) 조합, (5B3B1, 3B2, 4)의 조합에서 1,2,3,4,5가 나
온다. 이때 제한 효소 B가 3번 사용되었기 때문에 A 사이트는 2 번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이
두 번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B효소에 의해서 잘린, 8, 7, 2, 1을 A효소로 자른다고 가정하면,
8 -> 5+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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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4+3, 5+2
이중 (5A3, 4A3, 2, 1) 조합이 1, 2, 3, 4, 5가 가능하다.
B 사이트가 잘리는 첫 번째 조합을 만들면,
1B3A5B4A3B1 등으로 하나의 분자가 만들어진다. 서로 다른 두분자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
다.
3번째 조합도 역시 2B3A5B1B3A4 으로 하나의 분자가 만들어진다.
반면 4B3B2 (4B2B3 가능), 5, 3B1과 5A3, 4A3, 2, 1의 조합은
5, 5A3, 3B1을 조합하여 5A3B1이 가능하고,
4B2B3과 4A3을 통해서 원형의 DNA 형성이 가능하다(아래 그림 참조).

따라서 정답은 아래와 같다.

[2-2]
원형과 선형의 DNA를 각각 잘라주어 전기 영동 사진을 예측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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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술 전형 의예과 출제문제(생명과학) 2-1~2에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문제 2-1>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2단원 유전자와 생명공학 중 유전자 재조합 기술(제한효소, 효소가 인식
하는 자리, 전기영동 등)과 관련된 문항이다. 서로 다른 2개의 DNA를 섞은 후, 제한효소를 각
각 처리하거나 혼합하여 처리한 결과를 해석하고 이를 통해 각각의 DNA에서 효소가 작용하는
상대적인 위치를 추론해 내어야 하는 문제이다.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교과서의 탐구실험과
연습문제로도 나와 있어(교학사 생명과학Ⅱ 165p 모의실험, 185p 정리문제 1번) 낯설지는 않지
만, 형태를 알지 못하는 두 가지의 DNA를 섞어 제한효소를 처리한 결과로부터 DNA의 모양과
제한효소 인식 부위를 추론해 내기가 난해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난이도는 상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문제 2-1>
2-1의 문제를 해결하여 각각의 DNA 모양과 제한 자리를 찾아내었다고 가정했을 때, 전기영
동의 결과를 그려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라 판단된다. 2-2 자체의 문제만으로는 난이
도 중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만, 2-1의 결과를 토대로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만큼 정답률은 낮
을 것으로 판단한다.

2.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B교사)
<문제 2-1>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2단원 유전자와 생명공학 중 유전자 재조합 기술 중 제한효소의 작용과
처리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항이다. 서로 다른 2개의 DNA에 제한
효소 A와 B를 처리한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각 DNA에서 제한효소의 작용 부위를 추론
해야 한다. 교과서 연습문제로도 나와있을 만큼(교학사 생명과학Ⅱ 185p 정리문제 1번) 익숙한
유형이지만 2개의 DNA를 혼합하였다는 점과 각 DNA의 형태가 다르다는 점(선형, 원형)에서
결과를 추론하기에 까다로운 요소가 있다. 논리력과 사고력을 요하는 난이도 상의 문제이다.
<문제 2-1>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2단원 유전자와 생명공학에 대한 내용으로 다양한 생명공학 기술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지를 묻는 문항이다. 문제에서는 특정 장기가 기능을
못하는 경우 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러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였다. 교과서에 소개된 생명공학 기술들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면 문제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 문
제의 난이도는 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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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C교사)
<문제 2-1>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2단원 유전자와 생명공학에 대한 내용으로 다양한 생명공학 기술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지를 묻는 문항이다. 문제에서는 특정 장기가 기능을
못하는 경우 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러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였다. 교과서에 소개된 생명공학 기술들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면 문제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 문
제의 난이도는 하에 해당한다.
<문제 2-1>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2단원 유전자와 생명공학에 대한 내용으로 다양한 생명공학 기술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지를 묻는 문항이다. 문제에서는 특정 장기가 기능을
못하는 경우 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러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였다. 교과서에 소개된 생명공학 기술들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면 문제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 문
제의 난이도는 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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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생부종합 전형
[문항카드 1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학생부종합 전형: 학교생활우수자/강원인재/기회균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의예 (의학적 인성) / 문제 1번

출제 범위
예상 소요 시간

고등학교 과목명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직업의 의의와 직업 생활의 윤리적 책임

제시문 숙지 시간 10분 중 5분 / 면접 시간 10분 중 5분

2. 문항 및 자료

【문제 1】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019년 2월 8일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가늠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본 의사회는 마음 속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故 윤한
덕 의사는 명절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생기는 돌발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의료상
황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누적된 과로로 인해 책상 앞에 앉은 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고인
은 평소에도 귀가하지 않고 센터장실에 놓인 간이침대에서 쪽잠을 자면서 근무를 하시는 일이
허다했다고 지인들은 밝혔다. 또한 이에 앞서서 다른 한 병원에서는 당직 근무 중이던 소아청
소년과 의사가 당직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기도 하였다. 부검 결과 이상이 없었고 경찰에서
돌연사로 사인을 발표함에 따라 근무 중 과로사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주 40시간 근무, 소위 워라밸이라고 하는 일과 삶의 균형이 일반화된 요즈음에도
밤낮 없이 묵묵히 의료 현장에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국의 의사 동료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
한다.”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의사 동료들이 보다 안전한 근
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나] 나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나는 어제 오후 6시부터 24시간 연속 근무하고 오늘
오후 6시에 당직을 끝마치고 교대할 예정이다. 다음 차례 당직 의사들이 5시 50분에 도착하여
현재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에 대해 인수인계를 다 마쳤을 때, 심정지 환자와 중증 교통사고 환
자가 동시에 도착하여 이 두 환자 모두 즉시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것 같다는 간호사의 외침이
들렸고 모두 달려 나갔다. 심폐소생술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30분 이상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차례 당직 의사 두 명이 모두 있었고, 나는 6시 30분에 대학원 수업에서 중요한 발
표가 예정되어 있다.

- 101 -

(문제 1-1)

제시문 [나] 상황에서 지원자라면 심폐소생술에 참여할 것인지, 당직시간이 끝났으므로 퇴근

할 것인지 결정하고 이유를 말해보시오.
(문제 1-2)

제시문 [가] 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을 2가지 제시해 보시오.

3. 출제 의도
의예과 지원자에게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직업윤리가 확립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

제시

문 [가] 의 두 의사 과로 사망사건은 2019년 초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으므로 의예과 지원자라면 관
심을 가지고 보았을 것이고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의사는 지식인 계층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비교적 높은 사회적 지위와 안정된 직업을 보장받기 때
문에 어느 직업인 보다 사회에 봉사하는 공공정신을 더 발휘되는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의사 개인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타 직종에 비해 과도한 업무량과 긴 근무시간,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을 만나

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건강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 ‘의사윤리강령’
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건강의 보호증진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된 규범이 제시되어 있고 이 내
용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직업윤리의 예시로 구체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19]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
1.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4) 사회윤리와 직업윤리
(라) 직업의 의의와 직업 생활의 윤리적 책임
성취

직업 생활에서 직업윤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각의

기준

직종에 요구되는 직업적 책임과 의무에 기초하여 직업 생활을 영

제시문 [가]

위하는 태도를 지닌다.
④ 전문직과 공직자의 윤리 – 의사 윤리 강령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

관련 성취기준

관련

(3) 합리적 선택과 삶
성취

(나) 일과 여가

기준

③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파악하

제시문 [나]

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필요할 권리를 찾아본다.
3.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
과목명: 보건
성취

(1) 건강의 이해와 질병 예방

기준

(라) 안전 및 사고예방과 응급처치
②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구조 활동 및 응급의료·안전 법률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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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시문 [나]

2. 자료 출처
나. 교과서 외 자료 등을 활용한 경우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메디게이트 기사
"故 윤한덕 센터장·소아과 전공
의에 깊은 애도…의사동료들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길"

임솔

메디게이트

2019.02.08

제시문 [가]

○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주40시간
근무 워라밸 무시하고 국민건강
위해 밤낮없이 의료현장에"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조성민,김국현,
노희정,전형권,
정선심,임정환,
최양진

비상교육

2017 (4쇄)

220~221

출제의도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남궁달화, 박윤명,
조항민, 이수진,
박형빈,김근혜

교학사

2017 (4쇄)

211~212,
220~221

문항해설

고등학교 사회

박윤진, 주주자,
이현지, 송민구,
김차곤, 박정우

지학사

118~120

문항해설

2015 (2쇄)

재구성
여부

5. 문항 해설
(문제 1-1) 직업윤리는 직업에 대한 태도로서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이상, 열정, 행위 규칙과 규범
모두를 일컫는다. 이러한 행위 규칙 등에는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상호 협력과 존중, 자신의 직업과 관
련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도덕적 태도, 그리고 일에 대한 책임과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의
사의 경우 생명 존중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직업윤리에 대한 책무성을 실현해야 하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동료와의 상호 협력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진료(심폐소생술)에 참여해야 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어야 한다.
(문제 1-2) 전문직 종사자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자신의 사회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풍부함을 위한 도
구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회에 봉사하고 공동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
역시 개인의 행복 추구와 공동의 행복을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하는 의사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의사 개인의 삶의 질
역시 보장하기 위해서 의사의 근로 환경(조건)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일과 근로자의
권리는 근로권과 근로 조건 등으로 교과서에 실려 있으며, 전문직 윤리 강령으로 교과서에서 예시로
언급된 ‘의사윤리강령’의 구체적 내용을 찾아보면, 바람직한 의료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원자는 제시문을 통해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
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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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문제 1-1

문제 1-2

채점 기준

배점

응급 상황에서 생명 존중을 우선하는 의사의 직업윤리를 근거로 당장 심폐소생술에 적극
적으로 참여한다라고 답한다.

A

심폐소생술에 자신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참여 여부를 답한다.
(당직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으면 참여한
다라고 답한다.)

B

응급 상황은 항상 있는 것이고, 심폐소생술에 참여할 의무가 없음을 근거로 퇴근한다고
답한다.

C

개인적 이해관계 (중요한 대학원 발표)가 있으므로 즉시 퇴근한다고 답한다.

D

대답하지 못하거나, 출제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한다.

F

응급 의료 환경에서 의사의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는 문제점(근무 시간 과다, 업무 과중)
과 이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을 2가지 이상 적절히 제시한 경우

A

응급 의료 환경에서 의사의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는 문제점(근무 시간 과다, 업무 과중)
은 잘 대답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을 1개만 제시한 경우

B

응급 의료 환경에서 의사의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는 문제점(근무 시간 과다, 업무 과중)
은 잘 대답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은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

C

응급 의료 환경에서 의사의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는 문제점을
해결책은 1개만 제시한다.

D

대답하지 못하거나, 출제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한다.

인식하지 못하며 제도적

F

[채점 기준 참고] 문제의 순서와 상관없이, 두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조합의 점수를 얻으면 최종 점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점수의 조합
A+A, A+B
A+C, B+B, B+C
A+D, B+D, C+C
A+F, B+F, C+D, C+F, D+D
D+F, F+F

최종 점수
A
B
C
D
F

7. 예시 답안

(문제 1-1) 제시문 [나] 상황에서 지원자라면 심폐소생술에 참여할 것인지, 당직시간이 끝났으
므로 퇴근할 것인지 결정하고 이유를 말해보시오.
저라면 응급 상황에서 생명 존중을 우선하는 것이 의사의 직업윤리이므로 당장 심폐소생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문제 1-2)

의사의 과로사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의 지문과 [나]의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문제점과 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해 보시오. 제가 보기엔 故 윤한덕 센터장·소아
과 전공의 두 분은 모두 과도한 업무로 인한 근무 중 과로사로 추정되고 있어 의사들의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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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무환경(근무시간 과다, 업무 과중)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환자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봉사와 헌신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근로조건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응급의사들의 근무 환경을 바꾸거
나 인력을 보충한다거나 외과처럼 중증 환자를 보는 힘든 과에 의료수가를 올리는 등 국가
정책이나 사회적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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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 전형 의예과 의학적 인성평가 면접문제1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문항 1-1>
지문의 길이가 길긴 하지만 문항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간단히 주고 있고, 개인적인 판단과
이에 대한 이유 정도는 의사의 직업윤리와 관련하여 매우 쉽게 답할 것으로 판단됨.
<문항 1-2>
제시문 [가]에서 재난 의료계나 의사가 부족한 의료 환경에서 의사의 열악한 근로 조건(근무
시간 과다, 과중한 업무)이라는 문제점이 거의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답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문제 상황이 명확하며 일반적인 해결책을 학생 수준으로 대답할 수 있어
사전 지식이나 선행학습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됨.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B교사)
<문항 1-1>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되어 있고, 출제자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직
윤리와 연결 지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문항 1-2>
전문직으로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의사 개인의 행복추구가 상충될 때 그에 따른
문제점을 찾는 것은 비교적 쉽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전 지식이나 선행 학습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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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카드 12]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학생부종합 전형: 학교생활우수자/강원인재/기회균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의예 (의학적 인성) / 문제 2번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삶과 죽음의 윤리, 자살과 안락사, 뇌사의 윤리적 쟁점

예상 소요 시간

제시문 숙지 시간 10분 중 5분 / 면접 시간 5분 중 4분

2. 문항 및 자료

【문제 2】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및 함암제 투여 등 치
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의 중단에 관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
행 1년 6개월을 맞았다. 이 법에 따라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의 진단을 통해 말기 환자로 판단
되는 경우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시행 이후 1년 6개월 간 실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5만 7천여 명에 달했으나, 일부 의료현장에서는 연명의
료 유보 및 중단 결정이 남용될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나] 연명의료결정법의 기본 원칙 일부
1. ……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질병의 상태와 예상되는 치료 결과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다] 나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다. 아버지는 폐암 말기로 여러 차례 항
암치료를 받았으나 재발한 상태였다. 현재는 폐암의 뇌 전이로 인해 의식이 없고, 스스로 호흡
이 불가능하여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담당 의사는 아버지가 말기암으로 임종과
정에 있지만, 새로운 고가의 항암제를 투여받으면 수개월 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버지는 평소 ‘의식 불명의 상태가 되면 더는 치료하지 말고 편안히 죽게 해 달라.’ 라는
말을 가족들에게 자주 했었다. 가족들은 인공호흡기 치료 및 항암제 투여를 포함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문제 2-1)

제시문 [나]를 참고하여, 제시문 [다]의 상황에서 존중되어야 할 가치에 대해서 말해보고 ‘나’

의 입장에서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지 말해보시오.
(문제 2-2)

제시문 [가]에 나타난 연명의료 중단의 남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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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제 의도
의사라는 직업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인간의 출생과 죽음을 다루는 직업이다. 의사는 생명을 고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치료를 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다루기도 하는 반면, 때로는 낙
태와 연명치료 중단 등을 시행해야 하는 주체로 환자의 선택권을 우선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
다. 의사는 이런 상충되는 상황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하여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관이 확고히 정립
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해주고 적절한 선택을 하도록 하
는 공감과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문항에서는 지원자가 생명의 존엄성 및 환자의 선택권에 대한 적절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토
대로 원주의대의 졸업인재상 (Cariate tua) 중 나눔과 섬김으로 소명을 다하는 어진 의사로서 모든 생명
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의사상에 적합한지 평가하고자 한다.

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1.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생활과 윤리 (2) (가)]. 생명의 탄생과 관련된 낙태(인공 임신 중절)와 생식

관련 성취기준

성취
기준

보조술 등의 문제와 죽음과 관련된 자살, 안락사, 뇌사 등의 문제를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윤리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생명 존중의 윤리적
정신과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출생과 죽음의 윤리적 의미를 파악하고
낙태, 생식 보조술, 자살, 안락사, 뇌사 등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이와 관련

제시문
[가], [나],
[다]

된 사례 및 문제점을 조사, 분석한다.

2. 자료 출처
나. 교과서 외 자료 등을 활용한 경우

교과서 외
도서명

저자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발행처

발행년도

보건복지부

2018

제시문 [나]

○

메디파나뉴스

2019.8.20.

제시문 [가]

○

여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
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에 관한 법률 제 3조
'존엄사' 선택 증가‥'연명의료 결
정법' 남용 우려도 증가

조운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18(5쇄)

49

제시문 [가]

○

생활과 윤리

남궁달화 외

교학사

2017(4쇄)

59

제시문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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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항 해설
(문제 2-1) 인간의 생명 유지와 관련된 의료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라 고통 속에서도 계속 생존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1990년대에 네덜란드에서 자발적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이 의료 시술로 인정받기
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말기 환자가 합법적으로 소극적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의사에게는 환자의 삶의 질과 자율
성을 중시하여 말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고통을 중단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생명의 존엄성을 보다 존중하여 말기 환자에게도 최대한의 연명의료를 시행할지에 대한 고민이 대두되
었다. 지원자는 연명치료 중단의 원칙을 지키면서 환자의 자율성, 생명의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
게 연명의료 중단에 접근하는 태도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2-2) 연명의료 중단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원칙 준수 뿐만 아니라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생명 경시 풍조를 예
방할 수 있도록 임종 과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하는 경우가 없도록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있겠다. 또한 의사의 임종 단계 판단
및 이행 과정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필요 시 윤리위원회 심의를 시행하고, 연명중단의 결정 및 이행
과정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 및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되
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현재의 연명의료법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
을 할 수 있겠다. 지원자는 연명의료 중단의 원칙을 지키면서 연명의료 중단의 남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적절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생명의 존엄성과 함께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언급하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생명의 존엄성/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합당한 근거를 통해 주장한다.
생명의 존엄성과 함께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언급하지만, 본인의 주장을 적절한 근거를 통해 설명하지
못한다.

문제 2-1

생명의 존엄성이나 환자의 자기결정권 중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본인의 주장을 적절한 근거를 통해 설명하지 못한다.
생명의 존엄성이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주장을 적절한 근거를 통해
설명하지 못한다.

문제 2-2

배점

A

B

C

D

대답하지 못하거나, 출제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한다.

F

두 가지 이상의 문제 상황과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 방안을 말하였다.

A

두 가지 이상의 문제 상황을 말하였으나,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만 적절한 해결 방안을 말하였다.

B

한 가지의 문제 상황을 말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을 말하였다.
문제 상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해결 방안을 두 가지 이상 말하였다.

C

문제 상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해결 방안을 한 가지만 말하였다.

D

대답하지 못하거나, 출제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한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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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기준 참고] 문제의 순서와 상관없이, 두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조합의 점수를 얻으면 최종 점수를 다음과 같
이 결정합니다.
점수의 조합
최종 점수
A+A, A+B

A

A+C, B+B, B+C

B

A+D, B+D, C+C

C

A+F, B+F, C+D, C+F, D+D

D

D+F, F+F

F

7. 예시 답안
(문제 2-1) 제시문 [나]를 참고하여, 제시문 [다]의 상황에서 존중되어야 할 가치에 대해서 말해보고 ‘나’
의 입장에서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지 말해보시오.
(찬성입장)
환자는 말기 암 환자로 질병의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사전에 의식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면 연명치
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으므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의 자율성과 삶의 질을 우선해
서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합니다. 환자는 생명의 존엄성을 지니지만, 동시에 자율성을 가지는 주체로서
선택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자율적 주체로서 자신이 죽을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말기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는 본인과 가족에게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제한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적
절한 절차에 따른 연명치료 중단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입장)
연명치료 중단에 반대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것은 생명 존엄성을 훼손하고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환자의 자율성과 삶의 질을 생명의 존엄성보다 우선해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생명을 수단시하는
행위입니다. 연명의료 중단이 환자의 고통 감소가 아닌 경제적 비용,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에 의
해 결정되면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문제 2-2)

제시문 [가]에 나타난 연명의료 중단의 남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해보시오.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해지면서 자칫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문제 상황으로 환자나
환자의 가족이 생명 경시 풍조로 인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너무 쉽게 내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
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나 환자의 가족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진심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노인이나 암환자 및 가족 대상 웰다잉 교육 등을 통해 사전에 임종 과정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본
이후에 연명의료 중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나 환자의 가족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리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하는 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 간병
비 지원 등 재정적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문제 상황으로는 의사가 환자의 임종
단계 판단 및 연명의료 중단 과정을 이행함에 있어 판단의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
해 의사가 환자가 임종 단계에 있는 것을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 2인 이상이 임종과정 진단에 참여
하도록 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추가로 연명의료 중단 과정의 절차와 이후 이행 과정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를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현재의 연명의료법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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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 전형 의예과 의학적 인성평가 면접문제2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문항 1-1>
안락사나 존엄사와 관련한 내용 자체는 평소 생명 윤리 측면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이라
이 용어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명의료 중단을 통해 관련 쟁점을 쉽게
파악하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근거를 들어 말할 수 있음.
<문항 1-2>
연명의료 중단 사례가 남용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2가지 떠올리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문제 예시 상황만 떠올리면 일반적인 수준의 해결 방안은 대답할 수 있어 의대를
지원하여 생명 윤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문항을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B교사)
<문항 1-1>
인간의 존엄성(생명존중)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다면, 자신의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수준임.
<문항 1-2>
현대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연명의료의 의미와 그것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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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카드 13]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학생부종합(교과면접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공통) / 문제 1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고등학교 도덕(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핵심개념 및 용어

차별, 불평등, 사회 정의, 공동체 윤리

예상 소요 시간

7분/ 전체 15분

2. 문항 및 자료

【문제 1】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인성가치관 문제)
<제시문 1> 노르웨이에서 여자들이 비교적 평등한 대우를 받게 된 것은 강력한 여성 우대
프로그램, 특히 1978년에 채택된 남녀 평등법 덕분이었다. 이 법에서는 “교육, 고용, 문화 활
동, 직업 선택에 있어 남녀가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라는 것을 명문화했다. 노르웨이는
1988년 이 법을 개정하면서 정부에서 임명하는 위원회, 이사회 등 모든 공직에서 남녀 모두
최소한 40%는 되어야 한다는 의무할당제를 도입했다.

<제시문 2> 이것은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열린 토론과 깊이 있는 심의를 중시한다. 서로 다
른 이해관계와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지닌 시민들과 공직자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적인 심
의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 이해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으며,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민주적인 심의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심의과정에서 동등한 기회와 지위를 가져
야 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비판과 설득을 통해 합리적
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3> 그렇다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원칙을 택할까? 우리가
지독히 가난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처음에는 소득과 부를 똑같이 분배하는 쪽을 선호할 수
도 있다. 그러다가 문득 그보다는 나은, 밑바닥 사람들에게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는 생각이 든다. 이를테면 의사에게 버스 기사보다 더 높은 보수를 주는 식으로 약간의 불평등
을 인정한다면, 빈곤층의 의료 혜택을 늘리는 등의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다. 사회에서 가장 약
자에 속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한다는 원칙이
다.
(문제 1-1) <제시문 1>에서 제시된 법 제정의 의의와 한계를 <제시문 2>에 기반하여 설명해 보시오.
(문제 1-2) <제시문 3>에서 제시된 정의의 원칙과 그것이 실현된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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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제 의도
최근 사회의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가 주목되고 있다. 원래 정의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덕목으로
출발하였다. 개인의 도덕적 판단과 정의라는 덕목은 개인의 이성적인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고 간주되었
다. 그렇지만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이해관계로 갈등이 커지면서 정의는 사회적 성격을 띠
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정의라고 하면 대부분 사회 정의를 가리킨다. 그러나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관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혹은 이념적 입장에 따라 다양하다.
정의란 개인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로서,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덕목 중 하나다. 사회적 정의에 대한 규정은 논자에 따라 다르다. 우선 분배
적인 정의, 절차적 정의, 교정적 정의 등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정의의 정의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양 철학사의 주목할 만한 논의들이 이어져왔다. 예컨대 로크, 루소, 그리고 칸트로 이어
지는 사회 계약의 이론에 입각한 정의관에 대한 설명이다. 이러한 철학적 담론과 정의론에 대한 다기한
평가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 실제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과 추진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절차적 합
의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제시문 1>은 전후 유럽에서는 각국마다 여성의 기본 권리뿐만 아니라 참정권의 확대가 이루어졌음
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부와 공공기관에 여성이 취업하는 경우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현실에 대한 대안
모색이었다. 노르웨이에서는 1978년에 남녀 평등법이 “교육, 고용, 문화 활동, 직업 선택에 있어 남녀가
동등한 기회를 가져한 한다”는 원칙하에 제정되었다. 10년 후인 1988년에는 실제로 위원회, 이사회 등
모든 공직에서 남녀 비율을 최소한 40%가 되어야 한다는 의무 할당제를 도입했다. 이후 민간부문에서도
상장 기업 이사진의 40%를 최소한 여성으로 채워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강제적으로 임원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이를 어길 때에는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시문 2>에서는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시민이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
능하기 때문에 간접 민주주의 방식인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최근 숙의민주주의 등 다양한
참여형태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로 뽑힌 시민들의 대표가 정치 활동 과정에서 다원화된 현대사
회의 각계각층의 의사를 어느 정도 대변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심의 민주주의’의 방식이 도입되고 있
다. 심의민주주의의 형태는 제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열린 토론과 깊이
있는 심의를 중시하고 있다.
<제시문 3>은 원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김영사, 2010, 195∼231쪽) 제6강, <평등 옹호>
라는 장에서 재인용된 존 롤스의 『정의론』(1971)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원문은 원래

『고등학교

고전』(김종철 외, 천재교육, 2014, 210-213쪽)에 번역되어 있지만, 문장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원문의 용
어가 생경하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할 수 없었다. 일반 윤리와 관련된 여러 교과서에 서술된 요약 부분
에도 존 롤스의 <사회 정의의 원칙>이 소개되어 있다. 즉, “제1원칙 : 각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 있어 평
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2의 원칙 :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① 최소 수혜자에
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이루어져야 하고(차등의 원칙), ②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이나 직위와 결부되도록 배정되어야 한다(기회균등의 원칙)” 등으로 서술되어 있
다. 이러한 정의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에 공히 인용되거나 서술된 부분이다. 마이클 샌델은
이를 쉽게 풀어쓰면서 이른바 차등의 원칙을 제시문과 같이 적절한 예로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차등
의 원칙’이 허용되는 조건은 사회에서 사장 약자에 속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상 제시문과 질문 문항은 학생들이 사회적 정의에 대한 논쟁점을 이해하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이해수준과 종합적인 판단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남녀평등법의
적용을 추지하고 있다. 이미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인사 운영지침에서 공직에 일정한 비율의 여성 임
원을 두도록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 남녀평등법이 실제 적용되려면 시행 법규의 강제성과 일정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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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법제정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절차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번 면접 문항은 사회철학적 차원에서 추상화된 윤리의식에 대하여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실재하는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성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회 개혁과
해결 방안을 묻는 문제이다.
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1.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관련

㈏ 사회 정의와 정의로운 사회
사회 제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서 사회 정의의 중요성

생활과

을 이해하고, 사회 정의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바람직하고 합리적으

윤리

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사회 정의의 의미와

(4)사회윤

종류, 사회 정의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조사·분석하고, 정의로운 사회

리와 직업

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탐구한다.

윤리

- 사회 정의의 의미

관련 성취기준

- 분배적 정의와 공정한 분배
문제 1
㈓ 사회 정의
현대의 사회 제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정의임을 알고,
윤리와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자세를 지닌다. 이를 위

사상

해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의관을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

(4)사회

한 방안들에 대해 토론한다.

사상

- 공정으로서의 정의
-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및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
-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 방안과 자세

2. 자료 출처
가. 교과서 내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도서명

저 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김선욱 외

금성출판사

2014

241-246

○

윤리와 사상

정창우 외

MiraeN

2014

256-261

○

윤리와 사상

박병기 외

지학사

2014

276-283

○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천재교육

2014

222-229

○

○

(고등학교)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MiraeN

2014

196-201

○

○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14

144-151

×

생활과 윤리

조성민 외

비상교육

2014

172-178

×

(고등학교) 고전

김종철 외

천재교육

2014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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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교과서 외 자료 등을 활용한 경우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김영사

2010

212

○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천재교육

2014

222-229

○

○

(고등학교)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MiraeN

2014

196-201

○

○

5. 문항 해설
(문제 1-1)
<제시문 1>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남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성할당제와 관련된
지문이다. 노르웨이의 남녀 평등법 제정으로 인하여 여성들이 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여성 공직 할당제는 어느 사회에서나 남성위주의 사회에서는 불가피한 법제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성 공직의 취임 비율이나 정책의 방향 등은 해당 정부나 사회기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는 안된
다.

<제시문 2>에 제시된 것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견해를 가진 시민, 공직자, 전문가들이 참

여하여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이래야만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제시문 2>는 현대
민주주의의 규범적 특성과 시민윤리의 형성에 대한 방식에 대한 논의와 관련되어 있다. 민주시민은 자
신의 생각과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며 배려하는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 서로 다른 관점과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의 갈등을 해결하는 바탕은 차이와 다양성
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때도 있지만, 소수의 입
장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질문 문항은 <제시문 1>과 관련하여 사회적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남녀평등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어
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법의 개정 필요성을 포함하여 한계는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다. 또한
실효성을 갖기 위한 법 개정의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에서 <제시문 2>에서 제시된 ‘숙의 민주
주의’의 필요성을 거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사회적 갈등 상황에 대한 다양한 견해
를 수용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합의 과정에 이르지 못한다면, 또다시 특정한 이해 집단에 의해 휘둘릴
여지가 생길 것이고, 본래 의도하는 법의 실재적 효과로서 남녀의 평등한 사회구조 개혁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 1-2)
<제시문 3>은 사회적 정의와 공정한 분배를 위한 새로운 현대 윤리의식을 검토하는 지문이다. 기존
교과서에서는 롤스의 사회 정의론 요약적 서술로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응용할 수 있는 사례제
시가 거의 없었다.
<제시문 3>에서 제시된 사회적 정의는 존 롤스의 ‘차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사회적, 경제적 불

평등을 일부 허용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전체 모든 이에게,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기존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
한 방안으로 소득과 부를 똑같이 분배하자는 분배의 정의만 주장하지는 않는다. 롤스는 선천적인 우월
한 지위 인정이나 능력 위주의 분배 방식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이 가중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예
를 들어 극단적인 개인주의, 특히 사유재산제만 강조하는 것은 사회정의나 공동체의식에 침해할 수 있
다. 이러한 입장보다는 우리사회가 지향해야할 공동체적인 윤리의식이나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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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론화와 결정 방식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롤스의 정의론과 같이 ‘기회 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를 테면, 공직 및 사기업 등에서 여성 할당제도의 도입, 대학입시에서 농어촌지역 출신 우대 정
책, 지역인재 지역 할당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장애인 우대 정책 등이 그러한 예이다. 롤스의 정의론
은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극복과 새로운 공동체 의식을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사회정의론으로 파악할 수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A 레벨

배점

본 문항의 출제의도를 이해하여 노르웨이의 남녀평등법 제정의 의의(①)
를 파악하고 법제정의 한계점(②)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적한 경우에 해
당된다.
1) 법제정의 의의에 대하여 노르웨이의 여성 우대 프로그램이 취해진 원
인과 배경을 거론하면서 2차 세계대전 중 여성의 노동 및 사회 참여, 전
후 정치 참여를 통해 여권신장이 이루어졌다고 대답한 경우,
2) 남녀평등법의 실시과정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사회
적 쟁점에 대한 숙의 민주주의적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못했다고 대답한
경우,

(문제

3) 단지 법 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강제 규정 및 벌칙

1-1)

을 동반하여야만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B 레벨

노르웨이 남녀 평등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기는 하나 법 제정의 의의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거나 한계점으로 충분한 민주주의 합의 과정을 거
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①과 ② 중의 하나)이다.

C 레벨

문항의 출제의도를 전혀 숙지하지 못하여 전혀 대답을 못하거나, 여성우 50점
대정책의 의미를 역차별의 사례로만 비난하거나, 출제자가 작성한‘예시답
안’과 거리가 먼 내용을 구술하는 경우(①과 ② 둘 다 설명하지 못함)가
이에 해당된다.

A 레벨

본 문항의 출제의도를 이해하여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존 롤스의 정의론 기본 원칙인‘차등의 원칙’(①)을 이해하며 진술하고, 구
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경우(②)에 해당된다.
1) 존 롤스의 ‘기회균등의 원칙’이나 ‘차등의 원칙’을 제시하거나,
2) 용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전체 사회 구성원의 이익, 특히

(문제

최소 수혜자, 혹은 불운한 사람들의 처지가 향상되는 경우에 유효하다는

1-2)

것을 이해하면서 진술하는 경우,
3) 사회적 불평등과 기회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통한 공평한 인재 채용,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한 우대정책, 소득누진과세
를 통한 의료보험의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우.
B 레벨

<제시문 3>을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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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일반화한 논의에 머무르거나, 구체적인 사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①과 ② 중의 하나만 설명)이다.
C 레벨

문항의 출제의도를 전혀 숙지하지 못하여 대답을 못하거나 반응을 했어도
출제자가 작성한‘예시답안’과 거리가 먼 내용을 구술하는 경우(①과 ② 둘
다 설명하지 못함)가 이에 해당된다.

최종판정

A+

2개 항목 중 A레벨이 2개 있는 경우(논점 3개 이상 있음)

Ao

2개 항목 중 A레벨이 2개 있는 경우(논점 2개 이상 있음)

A-

2개 항목 중 A레벨이 2개 있는 경우

B+

2개 항목 중 A레벨이 1개 있는 경우(B가 1개 있음, AB,BA 조합)

Bo

2개 항목 중 B레벨이 2개 있는 경우(혹은 A와 C가 있음, BB,AC,CA 조합)

B-

2개 항목 중 B레벨이 1개 있는 경우(C가 1개 있음, BC,CB 조합)

C

2개 항목 중 C레벨이 2개 이상인 경우

7. 예시 답안
(문제 1-1)
<제시문 1>은

노르웨이의 남녀 평등법 제정으로 인하여 여성들이 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

이다. 여성 공직 할당제는 어느 사회에서나 남성위주의 사회에서는 불가피한 법제정이라고 생각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1988년 법개정을 통해 모든 공직에 남녀 모두 최소한 40%가 되어야 한다는 의무할당
제를 도입함으로써 공직에 여성이 일정 비율 취직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정책은 1978년 남녀 평등법의 법 제정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식이 추진되지 못했던
한계를 일단 극복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아직 법 취지를 살려 남녀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
직 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 규정과 처
벌 규정까지도 논의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성 공직의 취임 비율이나 정책의 방향 등은 해당 정부나

사회기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는 안된다. <제시문 2>에 제시된 것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견해를 가진 시민, 공직자, 전문가들
이 참여하여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이래야만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
(문제 1-2)
<제시문 3>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논의이다(존 롤스의
<<정의론>>).

이것은 존 롤스의 ‘차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일부 허용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전체 모든 이에게,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에 한하여 그
러한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기존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

과 부를 똑같이 분배하자는 분배의 정의만 주장하지는 않는다. 또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

책으로는 <제시문 1>에서 나온 여성할당제를 비롯하여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도, 장애인 우대 정책, 소
득누진과세를 통한 전국민 의료보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해당 정책이 특정인이나 지역적 특혜, 혹은

반대로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도 생각할 수 있으나 사회 전반적인 정의의 실현이나 공정한 분배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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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크게 보아서 사회적 정의의 실현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역차별의 문제나

불공평성이 제시될

수 있지만,‘숙의민주주의’적 절차와 합의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론을 이끌어 냄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취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다만, 학생들이 현재 교과서적인 이해에 기반
하여 사회정의를 논하는 철학적인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 답한다면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존 롤스의

사회 정의, 노직의 소유 권리로서, 왈처의 복합평등으로서 정의를 개념으로 설명하거나 요약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평점을 추가할 수는 없다. 다만 다양한 정의론을 활용하여 나름대로 사회 정의 실현의 사례를
충분히 설명했다면 의미 있는 답변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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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 교과면접전형 인문사회계열 면접문제1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문항 1-1>
사회과와 도덕과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제시문의 출처 역시 교과서이거나 교과서
이외의 지문을 활용하더라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수준의 제시문이 출제되었다.
<제시문1>은 노르웨이에서 남녀평등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고 있다.
<제시문2>는 어떤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필요한 요소를 언급하고 있다. 어떤 의사
결정 이전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한 요소이다.
<제시문3>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차별적 평등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항1-1)은 노르웨이의 법 제정의 의의와 한계를 묻고 있다. 이를 <제시문1>을 기반으로
답변해야 한다. 답변의 방향은 여성을 위한 법안이 당시의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제정되었다는 것을 의의로 설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참여나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적절하다. 이러한 방향은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면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난이도는 중상 정도 수준이다.
<문항 1-2>
<제시문3>은 차별적 평등을 설명하고 있다. 꼭 개념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제시된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주변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 보호 정책,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전형, 한부모가정 지원 정책 등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 차별적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설명하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적인 교양의 수준에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문항이다. 난이도는 중하 정도 수준이다.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B교사)
<문항 1-1>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인 심의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실제 사례의 한계를
충분히 유추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수준이다.
<문항 1-2>
롤스의 정의의 원칙은 윤리 교과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이므로 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우대정책에 대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
문제임, 다만 정의의 원칙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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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카드 14]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학생부종합(교과면접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제 2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핵심개념 및 용어

독서, 다독, 정독, 숙독

예상 소요 시간

7분/ 전체 15분

2. 문항 및 자료

<제시문 1> ‘위편삼절(韋編三絶)’이라는 말이 있다. 공자가 “주역”을 읽고 또 읽어
죽간을 묶은 가죽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책을 하도 읽어 책장이 너덜너덜해졌다는 뜻이다. 책 한 권의 부피가 만만치가 않았고,
이것을 옳게 간수하기도 쉽지 않았다. 두루마리를 거쳐 오늘날의 책 형태로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제시문 2> 동양에서도 옛사람의 글을 소리 높여 되풀이해 읽다 보면 옛사람의 목소리
와 기운이 내 목구멍과 입술에 젖어들고, 그리하여 글을 쓰면 옛 사람의 기운이 절로
스며들게 된다고 생각했다. 이렇듯 글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소리를 통해 기운을 얻는
다는 ‘인성구기(因聲求氣)’의 방법을 적극 권장하였다. 따라서 백독(百讀), 천독(千讀)
의 목표를 세워 한겨울을 산사에서 나곤 했다. 한 번 읽을 때마다 하나씩 뒤집어서 읽
은 횟수를 표시하는 서산(書算)은 어느 집에나 있었다.
<제시문 3> 내가 최근 몇 년 이래 독서에 대해 자못 깨달은 점이 있다. 한갓 읽기만
해서는 날마다 백 번 천 번을 읽는다 해도 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무릇 독서란
매번 한 글자를 읽을 때마다 뜻이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게 되면 널리 살펴보고 자세
히 궁구하여 그 근원되는 뿌리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만 차례대로 글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문제 1-1) <제시문 1>과 <제시문 2>에 나타나는 독서의 방법을 제시하고, 그 긍정적 효과에
대해 세 가지 이상의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문제 1-2) <제시문 3>에 드러난 독서법이 지닌 현대적 의의를 제시하고, 그 단점에 대하여 적
절한 대응방안을 두 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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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제 의도
(문제 1-1) <제시문 1>의 글은 정민이 쓴 <다섯 수레의 책과 정보의 양> 중 일부분이다. 제시문이 전
달하고자 하는 바는 독서의 방법에 있어서 ‘다독(多讀)’ 또는 ‘다회독(多回讀)’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제시문 2>의 글은 정민이 쓴 <책 읽는 소리> 중 일부분이다. 이 제시문 역시 <제시문 1>과 그 핵심
주제를 함께 하고 있다. 본 문항의 출제 의도는 예문을 통해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이 향유했던 전통적
독서의 방법 중 하나인 ‘다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코자 하였다는 점에 있다. 아울러 인문
계열 학생으로서 두 개의 제시문에 구분되어 있는 개별 문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사고함으로써 그
긍정적 효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함이다.
(문제 1-2) <제시문 3>의 글은 정민이 쓴 <스승의 옥편> 중 일부분이다. 또한 이는 다산 정약용이 아
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제시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독서의 방법에 있어서 전통적
독서법의 하나인 ‘다독’ 못지않게 ‘숙독(熟讀)’ 또는 ‘정독(精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글자나
문구 하나하나를 자세히 풀어서 읽는 독서법이다. 즉, 뜻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탐색하
고 확인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독서법은 해당 주제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데서 그 현대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런
데 이 독서법은 독자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의 심화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에 비해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두루 살펴보고 이해하기에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본 문항의 출제
의도는 이와 같은 문맥을 파악하여 전통적 독서법 중 하나인 ‘정독’ 또는 ‘숙독’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를 묻고, 그 단점과 대응 방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데 있다.

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1. 독서와 문법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와 문법

관련

동일한 화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글을 종합적으로 읽고, 비
판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성취
기준

관련 성취기준

시대에 따라 글쓰기 관습이나 독서 문화가 달랐음을 알고, 사
회·문화적 맥락을 구성하여 글을 읽을 수 있다.
정보화 시대의 다양한 독서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효

문제1

과적으로 활용하여 글을 읽을 수 있다.
지역별 문화의 특성이 글에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창의
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다.
성취
기준

시대에 따른 글쓰기 관습이나 독서 문화를 파악하며 읽기
글의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구성하며 읽기
정보화 시대의 다양한 독서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효
과적으로 활용하며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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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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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독서와 문법
독서와 문법
독서와 문법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윤여탁 외

MiraeN

2014

264

○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14

263

○

이삼형 외

㈜지학사

2014

255

○

5. 문항 해설
(문제 1-1) <제시문 1>의 글은 정민이 쓴 <다섯 수레의 책과 정보의 양> 중 일부분이다. 제시문이 전
달하고자 하는 바는 독서의 방법에 있어서 ‘다독(多讀)’ 또는 ‘다회독(多回讀)’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제시문 2>의 글은 정민이 쓴 <책 읽는 소리> 중 일부분이다. 이 제시문 역시 <제시문 1>과 그 핵심
주제를 함께 하고 있다. 인문 계열 학생들이 제시문을 통해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이 향유했던 전통적 독
서의 방법 중 하나인 ‘다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인문 계열 학생으로
서 두 개의 제시문에 구분되어 있는 개별 문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사고함으로써 그 긍정적 효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이다.
(문제 1-2) <제시문 3>의 글은 정민이 쓴 <스승의 옥편> 중 일부분이다. 또한 이는 다산 정약용이 아
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제시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독서의 방법에 있어서 전통적
독서법의 하나인 ‘다독’ 못지않게 ‘숙독(熟讀)’ 또는 ‘정독(精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글자나
문구 하나하나를 자세히 풀어서 읽는 독서법이다. 즉, 뜻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탐색하
고 확인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독서법은 해당 주제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데서 그 현대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런
데 이 독서법은 독자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의 심화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에 비해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두루 살펴보고 이해하기에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제시
문의 문맥을 파악하여 전통적 독서법 중 하나인 ‘정독’ 또는 ‘숙독’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단점과 대응 방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독서 방법에 대해 ‘다독’이라 답변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함. 이 독서법

A 레벨

의 긍정적 효과로 ‘작가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 ‘상상력 향상’, ‘충분한 지식
축적’, ‘유익한 책과 해가 되는 책에 대한 판별 기준 형성’, ‘독서 역량과 속
도 향상’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을 제시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설명함.

(문제
1-1)

독서 방법 중 ‘다독’ 등에 대하여 답변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함. 또는

B 레벨

이와 유사한 내용을 설명함. 문제 1-1의 A레벨에 제시한 이 독서법의 긍정
적 효과 중 두 가지 이상을 제시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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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해당 독서 방법과 그 긍정적 효과에 대해 한 가지만 설명함. 또는 문항의

C 레벨

출제의도를 전혀 숙지하지 못하여 대답을 못하거나 반응을 했더라도 출제자
가 작성한 ‘예시답안’과 거리가 먼 내용을 구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독서법에 대해 ‘숙독’ 또는 ‘정독’이라 답변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함.
이 독서법의 현대적 의의에 대하여 해당 주제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얻음으로써 지식을 심화시켜 ‘독서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답변함. 이 독서법의 단점에 대

A 레벨

해 ① 부분에 집중하여 텍스트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한계를 지니
고 있음. ② 특정한 내용에 몰입함으로써 자의적 해석에 빠질 우려가 있음.
③ 정신적 피로가 심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함. 그 대응 방안으로는 텍

(문제

스트 전체를 바라보는 독서 안목을 기를 필요가 있고, 책을 읽는 동안에 내

1-2)

가 지금 어디를 읽고 있는지 점검하며 읽기가 필요하다고 답변함.
‘숙독’ 또는 ‘정독’ 등 해당 독서법에 대해 답변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
함. 문제 1-2의 A레벨에 제시한 이 독서법의 단점에 대해 한 가지 이상을

B 레벨

제시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설명함. 그 대응 방안으로 A레벨에 제시한 두 가
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 답변함. 또는 이상의 내용에 대해 유사한 내용을
제시함.
해당 독서법과 그 단점 및 대응 방안에 대해 한 가지만 설명함. 또는 문항

최종판정

C 레벨

의 출제의도를 전혀 숙지하지 못하여 대답을 못하거나 반응을 했어도 출제

A+

자가 작성한 ‘예시답안’과 거리가 먼 내용을 구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2개 항목 중 A레벨이 2개 있는 경우

Ao

2개 항목 중 A레벨이 1개, B가 1개 있는 경우

A-

2개 항목 중 A레벨이 1개, C가 1개 있는 경우

B+

2개 항목 중 B레벨이 2개 있는 경우

Bo

2개 항목 중 B레벨이 1개, C가 1개 있는 경우

B-

2개 항목 중 C레벨이 2개 있는 경우

C

2개 항목 중 C레벨이 1개, C레벨 미만(무응답)

7. 예시 답안

(문제 1-1)
<제시문 1>과 <제시문 2>에 나타나는 독서의 방법은 ‘다독(多讀)’ 또는 ‘다회독(多回讀)’입니
다. ‘다독’ 또는 ‘다회독’은 많이 읽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서법의 긍정적 효과는 첫째, 작가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됩니다. 둘째, 상상력이 향상된다는 점입니다. 셋
째, 단기간 내에 특정 주제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넷째, 양서(良書: 유익한
책)와 악서(惡書: 해가 되는 책)를 구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생깁니다. 다섯째, 읽은
책의 권수가 많아질수록 가속도가 붙어 책을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점차 소요되는 시간이 절
약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1-2)
<제시문 3>에 드러난 독서법은 ‘숙독(熟讀)’ 또는 ‘정독(精讀)’입니다. ‘숙독’은 익숙할 때까지
읽는 것, ‘정독’은 자세히 살펴가며 읽는 것입니다. ‘숙독’이나 ‘정독’의 현대적 의의는 해당 주
제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얻음으로써 지식을 심화시켜 독서의 효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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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독서법의 단점은 첫째, 부분에 집중하기 때문에 텍스트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특정한 내용에 몰입함으로써 자의
적 해석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한 가지 주제에 오랫동안 집착하다 보면 정신적 피로
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텍스트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독서 안목
을 기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책을 읽는 동안에 내가 지금 어디를 읽고 있는지 지
속적으로 점검하며 읽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 124 -

■ 학생부종합 교과면접전형 인문계열 면접문제2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문항 1-1>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지나치기 쉬운 독서의 방법과 습관에 대한 문항이다. 교육과정을 준수
하고 있으며 제시문의 출처 또한 교과서이다.
<제시문1>은 위편삼절(韋編三絶)과 관련된 내용으로 하나의 책을 여러 번 읽는 다독과 관련
된 내용이다.
<제시문2>는 <제시문1>과 비슷하지만 목소리를 내어 읽는다는 차이가 있다.
결국 두 제시문 모두 소리를 내어 읽든 그렇지 않든 다독을 권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다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보이지 않던 작가의 의도가 보인다거나 더 많은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수험생이 독서 방법에 따른 가치와 의미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답안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난이도는 중에 해당한다.
<문항 1-2>
<제시문3>의 독서는 한 권을 읽으면서 한 글자 한 글자 뜻을 이해해 가며 읽는 독서이다.
이러한 독서는 단편적인 글 읽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독서이다. 읽기는 하지만
정작 무슨 뜻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현대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반면 이러한 독서는 지나치게 꼼꼼하다 보니 전체 내용을 이해하지 못 하고 단편적인 부분
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메타인지적 독서와 성찰적인 독서가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 모두 독서의 방법으로 충분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으니 수험생은
충분히 답안을 도출할 수 있다. 난이도는 중상 정도의 수준이다.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B교사)
<문항 1-1>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3>은 모두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교과서에 실린 글을
재구성하였으며, 『독서와 문법』 및 『화법과 작문』의 성취기준을 연계하여 질문에 답하도록
구성하였다.
[1-1]은 제시문에 공통적으로 드러난 ‘다독’의 독서법을 파악하여 그 긍정적 효과를 세 가지
이상의 근거로 설명하라는 문항이다. 즉, 두 개의 제시문에 구분되어 있는 개별 문맥을 종합
적으로 파악하여 사고함으로써 그 긍정적 효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으로 제시문이 간결하고 질문의 요구 사항도 평이하다. 또한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내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지는 독서법에 관한 개념이므로 교과서 내용을
충실하게 학습한 학생이라면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항이다.
<문항 1-2>
[1-2]는 제시문에 드러난 ‘정독’ 또는 ‘숙독’의 독서법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현대적 의의 및
단점과 대응 방안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인 독서법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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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하게 반복되는 내용이다. 다만, 질문의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정보를 구성하고
효과적으로 답변해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제시문 3>에 드러난
독서법의 현대적 의의와 단점을 제시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두 가지
이상 설명하라는 요구까지 답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제시문의
수준이 평이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학습한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는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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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카드 15]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학생부종합(교과면접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사회계열 / 문제 2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예상 소요 시간

7~8분/ 전체 15분

2. 문항 및 자료

【문제 2】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사회계열 문제)
<제시문 1> 다음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발표한 1880년대부터 2005년까지
의 기간 중 대기에 포함된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와 지구의 평균 기온Ⓑ의 추이를 나타내
는 그래프이다.

<제시문 2> 산업화 이후 인구가 증가하고 자원의 소비량이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인간 활동에
의해 자연환경은 훼손되었다. 이는 전 지구상에 영향을 주는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인 지구 온난화는 과도한 화석 연료 사용, 삼림 파괴, 가축
사육, 무분별한 농경지 확대 등의 인간 활동에 의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한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100년 전보다 약 0.74oC 정도 높아졌으
며,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온실가스가 지속적으로 배출될 경우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
온은 현재보다 약 2 ~ 5oC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시문 3>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를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인간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 짓는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NASA의 기상 연구자였던 존 씨온 박사는 “지구 기온은 주기적으로 변한다.
최근의 기온 상승도 과거에 보여준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사실 지구
온난화나 기후 문제는 수많은 요인과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 인간의 활동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자연 현상에 비해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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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1) <제시문 1>의 그래프가 <제시문 2>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완벽한 증거가 될 수는 없는 이유
가 무엇인지 <제시문 3>을 참고하여 세 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문제 2-2) <제시문 3>의 관점을 갖고 있는 일부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는 인간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
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결론과 주장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3. 출제 의도
많은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를 21세기 지구촌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무
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삶의 방식이 지구 온난화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문제에서는 학생들이 지구 온난
화의 원인에 대한 논쟁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동시에 그래프에 담긴 통계 데이터의
의미를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

관련

미래를 바라보는 창:
관련 성취기준

성취
기준
1

(나) 지구촌과 지속 가능한 발전
①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③ 지구 온난화는 인간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과 지구의 자연스러운

72쪽

변화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다. 두 주장에 대한 각각의 근거들을 찾아
정리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2. 자료 출처
나. 교과서 외 자료 등을 활용한 경우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한국일보

작성자
(저자)
조철환

한국일보 기사 (2015년 2월 11일자

발행처

발행년도

한국일보

2015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O

“지구 온난화는 거짓이다.”)

https://hankookilbo.com/News/Read/201502111649298665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사회

이동한 외

천재교육

2015

240

O

고등학교 사회

박윤진 외

지학사

2017

224

X

고등학교 사회

설동훈 외

미래엔

2017

201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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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재구성여부

5. 문항 해설
(문제 2-1) 출제 의도
많은 사람들은 지구의 대기권에 축적된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 믿음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다. <제시문 1>의 그래프는
1880년대부터 2005년까지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와 지구의 평균 기온의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두 통계량이 동시에 비슷한 추이로 증가하고 있어 두 변수 사이에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제시문 2>에 제시된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훼손과 이산화탄소배출이 지구
온난화의 주 원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완벽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학생
들이 <제시문 1>의 그래프가 <제시문 2>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완벽한 증거가 아닌 이유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문제 2-2) 출제 의도
<제시문 1>의 그래프가 <제시문 2>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완벽한’ 증거가 아니라면 지구 온난화는 인
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제시문 1>의 그래프가 <제시문 2>
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완벽한’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이 지구 온난화가 인류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때
문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도 아니다.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학생들이 인간이 배출하는 이

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일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진행된다면 인류는 상상하기 어려운 큰 재앙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
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6. 채점 기준
문제

2-1

평가 기준
상

예시 답안에 제시된 이유 세 가지 이상을 제시

중

예시 답안에 제시된 이유 두 가지를 제시

하

예시 답안에 제시된 이유 한 가지 이하를 제시
① 인간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구 기온상승과 무관하다는 결론이 왜 근거가 없는지

상

②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지
①과 ②를 모두 설명
① 인간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구 기온상승과 무관하다는 결론이 왜 근거가 없는지

2-2

중

②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지
①과 ② 중 한 가지만 설명
① 인간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구 기온상승과 무관하다는 결론이 왜 근거가 없는지

하

②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지
①과 ②를 하나도 설명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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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시 답안
(문제 2-1)
- 이 그래프가 보여 주는 것은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와 지구의 평균 기온도 간의 상관관계이지 인과
관계가 아니다. 즉, 이 그래프만으로는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우연히 비슷한 추
이로 상승하고 있는지,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가 높아져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갔는지, 또는 지구
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서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가 높아졌는지 알 수 없다.
인간이 출현하기 전부터 지구의 기온은 매우 긴 주기를 갖고 등락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현재 관찰되는
지구의 기온 상승이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때문인지 자연적인 변동 주기의 일부인지 <제시문 1>의
그래프만으로는 알 수 없다. 이 그래프는 1880년대부터 2005년까지 약 120여 년 동안의 데이터만을 보
여주고 있다.

지구의 역사가 수십억 년이기 때문에 훨씬 긴 기간 동안의 이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패턴을 보지 않고서는 이 그래프에 나타난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
다. 이 그래프에 표시된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에는 자연발생적인 이산화탄소와 인위적인 이산화탄소
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만으로는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지구 기온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없다. 지구의 온도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뿐 아니라 대기 중 수증기의 밀도, 우주선
(cosmic ray)의 강도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기온에 영향을 미
친다하더라도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이 그래프만으로는 알 수 없다.
(문제 2-2)
<제시문 1>의 그래프가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가 지구 기온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증명하
는 완벽한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이 인간이 지구의 기온 상승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
다.

아직 데이터로 완벽하게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있을 개연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자연적인 주기에 의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온상승을 가속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적어도 이 부분은 전 세계의
협력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만약 인간의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구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게 된다면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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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 교과면접전형 사회계열 면접문제2에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문항 2-1>
<제시문1>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약체(IPCC)가 발표한 1880년대부터 2005년까지의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와 지구의 평균기온을 바탕으로 지구 온난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그래프이며, <제시문2>는 고등학교 사회(지학사) 내용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가
지구의 평균 농도와 인과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자료임. 학생들은
<제시문1>을 근거로 출제자가 요구하는 핵심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됨. 그러나 지원자들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수준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근거로 2-1 문항의 난이도는 ‘중’으로 판단됨.
<문항 2-1>
<제시문3>은 고등학교 사회(미래엔)와 한국일보기사(2015년 2월 11일자 “지구 온난화는
거짓이다.”를 재구성하여, 지구 온난화가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자료임. 문제 2-1에서 답으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정답을 역으로 도출해야
한다고 판단함. 문제 2-1과 <제시문3>을 토대로 창의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2-2문항의 난이도는 ‘중상’으로 판단됨.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B교사)
<문항 2-1~2>
기후 변화, 온실가스 배출 등을 다루는 제시문 및 문항의 주제는 학생들에게 생소하지
않으나 제시문 3의 관점의 경우 학생들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측면의 논쟁을 담고 있어
‘중상’ 수준의 난이도라고 판단함. 제시문 자체는 교과서 내 지문을 활용하였고, 제시문 3의
경우도 높은 수준의 학문적 개념이 활용된 지문이 아니므로 평이한 수준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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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카드 16]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학생부종합(교과면접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 의예과(인성가치관) / 문제 1(의예과 문제 4)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지역개발과 보존

예상 소요 시간

7분

2. 문항 및 자료

【문제 1】 다음은 케이블카(삭도) 설치문제를 둘러싼 찬반 갈등의 문제이다. 제시문을 읽고 질
문에 답하시오.
<제시문1>
지역개발이란 각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국토의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의
생활수준을 고르게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과정을 말한다. 지역개발과정에는 정부와 시민단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
은 지역마다 이해관계에 차이가 있고 개발과 환경보존에 대한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지역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은 다양하고, 이해 당사자가 모두 각자의 타당한 이유
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갈등을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시문2>
본 공사를 추진하는 ○○군의 계획안이다. 삭도 노선은 ○○군 △△면 □□리 466번지 ~ 끝청
봉 하단(해발 1,480m)이며, 삭도 연장은 3.5km에 달하고 상 · 하부 정류장, 중간지주 6개, 산
책로 등을 설치한다. 사업목적으로 탐방객 증가로 훼손되는 ◇◇산 생태 및 등산로를 복원하
며, 새로운 관광시설의 확충을 통해 국가브랜드 및 국립공원의 가치를 향상시킨다. 사회약자(어
린이·노약자·장애인)에게 문화재에 대한 접근·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침체한 ◇◇지역 경기의 회복과 함께 4계절 관광지로 변신하도록 도모한다. 개발시
발동기 소음을 줄이고 산양의 서식지 주변으로 먹이를 방사하는 등 친환경적인 개발을 모색한다.
<제시문3>
◇◇산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문화재청 천연보호구역, 산림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케이블카의 6번 지주부터, 상부가이드타워, 상부정류장,
탐방로 등이 모두 아고산대에 있다. 아고산대는 빙하기 때 북방에서 한반도로 들어온 수종들이
이후 온난화에서도 살아남은 곳이다. 상부정류장 건설로 잘려나가는 1,267그루의 수목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상부 정류장 일대는 ◇◇산에서도 상위 1%에 해당하는 산양 서식
지다. 케이블카가 운영되면 탑승객과 발전기 소음으로 산양이 머물기 어렵다. ○○군은 ‘미네
랄블록’(산양 영양식)을 뿌려 산양을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대책을 제시했으나, 미네랄블록은
동물의 야생성 유지나 전염병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아 국립공원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야생동물은 10㏈(데시벨) 이하의 소음에도 번식과 행동에 영향을 받지만 ○○군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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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향평가 보완서에는 가축피해 소음기준인 60㏈을 적용해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했다. 따라
서 ○○군의 사업계획으로는 이와 같은 생태환경적 가치를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게 환경부
의 판단이다.
[1-1]위의 <제시문1>를 참고로 <제시문2>와 <제시문3>의 논의내용 중 각각의 기관이 가장 강조하는
논조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2]‘설치 찬성’과 ‘설치 반대’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반론을 구체적 근거를 들
어 제시하시오.
3. 출제 의도
지역개발이란 각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국토의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의 생활수준
을 고르게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과정을 말한다. 지역개발과정에는 정부와 시민단체, 정부와 지방자치단
체,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개발을 통한 소득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도

모하는 지자체와 환경보존이라는 절대명제 앞에 지속적인 갈등이 야기된다.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격렬한 논쟁이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개발과 환경보존에 대한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미래의 주역이 될 수험생들이 지역개발과 환경이라는 명제에 대해 어
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각 이해당사자 기관들의 첨예한 주장들의 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갈등해소와
함께 공동체 전체에 선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어진 제시문을 통해 얼마나
깊이 있게 분석·이해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

관련

(4)환경변화와 인간
(나)공간변화와 대응
성취기준
지역개발과 보존과 관련하여 다양한 입장이 존재함을 이해하고, 이로 인
1
해 발생하는 갈등 양상을 구체적인 개발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그 해결방
안을 모색한다.

67~68쪽

(4)환경변화와 인간
성취기준 (나)공간변화와 대응
2
지역개발과 환경 보전의 조화는 가능한가? 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이 지
역민의 삶을 향상시켰는가?

68쪽

2. 자료 출처

나. 교과서 외 자료 등을 활용한 경우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발행처

(저자)

세계일보

윤지로·박연직

이뉴스투데이

박지은

발행년도

·
·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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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관 련

재구성

자료

여부

2019

○

2019

○

2019

○

관련 교과서
근거
관련 자료

재구성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사회

이동환 외

천재교육

2014

181

여부
○

고등학교 사회

육근록 외

비상교육

2014

185

○

5. 문항 해설
[1-1]
<제시문1>에는 지역개발의 정의와 함께 개발과 환경보존에 대한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야기되
는 다양한 갈등이 나타나고 나름대로 그 이유와 근거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2>는 케이

블카(삭도)설치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군’의 계획과 전망이 담겨있다. <제시문3>
은 환경부에서 사업에 대한 ‘부동의’를 내린 이유에 대해 ○○군의 대응안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미비
점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과 이해 당사자가 각각 주된 논조로 내세
우는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1-2]
<제시문2>는 케이블카 설치의 운영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개발을 지향함을
숨기지 않고 있다. 나름 친환경적인 개발방안을 제시하여 식생대의 보존과 산양서식지에 대한 대책방안
도 강구하였다. <제시문3>은 국가기관인 환경부가 ◇◇산이 지니는 생태환경적 가치를 국민전체의 편익
을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고 케이블카의 지주부터, 상부가이드타워, 상부정류장, 탐방로 등의 건설공
사는 회복할 수 없는 환경파괴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의 환경보존 대응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반박하고 있다.
6. 채점 기준
문제

평가 기준
지방자치단체 ○○군은 새로운 관광시설을 통한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내세우
상

고, 환경부의 부동의는 생태환경적 가치를 국민전체의 편익을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
는 환경보존의 논리이다.

1-1

중

지역개발과 보전의 논리로 단순화시킨 경우

하

관광개발 또는 지역보전의 논리를 하나만 언급한 경우
①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답안 예시처럼 구체적으로 반대의 논리를 반박하며 언급할 경우.

상

②창조적으로 위의 찬반논리 외에 평창올림픽 스키경기장을 위한 가리왕산의 사례나 천성
산 터널공사와 도룡뇽 사례를 추가로 언급하면 추가로 반영
①찬성과 반대의 입장은 분명하나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의 반박 없이 정리한 경우.

1-2

중

②반대의 논리 가운데 지나치게 지역이기주의로만 평가하는 경우, 약간의 감점 필요
③위의 찬반논리 외에 평창올림픽 스키경기장을 위한 가리왕산의 사례나 천성산 터널공사
와 도룡뇽 사례를 추가로 언급하면 추가로 점수 반영

하

① 제시문에 제시된 논리를 설명하지 못하고 단순히 찬·반만 표현한 경우
② ◇◇산 케이블공사에 대한 본문 참조없이 다른 사례만을 언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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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시 답안
[1-1]
케이블카(삭도) 설치사업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군과 국가기관 환경부

사이의 공방·대립이다. ○○

군은 새로운 관광시설을 통한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내세우고, 환경부의 부동의는 생태환경적
가치를 국민전체의 편익을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여기는 환경보전의 논리이다. 지역발전과 환경보전의
논리가 맞서고 있다.
[1-2]
찬성의 논리는 첫째, 기존 탐방로가 오히려 무분별한 등산로를 통한 설악산 생태를 훼손할 수 있는바
새로운 관광시설의 확충을 통해 이를 방지하고 등산로를 복원하며, 국가브랜드 및 국립공원의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약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접근·향유의 기회를 제공
한다는 점이다. 셋째,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침체한 설악권 경기의 회복을 도모하며 주변지역의 4
계절 관광지로 변신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발동기 소음을 줄이고 산양의 서식지 주변으로 먹이를
방사하는 등 친환경적인 개발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 ◇◇산이 지니는 생태학적 가치를 전
제로 케이블카의 상부지역이 빙하기 상징인 아고산대 식생과 1급보호동물인 산양의 주요 서식지임을 강
조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을 통한 훼손은 생태계의 복원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대비책으로 제시
된 발동기 소음 규제는 야생동물인 산양이 아닌 일반 가축에 대한 수준이며, 산양의 먹이인 미네랄블록
을 제공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에 우선하는 생태환경적 가치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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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 교과면접전형 자연계열·의예과 면접문제1에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문항 1-1~2>
<제시문1>은 지역 개발의 의미를 설명하는 글로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수록된 지문임.
<제시문2>는 지역 개발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제시문3>은 생태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글임. 지역 개발의 필요성과 방법, 개발로 인한 생태 환경의 파괴, 생태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개발에 관하여 찬반의 입장을 정립하는 것은 고등학교 사회 교육
과정을 이수했으면 어렵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개발에 찬성하는 사례를 지역의 입장에서
전개하고, 환경 보전 중요성을 사례를 들어 개발에 반대하는 자신의 주장을 펼쳐 나가는
것을 특별히 어렵다고 할 수 없음. 본 문항의 난이도는 ‘중하’ 수준이라고 판단함.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B교사)
제시문에서 다루는 지역 개발 내용과 문항에서 요구하는 관점 찾기, 입장 선택 후 평가하기
등의 기능은 고교 현장의 사회과 수업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수업 장면에 해당하므로
‘중하’ 수준의 적절한 문항 및 제시문이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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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카드 17]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학생부종합(교과면접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 / 문제 2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핵심개념 및 용어

예상 소요 시간

확률과 통계
확률변수, 확률분포, 독립시행, 이항분포, 평균, 분산

제시문 숙지 10분/15분 + 면접 8분/15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2】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2개 주사위 눈의 합이 짝수일 사건을  라 하고 두
주사위 눈의 곱이 짝수일 사건을  라고 하자.

(문제 2-1) 사건  가 일어날 확률    와 사건  가 일어날 확률    를 구하시오.

(문제 2-2)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독립시행을 8번 할 때 2개 주사위 눈의
곱이 짝수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변수  라 하자. 확률변수  가

를

취할 확률

을 확률질량함수          ⋯   로 나타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

(가) 확률변수      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나)

    
를 구하시오.

    

3. 출제 의도
현대생활에서 여러 가지 확률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확률의 문제를 이항분포와 독립시행에 관한 기본
적인 통계이론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산확률변수의 대표적인 확률분포
인 이항분포를 이해하는지 알아보고,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이산확률변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능력도 평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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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14호[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확률과통계]-(나) 확률-1) 확률의 뜻과 활용
② 확률의 기본성질을 이해한다.
적용 교육과정

③ 확률의 곱셈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확률과통계]-(다) 통계-1) 확률분포
① 확률변수와 확률분포의 뜻을 안다.
②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다.
③ 이항분포의 뜻을 알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다.
[확률과통계]-(나) 확률-1) 확률의 뜻과 활용
확통1211/1212 통계적확률, 수학적확률의 의미와 확률의 기본성질을 이해한다.
[확률과통계]-(다) 통계-1) 확률분포

성취기준

확통1311-1. 이산확률변수와 확률분포의 뜻을 안다.
확통1312-1.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평균)을 구할 수 있다.
확통1312-2. 이산확률변수의 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다.
확통1313. 이항분포의 뜻을 알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다.

2. 자료 출처
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확률과 통계

김원경 외

비상교육

2014

79

확률과 통계

황선욱 외

좋은책 신사고

2016

84,104

확률과 통계

우정호 외

동아출판

2017

160

5. 문항 해설
(문제 2-1)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2개 주사위 눈의 합이 짝수일 사건을

 라고
사건  가

 와 의

라

하고

두 주사위 눈의 곱이 짝수일 사건을

할 때 사건

(문제 2-2) (문제 2-1)에서 도출한

일어나는 횟수의 확률분포인 이항분포를 계산할 줄 아는 가

알아보고 이산확률변수

    

확률 구하기

평균과 분산 계산

6. 채점 기준
하위

채점 기준

문항
(상) 사건
2-1

(중) 확률

 와 사건 의 확률    와 확률    를 모두 맞게 계산한
   와 확률    중에서 한 개만 모두 맞게 계산한 경우

(하) 둘 다 틀린 경우
(상) (가)과 (나)를 모두 모두 맞게 계산한 경우
2-2

(중) (가)과 (나) 중에서 한 개만

맞게 계산한 경우

(하) 둘 다 틀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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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경우

7. 예시 답안

(문제 2-1) 사건  가 일어날 확률    와 사건  가 일어날 확률    를 구하시오.
(정답)

사건

가

일어날

확률

       이고

사건

가

일어날

확률

       이다.
(풀이) 사건  와  가 일어날 확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방법 1: 2개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을      ⋯      과 같이 모두 나열하고
두 주사위 눈의 합과 곱을 계산하여 짝수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고        이다.
방법 2: 각 주사위의 눈이 홀수(또는 짝수)일 확률은  이다. 2개 주사위의 눈이 홀수인가
짝수인가를 나열하면 홀수 홀수  홀수 짝수  짝수 홀수 짝수 짝수  가 되고 각각이 나오
는 확률은 동일하게

 이다.

- 두 주사위 눈의 합이 짝수인 사건  는

  홀수 홀수 짝수 짝수 이므로      이다.
- 두 주사위 눈의 곱이 짝수인 사건  는
  홀수 짝수 짝수 홀수  짝수 짝수 이므로
     이다. 또는 두 주사위 눈의 곱이 홀수인 사건의 확률 1/4를 계산하고 전체 확률 1
에서 이 값을 제하여          를 구할 수도 있다.
(문제 2-2)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독립시행을 8번 할 때 2개 주사위 눈의
곱이 짝수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변수  라 하자. 확률변수  가

를

취할 확률

을 확률질량함수          ⋯   로 나타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
(가) 확률변수      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나)  를 구하시오.
    
(가) 확률변수      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정답) 평균=10, 분산=6
(풀이) 사건 가 일어나는 가를 조사하는 독립시행을 8번하여 사건 가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  이므로 확률변수  는 시행횟수가    이고 사건 가 일어날 확률    인 이항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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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따르게 된다. 즉,  는     를 따른다.
- 확률변수  는     이므로  의 평균은

       ×     이다. 이산확률변수  와 임의의 상수   에 대하여    의 평균
           이므로
은
이
문제에서
                 ×      이다.
- 확률변수  의 분산은

           ×        이다.
따라서, 확률변수      의 분산은

           ×      ×     이

다.
(나)

    
를 구하시오.

    

(정답) 6
(풀이) 확률변수





  


 는     를 따르므로        


   


  



    




  ×    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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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 학생부종합 교과면접전형 자연계열 면접문제2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문항 2-1>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문제로 교육과정 및 성취수준 내에서 출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
들에게 익숙한 주사위를 던지는 상황을 제시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음.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를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쉬운 난이도임.
<문항 2-2>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 이항분포의 확률질량함수를 나타낼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됨.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를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중간 난이도임.
문제를 풀지 못한 학생이 있을 경우 주어진 문항보다 난이도가 낮은 추가질문을 준비하여
학생들의 이해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B교사)
<문항 2-1>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문항으로 각종 교과서에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쉽게 접하는 주사위를
이용한 문항으로 학생들이 접근하기에 되게 편했을 것으로 판단됨.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를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난이도로 출제 됨.
<문항 1-2>
2-1 문항에서 나온 확률값을 활용하여 이항분포로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확률질량함수를 활용하여 확률변수의 확률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으로 출제됨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를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가능한 난이도로 출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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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카드 18]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학생부종합(교과면접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의예과 / 문제 2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법과 정치, 생활과 윤리, 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직업윤리

예상 소요 시간

8-10분

2. 문항 및 자료

2. 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인간은 인격의 주체로서 존귀한 가치를 지니므로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
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10조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존엄 및 권리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
다. 이 권리는 모든 기본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의 이념이며 모든 개별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권리이다. 개인의 행복추구는 공공의 이익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일부 제한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나> 전문직 종사자들은 보편 직업윤리뿐만 아니라 더욱 높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전문직 종사자는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면서 자신의 생활이 타인에게 도덕적인 모범이 될 것을 요구받기도 하며, 비교적 높은
사회적 지위와 안정된 직업을 보장받기 때문에 어느 직업인보다 사회에 봉사하는 공공정신
을 더 발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런 맥락에서 전문직의 직업윤리에 전문직업인들은 개인의
행복추구와 공동의 행복을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의과대학에서는 졸업생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면서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처럼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에 연세
대학교 의과대학의 졸업생부터 ‘선서’를 낭독했다는 기록이 있다. 선서문 중 일부를 보면,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
라....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의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의사의 윤리강령에도 “의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의료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시행하여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에 헌신한다”
고 되어 있다.
<라> 대학병원의 심장내과 전문의 Y는 국제 학술회의 참석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가는 도중
교통사고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도로가 막혀 다소 빠듯한 시간에 공항에 도착하였다.
황급히 체크인을 하려고 줄을 선 상황에 여행객 중 50대 남성이 가슴을 움켜쥔 채 쓰러진
것을 목격하였다. Y는 체크인 라인에서 나와 공항 직원에게 자신이 심장내과 전문의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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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고, 50대 남성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덕분에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다음날 퇴원하였다. Y는 환자 이송 후 다시 체크인 수속을 밟으려
했으나 이미 시간이 지나 탑승수속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국제 학술대회 참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항공권 및 호텔 예약금도 항공사 및 호텔 측의 환불규정에 없는 상황
이라고 하여 환불을 받지 못하였고 학회참석 포기와 함께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문제 2-1) 제시문 <가>, <나>, <다>에서 제시하는 인간의 행복추구권과 전문직의 직업윤리,
의사의 직업윤리의 측면에서 의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제 2-2) 제시문 <라>와 같은 상황에 지원자가 처했을 때 향후 의사가 된 뒤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 말해보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제 2-3) 심장내과 전문의 Y가 감수해야 할 불가피한 학술회의 불참과 항공료 및 호텔비용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말하고, 이렇게 뜻하지 않은 경제적 손실로 인해 발생한 불
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3. 출제 의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존엄한 인간으로서 만족이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의사 역시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행복을 누릴 권한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일반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행복 추구권이 부분적으로 제한되거나 침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직업윤리의 측면에서 전문직에게는 일반 직종과는 구별되는 전문직업의 도덕성과 책임을 강조하
는 직업윤리가 존재하게 된다. (문제 2-1)은 예비 의사로서 의사의 행복추구권의 범위를 어느 정도 이해
하고 있으며, 전문 직업윤리와의 관련 맥락에서 의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평가
하기 위한 것이고, (문제 2-2)는 앞으로 의사가 되었을 때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과 전문
직업윤리 그리고 의사의 특수 전문직 윤리가 상충될 때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묻기 위한 것이다. (문
제 2-3)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제한될 수 있는 의사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제한적인 의사
의 행복추구권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모색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4) 사회윤리와 직업윤리
(나) 인권존중과 공정한 사회
성취기준
사회정의와 관련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적 문제에 대해
1
이해하고 공감 소통, 갈등 능력 해결을 통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문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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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윤리와 직업윤리
(가) 사회의 도덕성과 사회 윤리
성취기준 윤리를 바라보는 개인 윤리적 관점과 사회 윤리적 관점의
2
차이점을 이해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공동선의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가진다. 사회의 도덕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
합리적 관점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문제 4-2

(4) 사회윤리와 직업윤리
(라) 직업의 의의와 직업생할의 윤리적 책임
성취기준
직업 생활에서 직업윤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각의
3
직종에 요구되는 직업적 책임과 의무에 기초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태도를 지닌다.

문제 4-3

2. 자료 출처
가. 교과서 내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법과 정치

김왕근 외

천재교육

2016

102

행복추구권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남궁달화 외

교학사

2017

210-212

직업의 의의와
직업윤리의
중요성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조성민 외

비상교육

2017

200-202

직업의 의의와
직업생활의
윤리적 책임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 미래엔

2015

219-220

전문직과
공직자의 윤리

82-84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행복추구권의
보장 범위

고등학교 사회

이동환 외

천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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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재구성
여부

5.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해 기술한 것이고, <나>
는 전문직의 직업윤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는 의사의 직업윤리의 근간이 되는 히포크
라테스 선서와 의료운리 강령을 제시하였고 (라)는 의사의 행복추구권이 제한 받는 예를 가상적으로 제
시하여 의사의 행복추구권의 제한으로 인해 감수해야 할 행복추구권의 박탈 및 제한적 행복추구권의 사
회적 보상 문제를 담고 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과 의사의 전문 직업
인 윤리강령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의사상은 무엇이고 제한적 행복추구권의 회복을 위한 의사로서의 입
장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문제 2-1) 지원자가 예비 의사로서 의사의 직업윤리를 행복추구권과 비교하여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파
악하고, 의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개인적 견해와 소신을 평가한다.
(문제 2-2) 의사의 직업윤리와,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리고 의사 윤리강령을 토대로 예비 의사로서 향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논리적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문제 2-3) 의사의 특수 직업윤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 어떻게 처신할지에 대한 지원자의 태도를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차원 혹은 법적 차원에서의 능동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2-1

채점 기준

배점

- 의사의 특수 직업윤리, 노블레스 오블리주 혹은 의사 윤리 강령에 의거 행복추구권이 부분
적으로 제한될 수 있고 의사의 책임과 의무도 이러한 맥락에서 부여될 수 있음을 논리적으
로 답한 경우

상

- 의사의 특수 직업윤리나 강령에 대한 언급 없이 행복 추구권은 당연히 제한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

중상

- 의사도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일하게 행복추구권을 누릴 권한이 있으므로 예외 없
이 행복추구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중하

-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논리적으로 응답을 못할 경우

하

-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의사의 윤리강령, 히포크라테스 선서 등에 의거 의사의 행복추
구권의 제한 불가피성과 의무를 설명하며 심정지 위험에 놓인 환자를 돌보는 것이 의사로
서의 책임과 의무라고 답한 경우

상

- 의사의 윤리강령이나 책임은 인정하지만 본인의 학회 참석도 중요하고 인간으로서의 행복
추구권을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자기 대신 환자를 돌볼 공항 상주 의사에게 도움을 구한
후 학회 참석을 위한 체크인 수속을 밟겠다고 응답한 경우

중상

- 사전에 공식적으로 학회 참석을 위한 휴가를 득하였고 의사도 인간으로서 행복추구권을 보
장 받아야 하고 본인의 잘못이나 불가피한 개인적 사건으로 발생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것 또한 불합리하므로 심정지 위기에 처한 환자를 돌볼 의
무는 없으므로 학회 참석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응답한 경우

중하

2-2

- 논리적으로 자신의 결정에 대한 응답을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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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2-3

최종판정

- 의사 윤리강령 7번 항에는 “의사는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하며, 의료
자원을 적절히 사용하고, 바람직한 의료환경과 건강한 사회를 확립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는 의사에게 환자 진료나 건강증진에만 그 책임
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 외에 건강한 사회, 바람직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차
원의 노력도 아울러 강조하고 있다. 지원자가 전문 직업인의 윤리강령이나 도덕성과 책임으
로 인한 행복추구권이 제한을 받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선의의 일을 수행하다가 겪
은 피해(예: 뺑소니 차량을 목격하고 추적하다가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등)나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한 것에 대한 명확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보상이
나 면제가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
할 경우 (예: 항공사 환불규정 법 개정 발의 등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제도적 법적 방안
제시)

상

- 전문 직업인의 윤리강령이나 도덕성과 책임으로 인한 행복추구권이 제한을 받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지만 제한된 범위에서
의 추상적인 방안만을 제시한 경우

중상

- 전문 직업인의 윤리강령이나 도덕성과 책임으로 인한 행복추구권이 제한을 받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중하

- 응답이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예비 의사로서의 제한된 행복추구권 회복과 보상에 대한 의견
과 주장이 없을 경우

하

- 3개 모두 ‘상’을 받거나 2개 문제에서 ‘상’을 받고 1개 문제에서 중상 이상을 받은 경우

A

- 1개 문제에서 ‘상’을 받고 2개 문제에서 ‘중상’ 혹은 ‘중하’를 받은 경우

B

-

C

3개의 문제에서 모두 ‘중하’ 혹은 ‘하’ 를 받은 경우

7. 예시 답안
(문제 2-1)
의사의 특수 직업윤리, 노블레스 오블리주 혹은 의사 윤리 강령에 의거해 볼 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한다는 맥락에서 의사의 행복추구권은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사의 책
임과 의무도 의사윤리 강령이나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입각하여 행복추구권의 사수보다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하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2-2)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의사의 윤리강령, 히포크라테스 선서 등에 의거해 볼 때, 의사의 행복추구권
의 제한 불가피성과 의무를 설명하며 심정지 위험에 놓인 환자를 돌보는 것이 의사로서의 당연한 책임
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2-3)
전문 직업인의 윤리강령이나 도덕성과 책임으로 인한 행복추구권이 제한을 받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선의의 일을 수행하다가 겪은 피해, 예를 들면, 뺑소니 차량을 목격하고 추적하다가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등에서처럼 정의롭고 선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한 불이익은 제도적으로 보상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의사가 행복추구권을 제한받으면서도 준수한 의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대
한 제도적 법적 차원에서의 적절한 보상이나 면제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 예로 위의
경우 의사가 의사의 의무와 책임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행한 경우 당한 불이익과 경제적 손실은 항공사
환불규정의 개정 등의 입법조치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사 스스로도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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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 교과면접전형 의예과 면접문제2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문항 2-1~3>
<제시문 1>은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한 것
으로 고등학교 법과정치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임. <제시문 2>는 전문직의 직업윤리에 관한
내용으로 생활과윤리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임. <제시문 3>은 의사로서의 소명과 직업윤리를
명확히 소개하는 내용의 글임. <제시문 4>는 개인으로서 지니는 권리와 직업인으로서 의사
윤리가 부딪히는 역할 갈등 상황에서 대처하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의사라는 직업윤리의
실천 사례를 보여줌. 의예과에 지원한 수험생들이 의사라는 직업에 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와 역할갈등상황에서 본인의 선택에 관한 논리적 설명을 묻는 문항들로써 구성
했으며, 문항의 난이도는 ‘중’ 수준이라고 판단함.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B교사)
<문항 2-1>
생활과 윤리 교과에 제시된 전문직 윤리에 대한 내용 중‘직업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
을 개인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지 않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지
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본인의 행복추구권과 연결시켜 충분히 서술할 수 있
는 문제라고 판단됨.
<문항 2-2>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되어 있고, 출제자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
직 윤리와 연결 지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문항 2-3>
의사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전문직 윤리가 상충될 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을 제시하는 것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전 지식이나 선행 학습이 필요한 수준
은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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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카드 19]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학생부종합(교과면접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의예과 / 문제 3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핵심개념 및 용어

출제 범위
예상 소요 시간

확률과 통계
확률변수, 확률분포, 독립시행, 이항분포, 평균, 분산

제시문 숙지 10분/15분 + 면접 8분/15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3】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 3-1) 서로 다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개 주사위 눈의 합이 짝수인 사건의
확률을 , 그리고  개 주사위 눈의 곱이 짝수일 사건의 확률을 라고 할 때 아래의 (가)와
(나)를 구하시오.
(가) 확률 와 의 값을 구하시오.


(나)

   를 구하시오.







(문제 3-2)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독립시행을 10번 할 때 2개 주사위 눈의
곱이 짝수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변수  라 하자. 확률변수  가

를

취할 확률

을 확률질량함수          ⋯    로 나타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

(가)

    
를 구하시오.

    

(나) 확률질량함수      가 최대가 되는

를

구하고 풀이과정을 설명하시오.

3. 출제 의도
현대생활에서 여러 가지 확률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확률의 문제를 이항분포와 독립시행에 관한 기본
적인 통계이론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산확률변수의 대표적인 확률분포
인 이항분포를 이해하는지 알아보고, 이항분포의 확률적 성질을 아는 가에 대한 능력도 평가하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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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확률과통계]-(나) 확률-1) 확률의 뜻과 활용
① 확률의 기본성질을 이해한다.
적용 교육과정

② 여사건의 확률의 뜻을 알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확률과통계]-(다) 통계-1) 확률분포
① 확률변수와 확률분포의 뜻을 안다.
② 이항분포의 뜻을 알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다.
[확률과통계]-(나) 확률-1) 확률의 뜻과 활용
확통1211/1212 확률의 기본성질을 이해한다.

성취기준

확통1214 여사건의 확률의 뜻을 알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확률과통계]-(다) 통계-1) 확률분포
확통1311-1. 이산확률변수와 확률분포의 뜻을 안다.
확통1313. 이항분포의 뜻을 알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다.

2. 자료 출처
참고자료
고등학교
교과서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확률과 통계

김원경 외

비상교육

2014

66, 79

확률과 통계

황선욱 외

좋은책신사고

2016

84,104

확률과 통계

우정호 외

동아출판

2017

160

5. 문항 해설
(문제 3-1)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2개 주사위 눈의 합이 짝수일 사건일 확률
두 주사위 눈의 곱이 짝수일 사건을
서로 다른

 라고

 와 의

할 때 사건

 와

확률 구하기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개 주사위 눈의 합이 짝수인 사건의 확률을 , 그리고

개 주사위 눈의 곱이 짝수일 사건의 확률을

가

(문제 3-2) (문제 3-1)에서 도출한 사건

하고

그 합을 구하기

일어나는 횟수의 확률분포인 이항분포를 계산할 줄 아는 가

알아보고 이항분포 질량함수가 최대로 되는 횟수

 를 구하기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상) 확률

 

그리고

   를




3-1



모두 맞게 계산한 경우



(중) 확률

 

또는

    중에서 한 개만







제대로 계산한 경우

(하) 둘 다 틀린 경우

(상) 문제 (가)과 문제 (나)를 모두 모두 맞게 계산하고 설명한 경우
3-2



(중) 문제 (가)과 문제 (나) 중에서 한 개만
(하) 둘 다 틀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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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계산한 경우

7. 예시 답안


(문제 3-1) 확률 와 의 값을 구하시오. 그리고

   를 구하시오.







정답) 확률      이고,      이다.
(가) 확률 와 의 값을 구하시오.
(정답) 확률      이다
(풀이)
- 확률 와 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방법 1: 2개 주사위의 눈을      ⋯      과 같이 모두 나열하고 두 주사위 눈의
합과 곱을 계산하여 짝수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
법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고      이다.
방법 2: 각 주사위의 눈이 홀수(또는 짝수)일 확률은  이다. 2개 주사위의 눈이 홀수인가 짝
수인가를 나열하면 홀수 홀수  홀수 짝수  짝수 홀수 짝수 짝수  가 되고 각각이 나오는
확률은 동일하게  이다.
- 두 주사위 눈의 합이 짝수인 사건은

홀수 홀수 짝수 짝수  이므로    이다.

- 두 주사위 눈의 곱이 짝수인 사건은

홀수 짝수 짝수 홀수  짝수 짝수  이므로

   이다. 또는 두 주사위 눈의 곱이 홀수인 사건의 확률 1/4를 계산하고 전체 확률 1에
서 이 값을 제하여        를 구할 수도 있다.


(나)

   를 구하시오.







(정답) 15
(풀이)

(문제 3-1)과 같은 방식으로 일반식을 구하면    이고       이다. 따라서,






    



 ×         이다.













이 식을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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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다.
   



 ×



(문제 3-2)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독립시행을 10번 할 때 2개 주사위 눈의
곱이 짝수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변수  라 하자. 확률변수  가

를

취할 확률

을 확률질량함수          ⋯    로 나타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

    
를 구하시오.

    

(가)

(나) 확률질량함수      가 최대가 되는

(가)

를

구하고 풀이과정을 설명하시오.

    
는 얼마인가?

    

(정답) 8
(풀이)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독립시행을 10번 할 때 2개 주사위 눈의 곱이
짝수가 나오는 횟수가 확률변수  이므로 확률변수  는 시행횟수가    이고 짝수가 나올
확률    인 이항분포를 따르게 된다. 즉,  는     를 따른다. 확률변수


  

  


    를 따르므로        







는

이다.

 





    



  ×    이다.
따라서,   


    






  






  
  


 
 

  


(나) 확률질량함수      가 최대가 되는  를 구하시고, 그 값  를 구하는 풀이과정을 설명
하시오.
(정답) 8
(풀이)

확률변수

는

    를

따르므로



    
     ≥        이면 즉,  ≥  을 만족하는 최대정수 는
      
를 최대로

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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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 




       

  
 ×  ≥ 



따라서,      ≥  이므로  ≤  이고  ≤    이다. 이항분포에서  가 정수이므로


   일때      가 최댓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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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 교과면접전형 의예과 면접문제3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문항 3-1>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문제로 교육과정 및 성취수준 내에서 출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익숙한 주사위를 던지는 상황을 제시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음.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를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중간 정도의
난이도임.
<문항 3-2>
(가) 문항은 3-1 (가)문항에서 나온 확률값을 활용하여 이항분포로 확률질량함수를 활용하여
확률변수의 확률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으로 출제됨
(나) 이항분포의 확률질량함수를 나타낼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됨. 난이도가 높은 문제이나 간단한 계산 문제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
하여 많은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됨.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하였을
경우, 개념을 확인하는 추가질문을 준비하여 학생들의 이해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B교사)
<문항 3-1>
(가) 문항은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문항으로 각종 교과서에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쉽게
접하는 주사위를 이용한 문항으로 학생들이 접근하기에 되게 편했을 것으로 판단됨
(나) 문항은 여사건을 활용하여   값을 구하고

의 기본성질을 활용하여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항으로 출제됨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를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난이도로 출제 됨
<문항 3-2>
(가) 문항은 3-1 (가)문항에서 나온 확률값을 활용하여 이항분포로 확률질량함수를 활용하여
확률변수의 확률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으로 출제됨
(나) 문항은 확률질량함수를 활용하여 최대가 되는  값을 비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문항으로
접근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 문항으로 판단됨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았고 의예과 학생들을 선발하기에 변별력을 감안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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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카드 20]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학생부종합 국제계열활동우수자 (동아시아국제학부)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 Questions 1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사회과 교육과정

핵심개념 및 용어

개인과 공동체, 다양성과 관용, 세계화와 상호 의존

예상 소요 시간

20분 숙지 10분 면접

2. 문항 및 자료
※ You have 20 minutes for reviewing questions and preparing answers, and 10 minutes for interview.

【Question 1】
[A] The Second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1791)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B] The New York Times (October 2, 2017)
At first, it sounded like fireworks — a loud, crackling noise. Then the awful realization
began to spread, unevenly, through the huge crowd. It dawned on people when they heard
screams, when they saw bloodied victims collapse around them, or when others stampeded
for the exits. By sunrise on Monday, the staggering toll at an outdoor country music
festival on a cool desert night was becoming clear: at least 59 people killed, the police said,
and 527 injured, either by gunfire or in the flight to safety. A lone gunman perched on the
32nd floor of the Mandalay Bay Resort and Casino had smashed the windows of his suite
with a hammer, taken aim at a crowd of 22,000 people, and committed one of the deadliest
mass shootings in American history.
[C] Los Angeles Times (April 14, 2018)
Gun rights supporters gathered at state capitols across the U.S. on Saturday to push back
against efforts to pass stricter gun-control laws that they fear threaten their constitutional
right to bear arms. From Delaware to Wyoming, hundreds gathered at peaceful protests to
listen to speakers who warned that any restrictions on gun ownership or use eventually
could lead to a ban on gun ownership, which is guaranteed under the 2nd Amendment.
Taylor Haynes told the crowd the 2nd Amendment is the most important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Question 1-1) Summarize [B]. How can the tragedy described in [B] be stopped?
(Question 1-2) Summarize [C]. What is your opinion on gun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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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제 의도
- This question is written to test students' English and their opinions on gun-related issues.
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Reference in the National Curriculum)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사회과 교육과정
1. 사회(일반과목)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사회

관련

(2) 공정성과 삶의 질
(가)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공동체 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성취기준 개인과 공동체 간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을 탐색한다.
1
(나) 다양성과 관용
다양성이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찾아 이를 해결하는 방안
들을 모색한다.

하위문제
1과 2

2. 자료 출처 (Sources)
The Second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1791), The New York Times (October 2,
2017), Los Angeles Times (April 14, 2018)
5. 문항 해설
- This question asks students to summarize the readings and express their opinions on gun-related
issues.

6. 채점 기준
Sub-Question

Assessment Criteria

Breakdown

How much does the student understand the contents? How much
(1-1)

does the student describe the mass shooting? How much does the

25

student logically and persuasively explain what he/she thinks.
How much does the student understand and explain the contents?
(1-2)

How much does the student logically and persuasively explain why

25

he/she agrees or disagrees with gun ownership.

7. 예시 답안

Question 1 translation
[A]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
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미국 수정헌법 2조 (1791년))
[B] 처음에는 크고 타닥거리는 폭죽소리처럼 들렸다. 그 후 참혹한 현실이 군중들에게 펼쳐졌
다. 군중들은 비명을 질렀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나갔고, 출구를 향해 우르르 몰려들었다. 월
요일 새벽이 되었을 때 파악된, 시원한 사막의 밤에 열린 야외 컨츄리 음악 페스티벌의 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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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충격적이었다. 경찰에 의하면 총격 및 대피과정에서 적어도 59명이 죽었고 527명이 다쳤
다. 만달레이 베이 호텔 32층 스위트룸에서 창문을 망치로 깬 후 창문 밖 아래에 있던 22,000
여명 군중을 향해 총을 난사한 범인에 의해 미국 역사상 가장 잔혹한 총기난사 사건 중 하나
가 일어났다.
[C] 총기소유 지지자들은 토요일에 미국 전역의 주 의사당에 결집해 총기 규제법 제정이 총기
소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델라웨어에서 와이오밍에 이르는 미국 각지
에서 열린 평화시위에 모인 군중들은 총기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향후 총기소유 금지로 이어
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는 총기소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연설자들
의 주장을 경청했다. 테일러 헤인즈는 수정헌법 2조는 미국 헌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항이라
고 역설했다.
Question 1-1 guideline
Good answers: The student clearly understands the contents and fully describes the mass
shooting. In addition, the student logically and persuasively explains what he/she thinks.
- Possible answers: gun-control is needed; gun-ownership should be banned; stricter
gun-control laws are needed; constitution doesn’t actually guarantee mass-shooting
firearms; stricter background check (for example, mental health screening) is needed for
gun purchase; carrying firearms in public space/event should be banned; many gun-free
zones are needed; automatic and semi-automatic firearms should be banned; etc.
Bad answers: The student fails to clearly understand the contents and fails to fully describe
the mass shooting. In addition, the student fails to logically and persuasively explain what
he/she thinks.
Question 1-2 guideline
Good answers: The student clearly understands/explains the contents and fully explains the
gun rights supporters’ assertions. In addition, the student logically and persuasively explains
why he/she agrees or disagrees with the gun rights supporters.
- Agree: gun-ownership is guaranteed by constitution; self-defence with guns is important
because of the lack of police protection; guns are needed for self-protection from robbery
or predatory animals (especially in rural areas); collecting firearms from civilians is
unrealistic and actually impossible, especially considering black market and illegal firearms;
background check or mental health screening/database violates human rights, etc.
- Disagree: gun-related tragedies should be stopped anyhow; constitution doesn’t reflect
the current situation, so stricter gun-control laws are needed and stricter gun-control can
reduce unintentional gun-related accidents; mass-shooting firearms should be banned;
civilians, who are untrained, are difficult to protect themselves with guns; illegal guns and
black market should be eradicated; strengthened background check or mental health
screening is needed; more gun-free zones are needed and open-carry should be
discouraged, etc.
Bad answers: The student fails to clearly understand/explain the contents and fails to fully
explain the gun rights supporters’ assertions. In addition, the student fails to
clearly/logically/persuasively express their own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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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 국제계열활동우수자전형 면접문제 1번에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문항 1-1>
제시문[B]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리적으로 제시하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총기 난사 사고에 대한 영어 지문을 해석 및 요약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안전 보장의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영어 지문의 수준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정도의 난이도이며, 사회 교육과정의 공동체에 대해 고민하였다면
어려움 없이 답할 수 있는 문항이다.
<문항 1-2>
제시문[C]의 내용을 요약하고 총기 소유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문항
이다. 총기 소유를 옹호하는 입장의 영어 지문을 해석, 요약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제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영어지문의 수준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
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정도의 난이도이며, 사회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갈등
상황에 대해 고민하였다면 어려움 없이 답할 수 있는 문항이다.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B교사)
<문항 1-1~2>
미국 사회 내 총기 소지를 둘러싼 논쟁을 주제로 개인과 공동체 간의 관계를 묻는 문항으로
요약, 의견 밝히기 등 평이한 수준의 기능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시문 주제 및 내용 역시
높은 수준의 학문적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이 아니므로 문제 해결에 있어 수준과 난이도가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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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카드 2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학생부종합 국제계열활동우수자 (동아시아국제학부)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 Questions 2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사회과 교육과정

핵심개념 및 용어

개인과 공동체, 다양성과 관용, 세계화와 상호 의존

예상 소요 시간

20분 숙지 10분 면접

2. 문항 및 제시문

【Question 2】
[A] The Guardian (September 4, 2019)
Sales of Japanese beer and cars have plummeted in South Korea amid a consumer boycott sparked
by a deepening dispute over the countries’ wartime legacy. Calls for South Koreans to boycott
Japanese goods intensified in July after Tokyo placed restrictions on exports of semiconductor
materials and display panels considered vital to South Korea’s technology industry. That move was
viewed as retaliation for a South Korean supreme court ruling last year calling on Japanese
companies to pay compensation for their use of forced labour during Japan’s 1910-45 occup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 The Japan Times (August 5, 2019)
Some worry the boycott of Japanese goods might only aggravate the animosities because it may
trigger a backlash from Japan. But others say the campaign exposes the bitter resentment many
Koreans still harbor against their former colonial master. Japan hasn’t yet reported a similar
eruption of anti-Korean sentiment. K-pop super stars BTS’ four concerts in Japan last month
reportedly drew a total of 210,000 spectators. “These disputes are something that only top officials
in the government are doing. I don’t think there is any impact on ordinary people like us,” said
Keiko Katsumata, a part-time worker in Korea Town.
[C] East Asian Pop Culture: Analysing the Korean Wave (2008)
In the last decade, East Asian media flows and connections have intensified. Media markets have
rapidly expanded and transnational partnerships have been closely formed among media corporations.
The circulation of popular culture is no longer limited to the national borders but finds a broader
transnational acceptance in the region. Asian markets have become even more synchronized, East
Asian co-projects in film and music have become more common, and singers and actors from around
the region are engaged in activities that transcend national borders.
(Question 2-1) Summarize [A] and [B].
(Question 2-2) Summarize [C]. What is your opinion on [C]? What can be the role of popular
culture to alleviate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tens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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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제 의도 (Purpose of Test)
- This question is written to test students' English and their opinions regarding the boycott of
Japanese goods, cultural exchange, and the role of popular culture.
4. 출제 근거 (References)

1. 교육과정 근거 (Reference in the National Curriculum)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사회과 교육과정
1. 사회(일반과목)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사회

관련

(4) 환경 변화와 인간
(다) 세계화와 상호 의존
세계화로 인해 개별 국가 간, 지역 간에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는 현상
성취기준 을 이동과 교역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한다.
1
- 공간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의 사례를 활용하여 세계화로 인한 인간
의 삶의 변화를 탐구한다.
- 지구적 차원에서 국가 간, 또는 지역 간의 상호 의존성 심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파악한다.

하위문제
1과 2

2. 자료 출처 (Sources)
The Guardian (September 4, 2019), The Japan Times (August 5, 2019), East Asian Pop Culture:
Analysing the Korean Wave (2008)

5. 문항 해설 (Guideline)
- This question asks students to explain the contents of the readings and to express their opinions
on the role of popular culture.

6. 채점 기준 (Evaluation)
Sub-Question

Assessment Criteria

Breakdown

(2-1)

How much does the student understand the readings?

25

(2-2)

How much does the student understand the reading? How much does the student
express his/her own opinions on the role of popular culture?

25

7. 예시 답안 (Answer Keys)

Question 2 translation
[A] 대한민국에서 일본 맥주와 일본 자동차 판매가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인해 급락했는데 이는
이 두 나라 사이에 식민지 과거와 결부된 깊은 감정의 골에 의해 촉발되었다. 대한민국에서의
- 159 -

일본상품 불매운동은 지난 7월 일본이 대한민국 기술산업에 있어 중요한 반도체재료와 디스플
레이 패널 수출을 제한한 이후 심해졌다. 일본의 수출 제한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본 회사들
에게 내린 일제강점시기(1910-45년) 징용에 대해 배상하라는 작년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여겨
진다.
[B] 일부 사람들은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일본의 반발을 야기해 두 나라 사이의 적대감만 심화
시킬 뿐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캠페인이 아직도 많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 식민 지배자에 대한 깊은 분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일본에서는 아직 반한
감정의 분출이 목격되지는 않고 있다. 지난 달 K-pop(한국 대중음악) 슈퍼스타 BTS(방탄소년
단)의 일본 콘서트는 4회에 걸쳐 총 210,000명이나 되는 많은 관객을 동원했다. “이와 같은 분
쟁은 정부 고위 관료들 사이의 문제에 불과하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라고 코리아타운에서 일하는 케이코 카츠마타는 말한다.
[C] 지난 10년 사이 동아시아에서 미디어의 교류와 커넥션은 강화되었다. 미디어 시장은 빠르
게 확장되었으며 미디어 기업 간 국가를 뛰어넘는 파트너십이 긴밀하게 형성되었다. 동아시아
에서 대중문화는 한 국가 내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국가를 넘나들며 유통되고 있다. 아시아 시
장은 날이 갈수록 통합되고 있고, 영화와 음악 분야에서 동아시아 공동 프로젝트는 더욱 보편
화되고 있으며, 동아시아 각지의 가수와 배우들은 국경을 초월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Question 2-1 guideline]
Good answers: The student clearly understands and fully explains the contents of both [A]
and [B].
Bad answers: The student fails to clearly understand the contents of [A] and [B], and fails
to fully explain them.
[Question 2-2 guideline]
Good answers: The student clearly understands and fully explains the contents of [C].
Further, the student expresses his/her opinion well. In addition, the student clearly and
persuasively talks about the role of popular culture.
Bad answers: The student fails to clearly understand and fully explain the contents of [C].
Further, the student fails to clearly/convincingly express his/her own opinion on [C] and the
role of popular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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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 국제계열활동우수자 전형 면접문제 2번에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문항 2-1>
제시문[A]와 제시문[B]의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영어 지문의
수준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정도의
난이도라 어려움 없이 답할 수 있는 문항이다.
<문항 2-2>
제시문[C]의 내용을 요약하고 국가 간의 관계에서의 문화의 역할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문항이다.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문화의 역할에 대한 영어 지문을
해석, 요약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제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영어지문의
수준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정도의
난이도이며, 사회 교육과정의 세계화와 문화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였다면 어려움 없이
답할 수 있는 문항이다.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B교사)
<문항 2-1~2>
최근 이슈되고 있는 대일본 무역 분쟁을 주제로 하고 있음. 문항에서 요약, 의견 밝히기 등
평이한 수준의 기능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시문 주제 및 내용 역시 높은 수준의 학문적 지식
을 측정하는 문항이 아니므로 문제 해결에 있어 수준과 난이도가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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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카드 22]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학생부종합(고른기회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전 계열(공통) / 문제 1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도덕과(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옳은 행동, 정의감, 도덕성

예상 소요 시간

5분/ 전체 10분

2. 문항 및 자료

【문제 1】다음의 각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제시문 A) 학교폭력의 여러 유형 중에서 특히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인 집단 따돌림은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피해학생이 겪는 고통을 가해학생이 공감하지 못하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이를 방관하는 주변 친구들로 인해 폭력상황이 더욱 악화되기도
한다.
(제시문 B) 친구간의 갈등이 심각해지면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교폭
력은 피해학생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커다란 상처를 남기게 되며, 그가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
돌림은 단순한 친구간의 갈등을 넘어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시문 C) 최근 들어 인정이 각박해지고 남의 일에 휘말리는 것이 싫어서 자신과 무관한 사람
의 어려움에 대하여 모른 척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으로 규
제할 필요가 있다. 즉,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
람을 돕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사회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a) 옳은 행동이 무엇인지 머리로 잘 알면서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경우, 그 책임
을 묻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감과 도덕성이 크게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시문 D)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친구를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진 동
등한 존재로 바라보면서‘친구 사이에는 상하의 인간관계를 맺으면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친구를 동조나 방관하는 것은
진정한 우정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행동은 선량한 주변 친구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
니라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친구 자체를 위하는 것도 아니다. 참된 우정이란 친구로 하여금
옳은 일을 하도록 ( b )하는 것이다.
(문제 1-1) <제시문 A∼D>를 볼 때, 가해자나 동조자 못지않게 방관자도 책임을 져야 하는 두 가지 이
유는 무엇인가?
(문제 1-2) <제시문 C>의 밑줄 친 (a)를 볼 때, 폭력 가해행위는 물론 방관자적 행동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까지 고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 1-3) <제시문 D>에서 (b)에 들어갈 적당한 표현을 하나만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한 가지 예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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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제 의도

(문제 1-1)
학생의 인성 및 가치관과 관련된 면접 및 구술 장면에서 가장 유용한 질문의 소재는 학생들과
밀접하거나 생활 속의 경험문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문제의 출제 의도는 학교폭력의 가해
자, 피해자는 물론 방관자로서의 경험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면접대상자가‘학교폭력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문제 1-2)
사회나 제도적 차원에서 개인의 정의감이나 도덕성 수준을 개선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정의로운 행동을 하거나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보상하고, 그 반대인
경우 처벌을 하는 것이다. 둘째, 정의롭지 못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당사자가 아닐지라도 이를
방조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처벌함으로써 일종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방법이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방관자 효과(주변인 무관심, 책임감 분산,
사회적 태만)나 깨진 유리창이론의 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제정을
통해 일종의 경각심을 환기시키려는 경향을 면접대상학생이 올바로 이해하는지 여부를 알아보
기 위한 것이 본 문제의 출제 의도다.

(문제 1-3)
학교폭력을 줄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책은 모든 학생들이 저마다‘나는 절대로 폭력의 가
해자가 되지 않아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거나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
와 더불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는 친한 친구의 행동 그 자체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행위의 부당성을 친절하게 일깨워주는 것도 또한 학교폭력 발생을 약
화시키거나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면접대상자가 이러
한 점을 올바로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본 문제의 출제의도다. 즉,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한 분명한 판단 의식과 이를 제지하는 친구로서의 자세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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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1.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친구·
이웃관계의
윤리

관련

- 친구와 이웃이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친구와 우
정을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친구
관계와 이웃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조사, 분석하고, 친구 사이에 강조되어야 할 덕목과 이웃 사이
에 지켜야 할 규범을 탐색하며, 친구나 이웃 간의 갈등을 예방,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고 성찰함으로써 갈등해결 능력을 기른다.

문제 1

관련 성취기준
2. 고등학교 도덕
과목명: 생활과 윤리

생명·성·가
족윤리

관련

- 친구나 이웃 간의 갈등을 예방,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탐구와
성찰을 통해 친구와 이웃의 소중함과 친구와 이웃사이에서 강조되어야
할 덕목을 이해하고,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합리적
으로 해결하며,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문제 1

2. 자료 출처
가. 교과서 내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만 작성

교과서 내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도서명

저 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11

㈜미래엔

2013

95

×

생활과 윤리

조성민 외 5

비상교육

2013

95, 101

×

생활과 윤리

남궁달화 외 5

교학사

2013

105

×

5. 문항 해설
(문제 1-1)
대부분 학교에서는 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게만 주목하여 선도, 처벌, 구제 조치 등
을 취하는데, 아무리 소극적일지라도 가해학생에 동조한 학생이나 폭력장면을 방관한 주변학생들도 실
질적으로 폭력행위의 공범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최근 사회적인 추세다. 따라서 학교폭력 장면에서 용
기 있게 나서지 못하는 행동(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학
생의 도덕적 가치관이나 인성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문제 1-2)
폭력행위를 저지른 학생에게 법적, 사회적 처벌이나 제재를 가하는 것은 뭇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폭력장면에 대하여 외면하거나 방관하는 사람은 그가 아
무리 도덕과 정의에 대한 지식과 감성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도덕적이거나 정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는 머리나 마음속의 정의감이나 도덕성은 진정한 정의나 도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실천으로 보여주는 정의로운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정의이며 높은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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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춘 사람의 특성이 될 것이다. 학교 교과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정의나 도덕성에 대한 인지적 학
습과 갖가지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정서적 훈련 등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눈앞에
서 벌어지는 의롭지 못한 장면에 담대하게 나서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부도덕한 짓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도덕적 행위능력 결여에 기인한다. 따라서 사회정의나 도덕성을 가르치는 교
육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옳은 것을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는 수준이 아니라 이를 실제 행동
으로 옮기는 행위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문제 1-3)
면접대상자의 인성 및 가치관과 관련된 진정성 있는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면담대상자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도록 적절히 유도하는 것이다. 왜냐라면 면접대상
자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교폭력과 같이 정의롭지 못한 다양한 장면에서 가해자, 피해자, 동조자, 지
지자, 방관자 등의 처지를 한번쯤은 경험했을 것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문제 1-1)

채점 기준

A 레벨

방관자적 행위를 통해 피해학생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가해학생에게는 옳지 못한 행동
을 바로 잡아주지 못함으로써 두 친구 모두에게 피해를 유발했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설명한 경우

B 레벨

책임을 져야 하는 두 가지 이유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설명하거나, 두 가지를 잘 설명했
지만 완전한 정답이라고 판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C 레벨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여 주관적인 설명을 하거나, 두 가지 이유를 설명했
지만 정답과 무관한 경우

A 레벨

법적 처벌 대상자를 늘려 개인의 정의감과 도덕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정
의로움과 도덕성은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도덕적 행위의 필요성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경각심을 유발함으로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설명한
경우
*방관자 효과, 주변인 무관심, 사회적 태만, 책임감 분산, 깨진 유리창이론, 착한 사마리
아인의 법 등의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함

B 레벨

방관자적 행동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이나 제제를 통하여 학교폭력과 같은 우리 사
회의 심각한 병리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경우

C 레벨

문제의 출제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주관적인 설명을 하거나 정답과 무관한 답
을 한 경우

A 레벨

권면이라는 정답을 말하고, 자신의 친구에게 바람직한 조언이나 지적을 통해 변화시킨
경험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요연하게 설명한 경우

B 레벨

정답(권면)이나 이와 유사한 답을 말하고, 자신의 경험사례를 설명하지만 차분하지 않
고 흥분된 감정이나 어조로 설명한 경우

C 레벨

정답(유사한 답 포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사례를 설명하지 못한 경우

(문제 1-2)

(문제 1-3)

최종판정

A+

3개 항목 중 A레벨이 3개 있는 경우

Ao

3개 항목 중 A레벨이 2개, B가 1개 있는 경우(C는 없음)

A-

3개 항목 중 A레벨이 1개, B가 2개 있는 경우(C는 없음)

B+

3개 항목 중 B레벨이 3개 있는 경우

Bo

3개 항목 중 B레벨이 2개 있는 경우(C는 없음), AAC조합의 경우

B-

3개 항목 중 B레벨이 2개 있는 경우(C가 1개 있음), ABC조합의 경우

C

3개 항목 중 C레벨이 2개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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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50점

7. 예시 답안

(문제 1-1)
동조나 방관적인 행동이 나쁘거나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두 가지 이유는 첫째, 폭력장
면을 목격했을 때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외면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주
변 친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한다고 여기는) 마음의 상처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해학생의 옳지 못한 행동을 제지하거나 그에 대한 적절한 지적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아주지 못함으로써 폭력행위의 수위나 발생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문제 1-2)
폭력행위를 저질러 남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합니
다. 그러나 이를 단지 방조, 방관, 묵인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람
들의 충분한 지혜와 합의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의 도덕성과 정의감을 높이기
위하여 법적으로라도 그들을 처벌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처벌대상자를 늘린다.’고 단순하게 생
각하기보다 각 개인의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경각심 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여기
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1-3)
정답은 권면(勸勉)입니다.(그러나‘주장하는, 인도하는, 안내하는, 말하는’등과 같은 대답도 우수한
편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저는 제 친한 친구가 지닌 잘못된 생각이나 보여준 행동에 대하여 귀
찮아하면서 묵인하거나 방조하지 않고 슬기롭게 지적함으로써 그 친구의 잘못된 의식과 태도
를 변화시킨 구체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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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 고른기회 전형 면접문제 1번에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문항 1-1>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과 같은 상황에서 가해자나 동조자 못지않게 방관자 역시 책임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제시문 A~C를 바탕으로 찾는 문제이다. 제시문이 모두 생활과 윤리
교과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평이한 수준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이라면 어려움 없이 답할 수 있는 문항이다.
<문항 1-2>
학교폭력 상황에서 방관자적 행동을 보인 사람에 대한 법적 처벌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 B>의 (a)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답을 할 수 있도록 한 매우 쉬운
문제로 볼수 있다. 이 문제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남이 없는 문항이다.
<문항 1-3>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옳지 않은 행동을 방관하지 않는 태도를 지니는 것의 중요함을
다룬 문제이다. <제시문 C>만으로도 충분히 (b)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제시문과
관련된 학생의 경험을 묻고 있는 점을 볼 때, 수험생의 인성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이다. 이 문제 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남이 없다.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B교사)
<문항 1-1~3>
윤리 교육과정에 제시된 갈퉁의‘평화’개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덕목으로서 진정
한‘용기’개념, 니부어가 제시한 사회윤리 실현(사회제도 개선), 전통사회부터 이어져 내려온
덕목인‘권면(勸勉)’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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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카드 23]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학생부종합(고른기회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자연계열 / 문제 2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세상이해, 상관관계와 인과 관계

예상 소요 시간

10분

2. 문항 및 자료

[문제 2] 다음의 각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제시문 A> 여름철에 오호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 상공에서 부딪힌 상태로
정체하면 장마가 시작된다. 즉 ‘두 기단의 충돌 및 정체’와 ‘장마’ 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 인과 관계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인과 관계를
밝히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과 관계를 밝히면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 가능
해지기 때문이다. 과학이 발전하기 전 사람들은 장마가 왜 발생하는지 알 수 없어 신에게 비
를 그치게 해 달라고 빌 수밖에 없었고, 언제 장마가 시작될지 몰라 여름이 되면 가뭄과 홍
수를 걱정하며 불안에 떨었다. 이처럼 자연의 변화가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변화
의 원인을 설명하고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는 것, 즉 인과 관계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은 대부분 다양하고 복잡한 사건들이 얽혀서 나타나기 때
문에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하여 하
나의 결과가 나올 수 있고, 하나의 원인에서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원
인과 결과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순환하는 관계, 또는 원인과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형태로도 나타난다. 이처럼 인과 관계가 다양한 구조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정확한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야 하고,
(2) 원인과 결과는 관련이 있어야 하며, (3) 원인이 되는 변수만으로 설명이 되어야 하고, 다
른 변수에 의한 설명은 제거되어야 한다.
<제시문 B> 어떤 사람이 미국 주요 도시의 범죄 발생 건수와 경찰관 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범죄 발생 건수가 높은 도시일수록 경찰관 수도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관 수가
많을수록 범죄 발생 건수가 늘어난다.”라고 주장하였다.
<제시문 C> 한 의학 논문에서 우유를 마시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놀라운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다. 우유를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미국의 여러 주와 스위스에서는 암이 많
이 발생하는데, 우유를 마시지 않는 스리랑카에서는 암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논문의 근거 자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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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1) <제시문 A>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시문 B>의 주장이 어떤 면에서 잘못된 통계자료의 해석
인지 설명하시오.
(문제 2-2) <제시문 A>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시문 C>의 내용이 우유와 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근거가 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시오.

3. 출제 의도
이 문제는 학생들이 통계 자료의 올바른 해석 방법을 이해하는지를 측정한다. 특히 변수들 간의 인과
관계와 상관관계의 차이에 대해 이해하는지 확인한다.

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

관련

(1) 사회를 바라보는 창
성취기
(가) 세상 이해
준
②다양한 자료(예: 통계, 지도, 신문 기사 등)를 활용하여 사회 현상을
1
분석한다.

문제 2

(1) 사회를 바라보는 창
성취기
(가) 세상 이해
준
③사회 현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동기(원인)와 결과를 구분하고, 이를
2
종합하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평가한다.

문제 2

2. 자료 출처
가. 교과서 내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사회

육근록 외

비상교육

2015

27-28

제시문 A

O

고등학교 사회

설동훈 외

미래엔

2017

34

제시문 A

O

고등학교 사회

박윤진 외

(주)지학사

2017

36

제시문 B

O

고등학교 사회

육근록 외

비상교육

2015

29

제시문 C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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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항 해설
<제시문 A>는 통계 자료의 활용 중 인과 관계의 뜻과 필요성, 정확한 인과 관계 파악의 중요성 및 인과
관계의 성립조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사회 현상은 여러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발생
하므로, 변수들 사이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변수들 간의 인과 관계를 잘못 파악하는
경우, 사회 현상에 대한 정보와 사실을 왜곡하여 파악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잘못된 방안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과 관계와 상관관계의 차이를 이해하고, 원인과 결과를 이
해함으로써 사회 현상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통계 자료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에서는 <제시문 B>와 <제시문 C>에서 나타난 통계 자료 해석의 오류를 파악하고 그 오류의 유
형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제시문 B>는 도시의 범죄 발생 건수와 경찰관 수의 양(+)의 상관관계를 관찰하고, 그 원인(범죄 발생
건수의 증가)와 결과(경찰관 수의 증가)를 반대로 파악하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예시를 보이고 있다. 인과
관계와 상관관계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학생이라면 <제시문 A>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문 B>의
주장이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제시문 C>는 미국, 스위스, 스리랑카에서 수집된 자료로부터 우유 소비량과 암 발생 건수의 양(+)의 상
관관계를 관찰하고, 우유가 암의 발생 원인이라고 잘못 해석한 예시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
수준도 높고 평균수명도 긴 미국 및 스위스와 소득수준도 낮고 평균수명도 짧은 스리랑카의 자료를 비교
하면서, 우유 소비량 증가는 암 발생 확률을 높인다고 성급한 결론은 내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암은
일반적으로 중년 이후에 나타나는 질병이므로, 평균수명이 긴 사람에게서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 따라서
평균 수명이 짧은 스리랑카와 비교하여 평균 수명이 긴 미국이나 스위스에서 암 발병 건수가 더 많을 가
능성이 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른 서로 다른 생활환경이 암 발생 확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우유 소비량과 암 발생 확률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두 변
수를 하나는 원인 또 하나는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통계 자료 해석상의 오류로 볼 수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우수
(1) 제시문에 나타난 통계 자료 해석상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2) 제시문에서 발견된 오류의 유형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경우
. 보통

문제 2-1

(1) 제시문에 나타난 통계 자료의 해석상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설명하지만,

25

(2) 제시문에서 발견된 오류의 유형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미흡
제시문에 나타난 통계 자료 해석상의 문제점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 우수
(1) 제시문에 나타난 통계 자료 해석상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2) 제시문에서 발견된 오류의 유형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경우
. 보통

문제 2-2

(1) 제시문에 나타난 통계 자료의 해석상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설명하지만,
(2) 제시문에서 발견된 오류의 유형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미흡
제시문에 나타난 통계 자료 해석상의 문제점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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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 예시 답안

(문제 2-1) <제시문 B>에서는 원인이 되는 범죄 발생 건수와 결과가 되는 경찰관 수의 관련성
만을 보고, 그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제시문 A>의 하단에 있
는 설명에 따르면,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는 범죄 발생 건수가 많은 도시일수록 경찰관 수가 증가하
므로, 범죄 발생 건수의 증가를 원인으로 보고 경찰관 수 증가를 결과로 보는 것이 맞는 해석
이다. 그러나 <제시문 B>에서 주장하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려면 어떤 도시에 경찰관 수가 늘어
난 이후에 그 도시의 범죄 발생 건수가 더 늘어나는 것이 관찰되어야 한다. 이는 실제 나타나
는 사회 현상과 일치하지 않는 설명이므로, <제시문 B>의 주장은 잘못된 통계 자료의 해석이
다.
(문제 2-2) <제시문 C>에서는 미국과 스위스와 같이 우유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에서 암 발생
건수가 많고, 스리랑카와 같이 우유 소비량이 낮은 국가에서는 암 발생 건수가 적다는 것을 관
찰하고, 우유가 암 발생 확률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암은 주로 중년 이
후의 성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이므로, 평균 수명이 높은 국가에서 더 자주 발생할 확률이
높다. 미국과 스위스는 스리랑카에 비해 평균 수명이 높은 국가이므로, 이들 국가에서 암 발생
확률이 높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미국과 스위스는 스리랑카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으므
로, 우유 소비량도 높지만 암 발생을 유발하는 다양한 생활 습관이 더 자주 관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우유 소비량과 암 발생 건수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가 존재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제시문 C>의 내용만을 가지고 우유가 암의 발생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그 근거가 빈약하다. <제시문 A> 하단에서와 같이 두 변수간 인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 원인이 되는 변수(우유 소비)만으로 설명이 되어야 하고, 다른 변수(나이, 생활습
관)에 의한 설명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시문 C>의 내용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만
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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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 고른기회 전형 면접문제 2번에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문항 2-1>
제시문[A]에서 사회현상에 대한 통계자료 간의 인과관계의 성립 여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제시문[B]의 주장을 반박함으로써 변수들 간의 인과 관계의 성립 조건
에 대해 해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제시문이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한 학생이라
면 어려움 없이 답할 수 있는 문항이다.
<문항 2-2>
제시문[A]에서 사회현상에 대한 통계자료 해석에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성립 여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제시문[C]에서 나타난 인과관계를 반박하고
다른 상관관계를 제시함으로서 변수들 간의 인과 관계와 상관 관계의 차이를 제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제시문이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한 학생이라면 어려움 없이
답할 수 있는 문항이다.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B교사)
<문항 2-1~2>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평이한 수준의 주제를 다루고 있음. 교과서 내 제시문을 일부 재구성하였으나 서로 다른
교과서 지문을 병합하거나 윤문하는 수준이므로 ‘중하’ 수준의 문항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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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카드 24]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학생부종합(고른기회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의예과(의학적 인성) / 문제 2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국어

핵심개념 및 용어

공감

예상 소요 시간

제시문 숙지 시간 20분 중 10분 / 면접 시간 10분 중 5분

2. 문항 및 자료

2.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내가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가정 방문 간호 서비스를 운영한다.
82세 여자 환자 A는 5년 전 뇌출혈이 생겨 지금까지 누워만 지내고 의식 또한 명료하지 않아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가정 방문 간호사가 2주일에 한 번 환자 A를 보러 가는데, 오른쪽
유방이 이상하니 나에게 직접 환자 A를 봐 달라고 요청하였다.
오늘 환자 A의 집에 가서 환자를 보니 유방암이 의심되고 오른쪽 겨드랑이에도 덩어리가 있어
암이 퍼진 것 같았다. 나는 환자의 아들에게 연락하여 유방암이 의심되니 진단을 위해 환자를
병원에 모시고 와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아들은 거절하였다.
*가정 방문 간호사: 직접 병원으로 오기 힘든 환자들을 위해 간호사들이 집에 방문하여 건강 상
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를 위한 혈액이나 소변을 채취하기도 한다. 의사가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보고한다.
1. 아들은 의사의 말에 왜 이런 반응을 하였나?
2. 나 (제시문의 의사)는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실제 대화하듯이 말해 보시오.
3. 출제 의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의 인재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역량 있고 신뢰받는 자랑스
러운 의사’이다. 이를 위해 (1)나눔과 섬김으로 소명을 다하는 어진 의사 (2)주도적으로 자기계
발을 하는 능력 있는 의사 (3)공동체와 소통하며 국민건강증진을 추구하는 의사 (4)시대의 흐름
을 앞서가는 열린 의사를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이 중 소통을 위해서는 공감 능력이 필수 조
건이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정서를 공유하는 것을 공감이라고 한다. 공감적
듣기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듣는 방법이다. 사람
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대부분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의 주장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서로의 처지에 공감하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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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의사의 공감은 환자의 내면적 경험과 관점을 이해하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의사의 공감은 상대방이 환자라는 것 이외에 일반적인 공감의 정의와 목적과
다를 바 없다. 일반적인 공감이 갈등을 해결하고 타협을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
는 것이라고 하면, 의사의 공감은 좋은 환자의사관계를 형성하고 환자에게 이득이 되도록 진료
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 만족할 만한 치료 결과를 가져온다. 의사의 공감적 태도는 지식과
기술만큼 중요하다. 임상적인 공감 능력을 배우고 향상시킬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는 일상생
활 속의 대화와 상호 작용에서 기본적인 공감 태도가 없는 이상, 임상적인 공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결국 공감하는 태도로 환자를 대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공감하는
태도를 지닌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

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1. 국어과 교과과정 1, 가, 화법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기준

관련

성취기준 국어 1, 가. 화법
1
대화에서 공감적 듣기를 할 수 있다.

제시문

성취기준 국어 1, 가. 화법
2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시문

2. 자료 출처
가. 교과서 내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여부

국어 1

김종철 외 8인

천재교육

2014

130

문제

X

국어 1

김중신 외 6인

교학사

2014

93

문제

X

나. 교과서 외 자료 등을 활용한 경우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Understanding medical students’
empathy based on Enneagram
personality types

작성자
(저자)
HyeRin
Roh 외
8인

발행처

발행
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019

73-82

문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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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국어 1

김종철 외 8인

천재교육

2014

130

문제

재구성
여부
X

국어 1

김중신 외 6인

교학사

2014

93

문제

X

5. 문항 해설
고등학교 국어 1에서는 화법을 다루고 있으며, 공감적 듣기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성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의사는 매번 환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환자에 맞는 해결책을 공감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찾아야 한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환자라도, 그 환자의 대리인이나 보호자와 타협
을 해야 한다.
이 문항은 의학적 지식을 평가하는 문항이 아니다. 지원자가 연명 치료, 안락사, 뇌출혈, 유방암, 가정
간호 등에 기반을 둔 해석을 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상황에 놓인 환자(할머니
A)와 아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공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문제 해결적 화법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6. 채점 기준
두 문제의 답변을 종합하여 아래 채점 기준으로 평가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아들의 입장과 환자의 상황을 모두 공감하고, 상대의 입장을 존중한 결정을 함.
(예시답안 참고)
환자에 대한 상황은 언급하지 않고, 아들의 입장만 공감함. 상대의 입장을 존중한 결정을 함.
(아들이 병원비 지출을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다니기 힘들어서 등)
환자에 대한 상황만 공감하고, 아들의 입장은 공감하지 않음. 상대의 입장을 존중한 결정을 함.
(환자가 예전에 연명치료거부 의사를 표시해서, 환자의 유언에 따라서 등)

A+

A0

A-

아들의 입장 또는 환자의 상황을 공감함. 치료를 받도록 아들을 설득함.

B+

공감은 없고, 끝까지 진단과 치료를 주장함.

B0

공감, 대화나 타협도 없이, 아들을 비난함.

B-

문제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의사의 의무를 주장함.

C

7. 예시 답안

1. 아들은 의사의 말에 왜 이런 반응을 하였나?
(1) 아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경우의 예시: 5년이라는 긴 간병에 심신이 지쳤을 것이다. 병원이
부담이 클 것이다. 거동하지 못하는 환자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기 힘들 것이다.
(2) 환자의 상황을 이해하는 경우의 예시: 환자가 의식도 없고, 누워만 지낸지 5년이나 된 상태
라, 유방암을 진단된다고 해도, 암 치료는 힘들고, 치료를 못 한다면 진단할 필요가 없을 것이
다. 유방암의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의 삶의 질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힘든 진단과 치료가
환자를 더 힘들게 한다.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연명치료거부 의사 표시를 했을 것이다.
(3) 공감이 없는 경우의 예시: (아들이나 환자의 상황은 언급하지 않고) 의학적인 판단으로는
유방암이 전이되어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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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 (제시문의 의사)는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실제 대화하듯이 말해 보시오.
(1)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는 말: (학생이 1번 문제에 대한 답변을 언급하면서) ~~~ 해서 거절
하시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가정 방문을 통해 유방암이 의심되는 상
황도 같이, 할머니 상태를 지켜보도록 합시다.
(2) 진단과 치료를 주장하는 말: 어느 환자든지 자신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 의료 서비스를 받
을 자격이 있고, 그걸 막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지 못하게 방임하는 것입니다. 인권 침해입니
다. 노인 학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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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 고른기회 전형 의예과 면접문제 2번에 대한 고교교사 검토 의견
1. 출제입실 점검 고교교사 의견(A교사)
<문항 2-1>
뇌출혈로 긴 시간 동안 누워 있는 환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바탕으로 그 아들이 진료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 묻고 있는 문제로 공감적 듣기를 통해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한
학생이라면 어려움 없이 답할 수 있는 문항이다.
<문항 2-2>
어머니의 진료를 거부하는 아들에 대해 보일 수 있는 의사의 반응을 묻는 문제로, 상대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그 원인을 파악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견을 조정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항으로, 이 역시 교육과정에서 벗어남이 없다.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고교교사 의견(B교사)
<문항 2-1>
고등학교 『국어』의 화법 영역에 제시된 ‘공감적 듣기’, ‘대화와 타협’ 및 『화법과 작문』의
‘의도를 파악하며 듣고 효과적으로 답변’, ‘의사소통에서의 진정성’등의 성취기준을 연계하여
구성된 문항이다. 두 문항 모두 의학적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지와 문제 해결적 화법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2-1]은 아들이 진료를 거절한 이유를 묻는 문제로,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이다. 제시문 내용이 평이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답변할 수 있는 문항으로 보인다.
<문항 2-2>
[2-2]는 의사의 입장이 되어 말해보라는 설정으로, 상대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문제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즉, 아들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
머무르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견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는 문항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반복 제시되고 있는 ‘공감’과 ‘의사소통’
에 관한 평이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의사로서의 책무를
염두에 둔 답변을 구성할 수 있는 정도라면 무난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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