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떨어지는 1보다 큰 양의 정수이다. 이를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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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의 소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소수의 곱으로 표현되는 수

를 합성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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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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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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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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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며 같은 가족이라는 소속감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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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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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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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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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받으며 조화롭게 살아가는데, 이를 생태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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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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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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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이므로 반응이 일어나려면 반응 물질이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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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를 통해서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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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 현대, 여름

곳 : 남해안에 있는 조그만 어촌

등장인물 

곰치 : 49세. 어부

구포댁 : 48세. 그의 아내

도삼 : 30세. 그들의 아들

슬슬이 : 19세. 그들의 딸

성삼 : 47세. 곰치의 친구, 어부

연철 : 28세. 도삼의 친구, 어부, 슬

슬이의 애인

임제순 : 60세. 선주(船主)

범쇠 : 50세. 주막의 주인

마을 어부 A, B

제3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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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고는 머리는 산발하고는, 옷은 믓을 입었드라? 옳제! 생모시 저

고리 바지를 입고는……. 그 옷은 해주지도 않았었는디 으디서 빌

려 입었단 말잉가? 연철이 옷이등가?

곰치  믓이라고? 믄 소리여?

(하략)

(가) 소수 곱 합성수

(나) (       ) (       ) (       )

(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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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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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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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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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 의도  

- 각 제시문에서 유사한 역할을 하는 단어와 공통으로 해당하는 단어를 유추해 내는 과

정을 통해 지원자의 융합적 사고능력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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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을 평가함

- 제시어를 이용한 지원자의 이야기 전개 과정을 통해 창의성과 인성을 평가함



문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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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문 (나)의 사회현상, 제시문 (다)의 자연현상에 연관지어 답변해야 함. 이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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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생명과학I>의 생물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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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문 (마)의 문학작품과 관련지어 공통어를 유추해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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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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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을 구성해야 함


